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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시 ‘불운’은 토머스 그레이의 시 ‘시골 교회 묘지에서 쓴 비가’를 차용

하였으며 이 시에서 시인 본연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는 표절이라고 비난받는 대신 보들레르 문학 세계에서 큰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서 20세

기 초 프랑스에서 활동한 가상의 작가로 설정되어 있는 메나르는 세르반테스 원작의 일부를 똑같이 가져다 썼

지만 17세기 스페인과 20세기 프랑스라는 환경의 상이성과 문맥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탄생

시킨다. 이는 문학이 끊임없는 차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학에서 같은 구절을 베껴 쓰더라도 그 구절은 다른 작품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오히려 이와 같은 표현 양식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수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신경숙의 『전설』은 『우

국(憂國)』과 독자적으로 전혀 다른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비난을 받아야

만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숙은 대중들에 의해 표절작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지금까지 법원이 구체적인 ‘표현’만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 왔던 관행과 무

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문학적 어문저작물1)의 저작권침해와 표절이 저작권법과 문예이론의 협업을 통해 규명되

어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자 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경우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을 같은 의미로 두고 논의

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현재 비교적 고려되기 어려운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

성’은 문예이론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은 기계적 일치도

가 아닌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2) 자크 에르만도 글

을 쓴다는 것은 곧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며 작가의 창작 행위를 일종의 표절 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 문

학의 표절은 텍스트의 차용, 변용, 전환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숙고해야 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에서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을 주요 쟁점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는 아이

디어-표현의 경계의 모호성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본 연구는 먼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더 나아가 문

예 이론을 활용한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학적 어문저작물이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용어로 어문저작물들 가운데 소설, 시 등 문학예술에 한정한 어문저작물을 말한다.

2)   상호 텍스트성에서는 원 텍스트가 살아나고 알려지는 반면, 표절은 원 텍스트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성에 포함될 수 없다. 안정오,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본 표절텍스트, 『텍스트언어학』, 제 22호(2007), 123~140쪽.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여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 그

런데 과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준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된다.

 아이디어-표현의 경계의 불확실성에 의해 가장 혼란을 겪는 예술 분야는 바로 문학이다. 텍스트

의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된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표현의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

적 비문자적 유사성보다는 ‘명백히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현행 저작권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된 지점일 수밖에 없다. 소설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이 결정함

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의 플롯, 주제 등 문학의 핵심 요소들은 ‘표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

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의 흥행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학의 핵심 요소들과 이

를 활용한 전개 방식에 달려있고,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예술성이 있는가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항목에서 2015년을 점철했던 한국문학에서

의 표절 사태를 상호 텍스트성과의 관계에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항목에서 표절과 저작권침해 판단의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문제를 논의한 뒤, 법언어의 

영역에서 이 경계 설정의 불가능성을 언어의 특성 중 하나인 언어의 분절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

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예술 표현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법률가뿐만 아니라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수

행해야 할 작업임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문학예술 전

문가들이 포함된 사전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문예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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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항목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등 대화와	어투

다시 말하면 ‘패턴’의 발견에 있어 시 등은 문장 이하 단위에서 저작권과 창작성을 논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

주의 언어학과 기호학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소설 등은 문장 이상 단위에서 저작권과 창작성을 논하

게 되기 때문에 문예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같은 문학적 어문저작물이라도 그 성질에 따라 

저작권이 판단해야 할 단위나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롯의 유무를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등의 유사성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의 별도의 연구가 요구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논의, 대안 등은 모두 ‘플롯이 있는 문학적 어문저작물’(이하 문학적 어문저작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이다.

III.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1. 현행 저작권법의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판단의 한계

판례에서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의 판단 요소로써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등을 언급한 바 있다.7) 이

를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소설 등은 인물, 사건, 배경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금씩 차이는 있

지만 사건의 경우에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서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개의 

문장을 통해 이 요소들에 기반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그런데 미국의 Paul Goldstein 교수의 분류에 의하면 문

학에서의 플롯, 주제 등 위에서 언급한 문학의 요소들은 ‘Building Blocks’, 즉 창작의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8) 또한 법원은 <신야구 사건>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

다.”9)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상품화가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물’ 역시 원칙

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등에 있어서 핵심은 문장 하나하나 보다는 이 ‘Building Blocks’에 있다. 소설 등의 흥행 여부

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와 이를 활용한 전개 방식에 달려있고,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예술성이 있는가

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독자들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설의 줄거리, 사건, 인물, 배경을 기억할 뿐 

문장을 기억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만큼 ‘Building Blocks’가 창작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디어

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표현의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 비문자

적 유사성보다는 ‘명백히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현행 저작권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

는 주된 지점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태왕사신기 사건>에서도 법원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

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고 아이디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표면에 해당하는 전자만을 비교해야 한다.”10)고 판단한 바 있다.

7)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8) 정영미,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2011), 113~114쪽.

9)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10)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II.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유사성	판단

1. 현행 저작권법에서 유사성 판단의 기준

두 저작물간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다

루는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경우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의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 판단한다.

                                                                                                                                                                                            3)

<표 1>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항목

이 분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은 명백히 ‘표현’의 영

역에 해당하지만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은 넓은 의미에서의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깝다.4)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은 ‘넓은 의

미의 아이디어(구체적인 텍스트의 여집합)’와 ‘좁은 의미의 아이디어(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사후적

으로 정의한 것)’가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표현’의 영역에는 구체적

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주제, 구성, 사건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플롯의 유무에 따른 문학적 어문저작물 구분의 필요성

현행 저작권법의 유사성 판단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소설, 시나리오 

등(이하 소설 등이라고 한다) 플롯이 있는 문학적 어문저작물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시나 가사 등(이

하 시 등이라고 한다)은 압축적인 형식 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기가 플롯이 있는 소설 등에 비해 어

렵다. 뒤에서 살펴볼 『레미제라블』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 소설 등이 수십, 수백 단계의 구체화를 거치는 반면 

시 등은 아이디어 자체가 곧 표현이거나 매우 간략한 구체화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즉 시 등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고도로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5) 전문이 곧 보호범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물간의 유사성을 판단

할 때 문장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소의 단위에서 어휘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야 한다. 반면에 소설은 수천, 

수만 개의 문장 하나하나가 명백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장이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원 저작물이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

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6) 개별 문장들까지 저작권의 보호 범위라고 보기

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소설 등의 경우는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창작성을 판단해야 한다.

3)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4) 역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상 ‘비보호’의 영역을 칭한다고 본다.

5)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merger doctrine(합체이론)과 Scene a Faire(필수장면이론)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 등의 경

우는 이러한 경우와는 반대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치로 인해 전문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6)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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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관 이론’은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청중의 느끼는 전체적

인 관념과 느낌이 더욱 적합하다는 이론이다.15) 이 이론은 전문가의 분석과 비전문가의 반응을 종합하여 저작

물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며 어느 한 쪽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한다.16) 이 이론은 저작권침해의 실질적 유사성 판

단이론 중 일반인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중테스트 이론’17)과도 흡사하다. 다만 반응이나 

느낌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18)

3. 언어의 분절성

앞서 Learned Hand 판사는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판결에서 누구도 아이디어와 표현

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했고, 앞으로 아무도 이 작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Peter Pan 

Fabrics v. Martin Werner 판결에서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오로지 개별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19) 덧붙여 ‘표현’과 ‘아이디어’는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개념이며, 판결의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

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이라 명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20)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경계 설정의 불가능성은 언어의 특성 중 하나인 ‘언어의 분절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찍이 언어학자 Edward Sapir와 Benjamin Whorf는 사피어-워프 가설을 주장하면

서 그 근거로 ‘언어의 분절성’을 들었는데, 이는 인간언어는 분절할 수 없는 것은 분절한다는 의미이다.21) 물은 

산에서 바다로 연속적으로 흐르지만, 인간은 이것을 임의로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

이디어’라는 언어기호와 ‘표현’이라는 언어기호 역시 분절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인간이 임의로 나눈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언어기호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인간언어 자체의 내재적

인 한계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한 구조주의학자 자크 라캉의 기표(지시하는 말)와 기의(지

시하는 대상)의 통합 불가능성을 응용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22) 종합하자면 현실의 영역에서는 언어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언어의 재정의나 법률적 표현의 교

체만으로는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정의’의 불가능성에 해당할 뿐이지 아이

디어-표현의 경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그것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일 것이다. 비슷한 논지에서 한 세기 전 Oliver Holmes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법률 훈련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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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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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1003~1004쪽.

18)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뉴스 영화 드라마 생방송 광고』, 커뮤니케이션북스(2013), 149쪽.

19)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 박영사(2007), 94~95쪽.

20) Dan Hunter,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2012), p. 38.

21) 유현경, 『우리말 연구의 첫걸음』, 보고사(2015), 21~22쪽.

22)   그는 기표와 기의가 통합 될 수 없으며 이를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정신분석학으로 설명했는데, 기표(꿈, 언어) 등의 한계 때

문에 기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기표가 그 둘의 실제적 관계라는 기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언어전달은 기표와 기표 사이의 일시적인 연결에 의해서만 불완전하게 가능하고, 기표와 기의의 일치는 실재계(사후세계)에

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2.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문제

위와 같은 문제는 결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여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11) 그런데 과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는 어디인가? 소설 ‘레미제라블’을 예시로 들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작가의 착상(명백한 ‘아이디어’)

과정1.	장발장이	회개를	통해	선인이	되는	것을	표현해야겠다.

작가가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아이디어’와 ‘표현’ 중간의 회색지대) 

과정2.	장발장이	물건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누군가	관용을	베푼다.

과정3.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쳤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신부가	관용을	베푼다.

…(이하	생략)…

과정17.	장발장이	성당	밖에	잠들어	있는	것을	신부가	보고	잠자리와	먹을	것까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신

부가	잠든	사이	은촛대를	가지고	달아나지만	경찰에게	잡혀온다.	하지만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고	은촛대

마저	내주며	“잊지	마시오,	이	물건들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던	것을.”이라고	말한다.

…(이하	생략)…

겉으로 나타난 것(명백한 ‘표현’)

과정65.	(실제로	책	본문에	적혀있는	텍스트)

<표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레미제라블’의 예시

이 경우 과정17 정도로만 구체화가 되어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혹은 과정 65만을 표현이라고 본다면 

과정 65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 64의 경우는 아이디어로 봐야 하는가? 이렇듯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현행법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경계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

표현의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추상화 이론’, ‘유형화 이론’, ‘외관 이론’이라는 3가지의 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

‘추상화 이론’은 Learned Hand 판사가 아이디어-표현의 경계에 대해 제시한 이론으로 (특히 희곡의 경우) 

작품에서의 구체적인 표현과 사건들을 제거하면서 추상화하면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골격만이 남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보호될 수 없는 지점과 보호될 수 있는 지점의 경계가 존재하는데, 이 경계를 기준으로 아이디어

와 표현이 나뉜다는 이론이다.12) 이 이론은 구체적인 문장뿐만 아니라 소설의 전개 과정 역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한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추상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Zechariah Chafee 교수는 ‘유형화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아이

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은 저자의 아이디어와 저작물 속에 내재한 패턴 사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우리나

라 법원은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주제가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성 및 전개 과정, 등

장인물들 간에 공통점이 있어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형화이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11)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12)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45 F. 2d 119, 121 (2d Cir. 1930).

13)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2013), 51쪽.

1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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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전설』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

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미시마 유키오 『우국(憂國)』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

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

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

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2. 한국문학에서의 표절 논란

한국문학의 2015년은 신경숙의 표절 논란과 문학권력에 대한 고발 및 논쟁으로 점철된 해로 기억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한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기에 앞서, 신경숙의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창비 문학출판부의  

최초 입장 표명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두 작품의 유사성을 비교하기가 아주 어렵다. 유사한 점이라곤 

신혼부부가 등장한다는 정도이다. …(중략)… 또한 인용 장면들은 두 작품 공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해당 장면의 몇몇 문장에서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

절시비에서 다투게 되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표절로 판

단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24)

입장문에서 말하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은 실질적 유사성으로서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25)이고,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26)이다. 그런데 실제로 두 작품을 놓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구절은 

매우 유사하다.

                                                                                 
27)

                                                         

28)

<표 3,4> 신경숙의 『전설』과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 비교

이 유사성은 작품 속의 특정한 부분이 복제되어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에 해당된다. 한편 두 작품 사이에 근본적인 본질이나 구조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

급했듯이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숙은 대중들에 의해 표절작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는 구체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온 법원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24)   김성곤, “[전문] 창비 문학출판부 ‘전설’ 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31&newsid=0311928660

9402704&DCD=A403&OutLnkChk=Y>, (2017년 08월 14일).

25)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26) 위의 판결.             

27) 신경숙, 『전설』, 창작과비평사(1996), 240~241쪽. 

28)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역, 『금각사, 우국, 연회는 끝나고』, 주우(1983), 233쪽.

사람들이 가장 좁고 명백한 한계선 밖에 있는 사진(pictorial illustrations)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 될 것이다.”23)라고 선언한 바 있다. 창작의 여러 특수성에 관한 숙고를 미룬 채 이루어

지는 저작권침해 판단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문제와 언어의 분절성 논의를 종합해보면, 언어의 분절성의 한계로 인해 단어 자체

에 대한 논의나 법률적 표현의 교체만으로는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또

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표면적인 문장이 되는 과정 어딘가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패턴과 독자 및 청중의 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아이디

어-표현 이론들 가운데에서는 ‘유형화 이론’과 ‘외관 이론’이 각각 타당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절충한다면 현

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외관 이론’은 청중의 관념을 중시하므로 전문적인 지

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유형화 이론’의 경우에는 패턴의 발견에 있어서 각 저작물 분야에서의 서로 다른 이

론 적용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표현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발견이 핵심적이

기 때문에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저작물 분야들과 저작권법의 전문적인 협업이 요구된다. 이 대안에 관하여

는 V-1에서 살펴볼 것이다.

Ⅳ.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1. 현행 저작권법의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판단의 한계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도 어렵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도 드문 반면, 부분적 문헌

적 유사성은 명백하게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도 높다. 하지만 소설 등의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에 있어서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을 중심 기준으로 삼

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데 소설 속 

모든 하나하나의 문장에 창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소설 등의 문장 단위에까지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매우 광범위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문화

를 질식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하나의 창작성 여부를 가려내어 저작권으로 보

호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매우 비효율적일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소설의 핵심인 ‘Building Blocks’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문장만을 보호하는 것은 정작 보

호받아야 할 것이 아닌 공공의 전유물인 ‘문장’을 보호하는 본말전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용 등

을 통해 두 작품에 동일한 표현이 있다는 사실이 저작권침해 혹은 표절로 직결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3)   “It would be a dangerous undertaking for persons trained only to the law to constitute themselves final judges of the worth of pictorial 

illustrations, outside of the narrowest and most obvious limits.” Max Lerner, The Mind and Faith of Justice Holmes: His Speeches, Essays, 

Letters, and judicial opinions, New Brunswick and Oxford (2010),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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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반테스의	작품과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은	글자상으로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러나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작품보다	거의	무한할	정도로	풍요롭다.	메나르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비교해보면	이것

은	확연히	드러난다.	가령	세르반테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리’의 어머니는 역사이자 시간의 적이며, 행위들의 창고이자 과거의 증인이며, 현재에 대한 표본이자 조언자고, 미

래에 대한 상담자다.

-	『돈키호테』	1부	9장

	재치	넘치는	평민인	세르반테스가	17세기에	쓴	이런	열거들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수사적	찬양에	불과하다.	반면에	메나르

는	이렇게	적는다.

 ……‘진리’의 어머니는 역사이자 시간의 적이며, 행위들의 창고이자 과거의 증인이며, 현재에 대한 표본이자 조언자고, 미

래에 대한 상담자다.

이는 넓은 범위의 상호 텍스트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메나르는 『돈키호테』 1부의 38장35) 역시 그대로 가져

다 썼는데, 이에 대해 보르헤스는 “전혀 명민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글자 그대로 ‘옮겨졌음’을 

보았다. 한편 바쿠르 남작 부인은 니체의 영향을 보았다.”36)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목들은 문학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차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많은 문학 작품들은 상호 텍스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셸 푸코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

을 일종의 ‘기록 보관소’로 간주했다.37) 에드워드 사이드는 “작가들은 점점 독창적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대신 남의 글을 다시 고쳐 쓴다고 생각한다. 글쓰기는 이제 독창적으로 비석에 글을 새긴다는 이미지에서 남

의 글을 단순히 옮겨 적는다는 필경사의 이미지로 바뀌어간다”38)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창작 행위를 일종의 표절 행위로 간주하였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역시 선배 작가들이나 동료 작가들의 작품에 자유롭게 의존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집필하는 것을 중요한 창작

적 원리로 삼고 있는데,39) 경우에 따라서는 표절 행위나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신경숙의 『전설』 역시도 『우국(憂國)』의 구절을 차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신경숙이 『우국(憂國)』의 구절을 차용하였지만 두 작품은 독자적으로 전혀 별개의 플롯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돈키호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구절을 차용하더라도 그 구절은 다른 작품

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용’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작

가가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부분은 자신은 『우국(憂國)』이라는 작품을 알지도 못한다40)던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4. 소결

지금까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보다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저작권침해를 판단할 때 주요 쟁점이 되

는 것의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표현’을 위주로 보호하는 현행 저작권법

이 불법 복제와 불법 배포라는 ‘작은 도둑질’은 막을 수 있지만 비문자적 영역을 베끼고 표절하는 ‘큰 도둑질’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겉으로 나타난 텍스트를 교묘하게 바꾸기 마

련이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으로서는 저

작물이 충분하게 보호되기 어렵다.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의 Stephen M. McJohn 교수 역시 “현

행 저작권법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작가들이 워딩만을 조금씩 바꿔 전 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베낄 

것”41)이라고까지 경고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불법 복제, 불법 배포 등 명시적인 저작권침해는 처벌 

 

35)   1부의 38장은 ‘문(文)과 무(武)에 관해 돈키호테가 행한 흥미로운 연설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돈키호테가 문을 반대하고 무를 

옹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해 단편 소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에서는 “세르반테스는 퇴역 군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그러

한 판단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버트런드 러셀과 『성직자의 배신』과 동시대 사람인 피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가 그런 애매한 궤변에 다시 빠지다

니!”라고 평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1부 38장’을 전혀 다른 별개의 구절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36) Jorge Luis Borges, 앞의 책(각주9), 62쪽.

37) 김욱동, 앞의 책(각주6), 215쪽.

38) Edward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83), p. 135.

39) 김욱동, 앞의 책(주6), 215쪽.

40)   송예슬, “소설가 신경숙, 검찰에 “‘전설’은 ‘우국’ 표절 안 했다” 답변…“기억 안 난다”에서 전향?”,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

html?no=58369>, (2017년 8월 15일).

41)   Stephen M. McJohn, Examples & Explan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Wolters Kluwer (2015), Chapter3 Idea vs. Expression: The 

Abstraction Test.

3. 상호 텍스트성

신경숙의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의 구절을 차용했다고 본다면, 『전설』은 『우국(憂國)』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리키는 문

예비평 용어이다. 더불어 상호 텍스트성이 가장 널리 그리고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문학이기도 하

다.29) 모든 작가는 텍스트를 창작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 먼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독자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텍스트는 그동안 저자가 읽어온 여러 텍스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상호 텍

스트성이 드러나게 되는 방법은 다양한데, 좁은 의미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

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30)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주

어진 텍스트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그 작품이 한 문화의 언술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

킨다. 즉 그것은 어느 한 텍스트가 한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위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문화의 가

능성을 표현하는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킨다.31)

상호 텍스트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위해 여는 글에서 언급한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

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소설을 상호 텍스트성 논의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소설 속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활동한 가상의 작가로 설정되어 있는 메나르는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

테』의 일부를 똑같이 가져다 썼다. 메나르가 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1부의 9장과 38장, 그리고 22

장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32)

<표 5>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본문

이처럼 메나르는 『돈키호테』 1부의 9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르반테스가 썼던 

열거들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수사적 찬양에 불과”33)하고 메나르는 그것과 다르게 썼다고 작가는 말한다. 이

는 앞에서 살펴본 창비 문학출판부의 최초 입장 표명에서 “문장 자체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 굳이 따진다면 오

히려 신경숙 작가의 음악과 결부된 묘사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34)고 했던 것과도 흡사하다. 17세기 

스페인과 20세기 프랑스라는 환경의 상이성과 문맥의 차이 때문에 두 작품은 같으면서도 다른 작품이 되는데,  

 

29)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예술/문화』, 민음사(1992), 216쪽.

30) 김욱동, 위의 책, 203쪽.

31) Jonathan Culler, “Presupposition and Intertextuality”, The Pursuit of Signs: Semiotics, Literature, Deconstructi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 103.

32) Jorge Luis Borges, 송병선 역, 『픽션들』, 민음사(2014), 63쪽.

33) Jorge Luis Borges, 위의 책, 63쪽.

34) 김성곤, 앞의 기사(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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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함	

문예이론

과거
역사주의	비평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작가의	분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장과	표현	하

나하나가	작가의	영혼에	해당한다.

현재

신역사주의	비평에	따르면,	마르크스,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비평	등	구체적인	텍스트

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적	Context와의	관계에	중심을	둔다.

‘작가의	죽음’이란	롤랑	바르트의	동명의	저서에서	시작된	담론으로	예술작품이	완성

된	순간	작가는	사라지고	그것은	온전히	독자의	것					이라는	의미이다.

저작권법
‘유형화	이론			’에	따르면	아이디어-표현의	경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속에	내재한	패턴을	발견

해야	한다.

문예이론

형식주의
빅토르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	등	문학적	장치(device)들이	문학의	구성요소라

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저작권	분쟁	시	유사성의	비교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구조주의

블라디미르	프롭에	따르면,	서사에는	인물,	시간,	장소가	달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

어온	‘구조’가	존재한다.	이	구조에는	최대	31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7가지의	

‘행동영역’이	있다.

레비	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문학)에는	신화소라는	공통되는	구조가	존재하며	’개별

적인	요소‘가	아닌	’체계	안에서의	조합‘에	Meaning이	내재한다.

롤랑	바르트는	소설	『사라진』에	내재한	구조를	5가지의	코드를	이용해	분석하면서	 	 ,	

“다섯	개의	코드는	일종의	망이나	일반적	장소를	형성하며	모든	텍스트는	이것을	통

과한다.”			고	하였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법과 구조주의 비평은 공통적으로 문학에 내재한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구조주의 비평은 이러한 ‘패턴’의 발견이 곧 목적이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편적인 패턴(아이디어의 영역)을 

제외한 다음 남는 세부적인 패턴(표현의 영역)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과 구

조주의는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예비평과 저작권법의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할 것이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 과거 역사주의와 신역사주의 비평의 비교

                               

                                                                                                                                                                                                  

49)

<표 7> 과거와 현재의 비평의 흐름

문예이론의 주요 개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문학적 어문저작물에 있어 구체적

인 텍스트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법에서 ‘비문자적 유

사성’이 저작권침해 및 표절 판단의 주된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자반응비평 학자인 조나단 컬러는 “위대한 문학은 Literary Convention을 위반함으로써 독자

로 하여금 기존의 세계와 질서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50)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문예비평 이론들을 활용하

여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한다면,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현재의 방안보다 합

리적인 저작권 보호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컨대 권선징악이라는 같은 주제에서도 ‘영웅이 악당을 물리친

다.’는 플롯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더 큰 악당의 힘을 빌려 악당을 물리친다.’는 플롯이 있을 수 있다. 전

자의 경우는 보편적인 플롯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대악(大惡)이 소악

(小惡)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대악(大惡)을 과연 선(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선(善)은 결

국 대악(大惡)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등의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우리의 Literary Convention을 파괴하

는 독창적인 플롯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현실에서는 후자 역시 포괄적 비

문자적 유사성에 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 두 학문 분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독창적인 표현들이 보호받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49) Roland Barthes, 앞의 책, 27쪽.

50)   Hilda Schiff, 앞의 책(각주46), pp. 75,76. Literary convention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경험으로 볼 때 으레 ~~한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라고 예측

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지만, 주로 비문자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표절은 무방비상태로 거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표현들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서 정당한 예술행위인 차용과 상호텍스트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오인하고 있다.

Ⅴ.	문학적	어문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대안

1. 문예비평과 저작권법의 학제 간 연구

지금까지 현행 저작권법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면서 정작 그 경계는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와 직결되는 이 경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하였다. 다만 창작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연구는 문예비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

과 법률가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는 작업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예 이론적 관점을 활용한 저작권침해 판단 방안으로서 ‘문예비평과 저작권법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과 구조주의 비평의 공통점

                                                                             
42)

                               

                                                                                                                            
 43)                                                                               44)

    

                                                                       
                                                                           45)

   

                                                                                                                                  
46)

                                                                                                                                                          
47)

                                                              
 48)

<표 6> 저작권법과 형식주의, 구조주의

42) Ⅲ-1에서 설명하였다.

43) Charles E. Bressler, Literary Criticism: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A Second Printing), 5th Edition, Pearson (2011), p. 51.

44) 형식주의는 구조주의와는 다르지만 문학 내적 구조를 분석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 소개하였다.

45) 김경숙, 블라디미르 프롭의 『민담의 형태론』을 통해 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의 구조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2011), 4쪽.

46) David H. Richter,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St. Martin’s (1989), pp. 871.

47) Hilda Schiff, “Structuralism and Literature”, Contemporary approaches to english studies, Barnes & Noble Books (1977), p. 568.

48) Roland Barthes,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2002),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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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차용예술은 본질적으로 복제권58), 동일성유지권59), 2차적저작물작성권60) 침해가 되고, 

차용이 패러디에 근거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된다.61) 따라서 현재로서는 패러디 작가들

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차용예술 및 패러디 문화가 질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①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②인

용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①보도·비평·교육·연구·창작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②인용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단,	창작

을	위해	부분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원문을	변형하지	않

아야	한다.)

<표 8>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와 개정안

먼저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아닌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개정하는 이유는 차용예

술의 차용은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한 이용이지만, 엄격하게 정의를 한다면 ‘이용’보다는 ‘인용’에 가깝기 때문

이다. ‘이용’은 가져다 쓴 것이 주가 되거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 반면, ‘인용’은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

기 위해 원문을 일부를 비본질적인 부분으로써 가져다 쓰는 것이다. 차용예술에서 작가가 다른 텍스트의 일부

를 차용하는 것은 IV-3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본질적인 구절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작가의 작품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구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즉 인용한 부분은 차용한 작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제35조의3이 아닌 제28조를 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에서 ‘일부 복제’62)를 추가한 이유는 ‘인용’은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차용(일부 복제)은 출

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의 차용(일부 복제)은 패러디와 같기 때문에 독자가 원문

을 감지할 수 있도록 원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써야 하는데, 오히려 교묘하게 변형하여 쓰는 것은 원저자를 

은폐하기 위한 표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너 교수는 전작을 ‘글자 그대로’ 출처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을 인

유(Allusion)라고 명명하면서, 저자가 숨기려는 의도가 없고 독자들도 속지 않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하였

다.63) 마지막으로 ①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예시적 열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는 않지만,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창작’이라는 어휘를 첨가함으로서 차용예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보다 확

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58) 저작권법 제16조.

59) 저작권법 제13조.

60) 저작권법 제22조.

61) 박경신, 차용미술과 저작권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제18권 제2호(2014), 7쪽.

62) ‘차용’은 저작권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일부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복제’라는 용어로 갈음한다.

63) Richard A. Posner, 정해룡 역,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산지니(2009), 42쪽.

2. 문학예술분야 사전 자문기구 신설

(1) 우리 사회의 표절 논란

우리 사회의 표절 논란들은 ‘요격용 미사일’ 기능을 해 왔는데, 즉 표절 자체 보다는 누군가를 어떤 지위에서 

끌어내리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절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51) Ⅱ-1에서 언급한 신경숙 표절

논란사건의 경우에도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과 함께, 표절은 화두였을 뿐 실제 논란의 목적은 문단 

권력의 병폐를 지적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52) 수단으로서의 표절 논란은 무분별

한 여론재판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실제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나기도 전

에 작가들이 대중에 의해 비난받는 부작용도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미국에서 일어

난 유명한 표절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제보된 후 결정을 내릴 때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 

과정을 기록한 논문이 있을 정도”53)라고 한 바 있다. 표절은 비전문가들이 성급하게 공론화하기보다는, 각 분

야의 전문가들과 법학자들 등 전문가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문학예술분야 사전 자문기구 신설

현행 저작권법의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한 장에서는 분쟁이 있을시 이를 알선,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54)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55) 이는 사후구제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술인의 창작 욕구를 떨어뜨리고 예술가들이 차용예술 자체를 기피하게끔 만들 수 있다.

차용예술이 질식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본 연구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문학예술 전문가들이 포함된 한

국저작권위원회 산하의 사전 자문기구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문기구 설립에 대한 조문은 저작권법 ‘제

113조의3(자문)’을 신설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문은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는 어렵더라도 원저

작자로 하여금 소송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용자가 원 저작물의 이용

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3.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개정

현행 저작권법의 복제권56) 항목에는 일부, 부분 복제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지만, 법원은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도 금지하고 있다.57) 물론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 복제는 저작권침해나 

불법 배포 등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용예술에 사용되는 ‘차용’도 역시 사실상 일부 복제에 해당한다. 즉 

51) 남형두, “[시론] 저작권법, 요격용 미사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6/2007030600951.html>, (2017년 8월 15일).

52) 윤지관, 문학의 법정과 비판의 윤리. 『창작과비평』, 제43권 제3호(2015), 349쪽.

53) 이대웅, “표절 논의, 공격 수단 사용... 비전문가들 나서 문제”,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109>, (2017년 8월 15일).

54) 저작권법 제114조.

55) 저작권법 제117조.

56) 저작권법 제16조.

57) 서울중앙지법 2014. 2. 21.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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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각주’의 예시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			‘일착	선수여!	나를	열차가	연선(沿線)의	소역(小驛)을	

잘디잔	바둑돌	묵살하고	통과하듯이	무시하고	통과하

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소설	『동해』)

■			‘요코미쓰	리이치의	‘기계’	같소	그려.’					(소설	『김유정』)

■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언인듯	싶소.’				(소설	『날개』)

■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집어내	보아도	다	같이	서른여

섯	살에	자살한	어느	‘천재’가	머리맡에	놓고	간	개세

(蓋世)의	일품의	아류(亞流)에서	일보를	나서지	못했

다.’				(소설	『종생기』)

Ⅵ.	맺는	글

앞서 본 바와 같이 Oliver Holmes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법률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좁고 명백

한 한계선 밖에 있는 사진(pictorial illustrations)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과 함께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

정의의 불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아이디어-표현의 경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법률가뿐만 아니라 각 예술 분

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물론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판결과 Peter Pan Fabrics v. Martin Werner 판결에서 언급

되었듯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오랜 시간과 방대한 작업을 필

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근본적인 해결에 관한 문제이며, 이를 불가능하다고 여겨 포

기하거나 이 과제를 후대에 넘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작가들은 교묘한 표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불

법 복제와 배포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원저자의 저작재산권만을 침해한 것이고, 재산권침해의 규모는 전체 재

산권의 일부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유명한 작가가 신인의 소설을 디테일한 표현만 바꾸어 소설의 근본 

구조를 표절한다면 원저자의 저작재산권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이자 예술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명성’을 훔치는 것이 된다. ‘재산권’과 달리 ‘명성’이 도둑맞게 되는 순간 작가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문

화예술은 폐허가 된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73)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법의 미래, 그리고 후대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근본 과

제이다.

4. ‘문학적 각주’의 사용

천재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상(李箱)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요코미츠 리이치(橫光利一) 등 

일본 작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64) 이상은 그들 소설의 구절들을 빈번히 차용하였는데 그 스스로도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상을 표절 작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도 주장하였듯 차용 자체가 표절이 아닌 전통적인 예술의 한 형식6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차용한 작가들을 자신의 작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

이 문학표절시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패러디, 차용예술의 경우에는 기만행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이 성립되지 않지만66) 표절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가 이상이 사용한 ‘문학적 각주’67)를 문학표절시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70)

                                                                            68)

                                                                                             69)                                      
71)

<표 9> ‘문학적 각주’의 예시

문학의 특성상 특정 구절을 차용, 인용하더라도 풋노트(각주)와 엔드노트(레퍼런스)를 달기는 어렵다. 더욱

이 차용은 원문이 무엇인지를 가림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게 하는 데 감상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72) 알기 쉬운 위치에 원저자를 명시하게 된다면 차용의 예술성이 상당부분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李箱)

과 같이 각기 다른 자신의 작품들에 상호 텍스트적으로 출처를 밝힌다면 차용의 예술성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표절시비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64) 조사옥, 이상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일본문화연구』, 제7집(2002), 341쪽.

65)   예시로 제임스 조이스와 『율리시스』와 T. S. 엘리엇의 『황무지』 역시 기존 작품들을 차용한 바 있다. E. Kenly Ames, Beyond Rogers v. Koons: A 

Fair Use Standard For Appropriation. 93 COLUM. L. REV.(1993) 1473, 1478쪽.

66) 남형두. 앞의 책, 348쪽.

67) ‘문학적 각주’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 이상의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새롭게 상정한 용어이다.

68)  이는 요코미츠 리이치의 『머리 및 배』의 ‘특별급행열차는 만원인 채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연선의 소역은 돌처럼 묵살되었다.’라는 문장을 차용한 것

이다. 이상, 김종년 엮음. 『이상 전집 1 - 소설』, 가람기획(2004), 319쪽.

69) 이상, 위의 책, 428쪽.

70) 이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난쟁이 어릿광대의 말』에 등장하는 어귀를 차용한 것이다. 이상, 위의 책, 248쪽.

71)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36살이 되던 해 자살했다. 이상, 『종생기』,

<https://ko.wikisource.org/wiki/%EC%A2%85%EC%83%9D%EA%B8%B0>, (2017년 08월 16일).

72)  차용 미술가들은 자신이 차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작품의 기원을 감상자가 발견하도록 의도한다. JEAN LIPMAN & RICHARD MARSHALL, 

ART ABOUT ART, Dutton (197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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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권은 공공도서관이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료로 대출

해줌으로써 독자들의 저작물 구매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저작물 판매 감소를 초래

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출발한 보상제도이다.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수와 

그 이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공공대

출보상권의 도입에 대한 요구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

도서관의 대출서비스가 시장에서 저작물 판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 등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특히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에 있어서 외국의 여러 입법방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국내의 법체계 안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 없

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을 그대로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의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대여권 조항과 같이 국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규정이 자칫 사

문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권이 실효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

추어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이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필

요한 제도인지 살펴보고 그 도입에 있어서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쟁점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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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대출보상권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

1. 공공대출보상권의 개념

공공대출보상권3)이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도서나 음반이 이용되는 만큼 저작자로서는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이는 대여권과 유사하지만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5)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도서관이 구

매한 저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빌려줌으로써, 독자들의 저작물 구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

적으로 시장에서의 출판물 판매 감소를 불러와 저작자의 인세수입이 줄어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보상제도라는 것이다.6)7)

본 제도에 관한 논의는 19세기부터 공공도서관의 등장과 발전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다.8) 이

러한 주장의 요지는 사인(私人)간의 서적의 대여는 권리소진이론 상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경

제적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지만, 폭 넓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저작물의 판매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에 대

한 보상요구는 도서관대출 서비스에 대한 저작자의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1992년 EU 대여권 

지침’9)이 실시된 이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

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공공도서관 무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일정 수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 타협안, 즉 보상시스템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마련되고 있다.10)

이 제도는 1946년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47년 노르웨이, 1954년 스웨덴 등 현재는 총 33개국

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11) 아직까지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유럽연합12) 및 몇몇 선진국에 국

한되지만, 홍콩, 부탄, 케냐, 모잠비크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역시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입법방안 등을 설계 중에 있다.13) 하지만 33개의 국가들은 각 국가마다 산정방식, 보상대상, 지불주체 등에서 

 

  

3)   이에 대하여 첫째, 법률 용어를 포함해 모든 용어는 그 용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둘째, 일반인이 공대권이라는 

용어를 듣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하는데, PLR의 본래적 의미는 ‘도서관의 도서가 대출되었을 때 그 도서의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

급하는 제도’이므로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이흥용 김영석, 앞의 글(2015), 357-359쪽.

4)   ‘공공대출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용어사전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361&p

ageIndex=1&searchLangType=&searchkeyword=공공대출권&pageDisplaySize=10&searchIdx=&searchText=&clscode=01&searchTarget>, 

(2017.08.23.).

5)   前田 章夫, 公共貸出権(Public Lending Right)について(シンポジウム「図書館サービスと著作權」,<特集>第43回硏究大會, 『図書館界』 Vol. 54 

(2002) No. 2, p58.

6) 주요국 도서관법. 영국 공공대출권법 1979. <https://www.nl.go.kr/_custom/nl/_common/jsp/pdf_view.jsp?article_no=1805>, (2017.08.23.).

7) 정현태, 앞의 글(2002), 22쪽.

8) 정현태, 주요국 공대권(PLR) 보상제도 추진동향,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6회(2009), 315쪽.

9)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 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대여권 지침 1조에서는 ‘대여

(Rental)’와 ‘대출(Lending)’을 구분하고 있는데,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대여’라고 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및 상

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고 있다.

10) 정현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호(2002), 2-22쪽.

11) PLR International Website, <https://www.plrinternational.com/established/established.htm>, (2017.08.23.).

12)   유럽연합은 역내 국가 간의 저작권법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권장 지침인 ‘1992년 EU 대여권 지침’의 영향으로, 

시장참여자로서 EU 가입국에게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요구되어 총 23개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현태, 앞의 글(2002), 22-23쪽.

13) PLR International Website. <https://www.plrinternational.com/indevelopment/indevelopment.htm>, (2017.08.23).

I.	서론

권리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찾는 경향이 높은 저작권 분야는 본질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내재한다. 즉, 공익을 위한 권리의 제한이 일반적인 소유물에 비하여 권리자 개

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소유권 제한 법리를 따르는 유체물의 영역과 달리 저작권 등의 경우에

는 그 외에 법률로써 구체적인 권리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이유가 그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출판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는 공공도서관이 도서 출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적을 불특정 다수에 무료로 이용 혹은 대출1)을 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이 해당 서적을 구

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주장의 기본적인 요지이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2)으로 인한 서적의 매출감소 및 저작자의 이익 감소에 대한 해결, 즉 공공도서관의 공

익적 역할과 저작권자 등의 사익의 보장을 절충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공공대출보상권이다. 우리나

라 역시 저작권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20여년 간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논의는 해외의 제도 도입 사례의 소개 정도에 그칠 뿐, 해당 제도가 실제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또한 제도 도입 시 현행 저작권 제도와 어떠한 충돌이 존재할 것인지 등 다양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발전되지 않는 논의의 전개는 우리 출판시장 등의 발전과 저작권

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행 법체계 안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제도 도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흥용 김영석,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호(2015), 356쪽.

2)   공공도서관은 저작권의 사회적 기능이 발현된 분야 중 하나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장혜정,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서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2호(2011),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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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원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있을 도입에 대비하는 정도에 그쳐왔다.24)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25) 그 역시도 국내 도서관 수 및 연간 대출현황 등과 같

은 거시적 통계의 활용에 불과한 한계도 있다.26) 한편 과거 도서관측은 당시 국내 도서관의 수와 연간 대출현

황을 근거로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이 시기상조27)라는 판단을 한 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

가 당시의 5배에 달하는 1,051관에 달하며, 연간 대출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과거의 논의를 

현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도 도입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결과의 비교·분석*

*			대상	논문은	“공공대출권”,	“공대권”,	“공공대출보상권”,	“공대보권”,	“Public	Lending	Right”,	“plr”,	“대출권”,	“공공대

출”을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검색(코리아스칼라,	DBPIA,	교보스콜라,	구글스칼라,	국회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RISS,	KISS)을	통해	검색	후	공공대출보상권의	논의가	부수적인	논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24)    권재열,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법학논총』, 제1호(2013), 110-117쪽.; 정현태, 앞의 글(2002), 2-16쪽.; 이흥용,김영

석, 앞의 글(2015), 8-21쪽.; 정현태, 앞의 글(2009), 137-142쪽.

25) 유인순, 앞의 글(1992), 14-19쪽.; 권재열, 앞의 글(2013), 110-117쪽.

26)   일본의 경우,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논의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과 현실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로는 政策研究大学院大学知
財プログラム, 公立図書館における書籍の貸出が売上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 『MJI11004 中瀬 大樹』, 2012 年 2 月; 私立大學図書館協會, 公
貸権と大学図書館,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VV_oSN1aa1oJ:www.jaspul.org/pre/e-kenkyu/public/old/

pdf/koutai.pdf+&cd=3&hl=ko&ct=clnk&gl=kr>, (2017.08.23.). 등이 있다.

27)   당시 영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2,500관에 달하며 연간 대출량이 6억권에 이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수가 불과 238관이며 연

간 대출량도 12,778,371권이므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구분
유인순

(1992)

이순자

(1995)

정현태

(2002, 2009)

권재열

(2013)

이흥용, 김영석

(2015)

연구	목적 기초자료 외국제도	소개 외국제도	분석 제도도입	당위성 제도운영	방안

외국	현황 소개수준 제도분석 제도분석 소개수준 핵심내용

검토	국가 일부
특정방안	이용	국가	

전부
대부분 찬반	국가	기준 대부분

우리	시장분석 도서관	수 정성적	견해 없음 법경제학적	접근 없음

정합성	검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도입	여부	견해 시기상조 시기상조 유보 반대 유보

우회	방안 없음
도서관	측	제시	방안	

인용
없음 없음 없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각 자국의 전통적 인습과 행정적 관례에 따라 제도 자체를 매우 다양한 형태

로 변형하고, 국가적 전통과 공공대출보상권을 실시하는 동기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14) 

2.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대출보상권 논의 및 한계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 10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저작권법개정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5) 당시 논의는 도서관측에서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당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한 바 있다.16) 2002년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 논의에서 다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으나,17) 과거의 논의

와 동일하게 도서관측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도입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반대로 이 무렵 출판계 측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이를 향유하는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판계가 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18)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최근 송인서적의 부도19)는 출판계의 시장적 어려움이 부각되는 효과를 초래하였고, 

산업적 어려움을 타개할 대안 중 하나로 공공대출보상권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

부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7-’21)’20)(이하 출판진흥계획) 및 이로 인한 출판정보위원회21),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의 2017년도 시행계획22)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확대가 예고됨으로 인하여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의는 그 지속성에

도 불구하고, 그 논의들은 동 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각국의 운영 현황 등을 단순히 소개하거나,23) 제도 

 

 

14) 정현태, 앞의 글(2002), 26쪽. 

15) 한국저작권위원회, 토론 및 질의·응답 요약, 『계간저작권』, 겨울호(1989), 4-35쪽.

16)   이순자,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계간저작권』, 겨울호(1995), 19-34쪽.; 유인순,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정보학연구』, 23권(1992), 

119-142쪽.

17)   박익순, 『출판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2015), 33-35쪽.;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

서(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2), 315-317쪽.

18)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제4회 출판단체 연합세미나”, <http://blog.naver.com/parkisu007/220543174604>, (2017.08.23..).; 최현미, “시

급한 ‘도서 공공대출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1101033012047001>, (2017.08.23.).; 이대희, “퇴근 후

에 공공도서관 들르는 대통령이 된다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307&ref=nav_search>, (2017. 08.27.).;  

구자윤, “도서관 책 대출 때 저작권료 지불 둘러싸고 ‘갑론을박’”,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103050066>, (2017.08.23.).

19)   국내 대형 서적 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2017.01.03.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이와 거래하던 2000여 개의 중소 출판사들이 어음을 돌려받지 못 

하여 출판계의 피해액이 최대 370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신윤, “‘송인 부도’는 출판업계 위기...대책 고심’”, <http://www.ytn.co.kr/_

ln/0106_201701050217064089>, (2017.08.25.).

20)   본 계획은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출판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①지속성장 기반 마련 ②출판유통선진화 ③출판 콘텐

츠 투자 활성화 ④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라는 4대 전략과 16개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21)   공공대출보상권의 구체적 검토를 위해 출판계, 서점계, 유통업계, 도서관계, 학계, 독서 전문가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범출판

계의 인사로 구성된 단체.

22)   공공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제공, 유(U)-도서관의 신축, 도서관 기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 장

서 확충을 통해 공공도서관 총 장서 수 1억 600만 권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2.1권의 현실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3)   Cullis, “J.G. & West”, P.A. “The Economics of Public Lending Right,:”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4, No.174(1997)에

서 공공도서관의 대출이 저자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수와 

도서 대출량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를 판단함에는 공공도서관의 수와 도서 대출량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유인순, 앞의 글

(1992),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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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5,730으로 천 만권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확충에 따라 이용의 활성화가 이

루어졌고, 그에 따라 도서의 대출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31) 또한 출판산업의 수익 감소에 대한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독서량의 경우, 2012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조사결과에서 독서량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였다는 의견은 2012년은 71.8%, 2014년은 77.7.%로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2) 이에 최

근의 출판시장의 부진이 국민의 독서 감소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증가와 그 이용의 확대는 출판 시장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실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영향의 수준이 매우 현저할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수준을 도

출하는데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생각건대 아직은 도서 이용의 질적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양측의 시장이 완전히 겹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현저한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

에도 현재의 출판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며, 2차적 피해

까지도 생각해본다면 일련의 제도적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3)

2. 권리 관점에서의 분석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목적으로 고려할 때, 저

작권법을 통한 법제도의 도입은 그로 인하여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저작물 생산을 독려함과 동시에 많은 공

중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요구한다.34) 즉,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은 언뜻 보면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는 권

리인 것 같지만, 문화의 증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은 선상에 있으며 

각각의 이익은 상대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35)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이용행위와 서적의 구매 행위 사이에는 반대 방향의 이익이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반대방향성을 갖는 두 대상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책추진의 

결과가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총 후생의 증가로 이끌어지기 위해

서는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36) 즉, 양 극단으로 존재하는 정책 대상을 중간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31)   이와 같은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도서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

getPublicLibPop.do?>, (2017.08.23). 

32)   <네이버지식백과>, “2015 한국출판연감”에 관한 정보 제공, ‘2014년 디지털 환경과 독서실태 현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

8756&categoryId=58131&cid=55608>, (2017.08.23.).   

33)   무형의 지적재산권은 공유하더라도 그 가치가 전혀 상실되지 않고, 대여자가 다시 자신이 소유한 무형의 재산권을 대여함으로서 원 소유자에게 전

혀 그 과실이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위의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해당 도서를 필요로 하는 지인에게 다시 빌려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도서관의 대출로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대출한 사람의 배포로 인한 2차적인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지원,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7권2호 (2016), 2쪽. 

34) 이흥용, 김영석, 앞의 글(2015), 360쪽.

35)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경우 이는 저작자들의 창작의욕의 저하로 이어지고 창작물

의 생산성이 하락해 결국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감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36)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언론 사회 문화』 제6호 (1997년 12월), 119-120쪽. 저작권 강화의 

역기능을 접근권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III.	제도	도입에	관한	방향성	분석

1. 시장 관점에서의 분석

공공대출보상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그 논지가 출발하였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적 구매수요가 감소하여 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실제적으로 존재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은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총 출판업

계의 수익은 2,124,458,1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의 경우 2,030,293,500(만)원으로 그 수익 감소가 

명확히 들어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출판업계의 매출액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출판업 

외의 문화산업 발전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17년 1분기의 매출액은 2016년의 1분기 

매출액보다도 감소하여 앞으로 출판업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도서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서 서적을 대출하

여 읽은 이후 해당 서적을 다시 서점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구매의사 없음은 180명, 구매의사 있

음은 20명)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원하는 서적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점에서 구매를 

통한다고 답(서점 구매 160명, 기타 40명)하였다는 점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서적의 구매와는 반

대의 방향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단순히 보기 어려운 것은 다른 항목의 조사 

결과가 주는 한계 때문이다. 우선 대다수의 응답자(161명)가 1개월 간 읽는 서적의 수가 5권 미만으로 매우 적

은 수준이며, 응답자의 약 70%(137명)가 1개월에 약 1~2회의 도서관 이용에 그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서적의 확보 경로가 오히려 도서관보다 서점이 가장 주요한 경로로 나타남(서점 95명, 도서관 77명 등)에 따

라 공공도서관의 서적 이용과 서점에서의 서적 구매에 대한 질적 이용이 상이하여 단순히 양자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수와 도서 대출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2011년도, 786개에서 2015년도에는 978개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100개

의 공공도서관이 확충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29) 1관당 인구수 역시 꾸준히 감소를 하여 2017년에는 49,205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30) 이어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는 2012년 285,408,288명이었던 것에 비

해 2014년 290,607,330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총 대출권수 역시 2012년 125,539,704권에서 2014년 

 

 

28)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산업통계”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출판업계의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95쪽.

30)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서관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서관의 위치가 60.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며 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수를 늘리

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도서관의 수, 즉 접근성은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장인호·차주환, 공공도서

관에 대한 천안 시민의 인식 조사 연구,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8권2호 (2017), 321-322쪽;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요약본”(2017), 14쪽. 

최
우

수
상

공
공

대
출

보
상

권
 도

입
의

 타
당

성
 및

 법
적

 쟁
점

에
 관

한
 연

구

제
12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28 29



4. 검토

일부 국가들에 의한 제도로 이용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해외 각국 역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판 시장이 갖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일정한 정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과거에 비하여 관련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은 그러한 필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은 제도적 대응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대체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장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좀 더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

을 남겨놓는다. 따라서 반대방향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과 출판 시장이라는 사익

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수익 보전에 관한 제도, 즉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은 필요하며, 그 구체

적인 수준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점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대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1.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 문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권리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

요한 작업이다. 또한 권리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대

출보상권 제도 도입 목적과 내용에 부합한 권리자를 설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역시 검토

해야한다. 

기술용어사전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을 대출로 인해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권리주체44)를 단순히 저작자에 한

정하는 것은 자칫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갖는다.45) 저작자는 배포권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적절

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도서관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대출’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

생시켜 대가의 회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의 목적임을 고려해본다면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는 일차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가 있는 자46)

로 봐야할 것이다. 즉, 제도의 목적에 타당한 권리주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포권을 가진 자를 

보상금 청구권자로 설정하고, 그 이후의 실질적인 보상금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상의 다양한 계약의 

방식, 이익 귀속 주체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4)   공공대출보상권 권리주체가 곧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보상금 수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은 제도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손

해를 입은 사람에게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45)   邱 炯友, 公共出借權計畫之本質與價值,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Tamkang Universit, 『原刊於: 教育資料與圖書館學』38 
卷3 期民90 年3 月, p2.

46)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 외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제46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제46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제57

조), 출판권의 설정(제63조)이 있다. 이에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출판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출판 시장의 현황과 공공서비스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 마련을 통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문제의 경우 앞선 검토를 통하여 볼 때 현재 저작권법 제도가 과거 이용 실태와 산업 실태를 기초로 균형을 잡 

은 것인데, 이는 지금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제

한이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는 경우를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이용확대는 장래적으

로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도

서관 서비스를 통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출판 시장에 미치는 손실을 보전해줄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국제관계 관점에서의 분석

현재 유럽 및 몇몇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는 각각 자국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37) 그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의 경우 아직

까지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1973년부터 꾸준히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으며, 관련 입법안이 상원 의사운영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에 회부되

는 등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내의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로 도입은 되지 않고 있다.38)39)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출판 불황이 부각되면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40) 2002년 6월 일본 문예가 협회는 「공공대여권의 실현과 국가에 의한 기금 설립에 관한 요

망서」(「公共貸与権の実現と，国家による基金の設立」に関する「要望書」)를 제출하였고 이에 저작권 분과

회(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에서는 관련 법개정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저작권 개정에 관한 행정적 움직임과 

병행하여 작가, 출판사 측과 도서관 측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였고 관련 실태조사까지 실시하였다.41) 이처럼 일

본은 도서관에서의 대출로 인한 저작권 보상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고, 저작자 관련 단체에서의 적극적

인 도입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42)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타 국가들에서

는 공공대출보상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논의의 결과가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으로 이

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작권 강화라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다면 도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및 보호수준 고양은 미국 등 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른 

것이 다수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수동적으로 요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3) 허나,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의 발달로 저작권의 수출이 증가하고 또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역시 과거 외부의 압박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즉,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국과의 협정을 통해 저작권법을 

수동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춘 다음 다른 국가로의 저작권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기준의 보호 수준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37)   앞의 ‘PLR International Website’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PLR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lrinternational.com/indevelopment/

indevelopment.htm>, (2017.08.23.).

38) 권재열, 앞의 글(2013), 102-103쪽.

39) PLR International Website에 따르면 미국 역시 도입 개발 중인 국가에 해당한다.

40) 村上泰子. 研究文献レビュー：図書館と著作権問題  No.280 2004.06.20. <http://current.ndl.go.jp/ca1528>, (2017.08.23).

41) 動向レビュー：公共貸与権をめぐる国際動向 No.286 2005.12.20. <http://current.ndl.go.jp/ca1579>, (2017.08.23) 

42) 정현태. 앞의 글(2002), 27-28쪽. 

43)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57권3호 (2016), 174-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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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보상금을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자칫 계약 상의 우월한 지위에 위치

한 자를 보호해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와 보상금을 받는 자가 달라질 가능

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이용허락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발행하는 경우55) 모든 경제

적 이익을 자신의 앞으로 하는 만큼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역시 저작권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는 특히 이용권자에게 공공대출보상금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허나 모든 당사자의 계약에 있어 법

률을 통해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표준계약서를 

권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56) 

   

2. 공공대출보상권 권리객체 문제

위에서(Ⅲ-1) 검토하였듯이,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 주체는 저작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자, 특별한 계

약 내용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설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리객체 역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12. 2.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

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발행권 

제도가 새롭게 도입57)58)되어 도서관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공공대출보상권이 적용된다.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자료는 일반적으로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59), 비도서자료에는 어문

저작물 외의 악보, 음반, 사진, 미술품, 영상자료 등이 포함된다. 공공대출보상권 주체를 위와 같이 설정하게 

된다면,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모든 자료에 대해 공공대출보상권의 적용 가능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

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보 접근 방식의 등장과 새로운 저작물 형태가 나타난 반면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은 아직 그러한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고, 도서관 역시 아직까지 비도서자료의 경우 그 소장자

료 수가 적고 관련 이용규정 역시 통일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서자료에 대한 대출서비스가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있

고, 시청각자료의 경우 일반 장서와 달리 145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

고60),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명 중 182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 

 

 

55)   출판계약에 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절’의 경우(판례는 관행적 계약 형태인 ‘매절’을 이용허락계약의 하나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출판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출판을 하며, 이때 자기의 계산이란 출판에 있어 경제적 손실 또는 이익을 모든 자신의 앞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성호,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협회, 『법조』 57권1호 (2008), 259-260쪽. 

56)   저작물마다 각각 설정되어 있는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전자책의 경우 그 계약을 통해 저작자 또는 배타적 발행

권자가 충분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공대출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 주체가 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수인할 의사를 가지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의 목적을 벗어난 수준의 권리보호일 것이다. 공공대출보상권 역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을 근

본적인 목표로 갖는데, 권리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저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57)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

che:jBk3ih4SQQ0J: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download.do%3Fbrdctsno%3D8071%26brd

ctsfileno%3D4309+&cd=1&hl=ko&ct=clnk&gl=kr,>, (2017.08.23.).; 김혜선, 이규호, 음악 산업에 있어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

회,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2015), 93-94쪽.

58)   모든 저작물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음원  영상저작물 등 공연이 중요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김혜선, 

이규호, 앞의 글(2015), 89-125쪽; 노현숙·구천을, 앞의 글(2016), 249-271쪽.

59) 일반적인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구분 방식이다.

6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6년 통계 결과표.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publicLib/unitStats/getUnitStatsPop.do?gubun=STEP000

0000001&libGubun=LIBTYPE002>, (2017.08.23.).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자면 원저작자가 공공대출보상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47), 저작자가 배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을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였다면, 공공대출보상권은 원

저작자가 아닌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배포권 

또는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였다면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 주체는 양수인이 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배타적 발

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기간 동안 공공대출보상권 역시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

다.48) 

다만,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설정계약과 이용허락계약과의 차이이다. 배타적 발

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49)의 경우 발행권자와 출판권자는 준물권적 권리를 가져 원저작권자는 그 권리와 

중복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50) 설정을 받은 자가 공공대출보상

권의 권리주체가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용허락계약51)(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

을 허락받은 자의 경우,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유보된다.52) 또한, 이용권자는 채권적 권리만을 가져 계약 당

사자인 저작자에게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저작권자가 최초의 이용권자 외의 자에게도 이용허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권자를 제외하고 이용허

락을 받은 자만을 공공대출보상권 권리주체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계약을 통해 독점적인 이용

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는 판례의 태도53)에 비추어보아,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는 이용권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보상금 청구권자)는 저작권자이지만 출판권 설정계

약,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통해 출판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이용자

들의 계약 방식은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즉,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대출보상

권의 보상금 역시 출판권자·배타적발행권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정해야 한

다. 이는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차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용허락계약 시 이용권자에게 보상금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이때에도 보상금의 경우 중

복하여 여러 이용권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54)

47) 원저작권자의 권리의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공공대출보상권 역시 원저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48)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모두 준물권으로서 배타적 대세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시가 필요하고 이에 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등록을 제 3자

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를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9)   ‘설정’이라는 표현은 보통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용익물권을 창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 내지 

계약은 단순히 이용허락권을 발생케 하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배타적발행권이라는 준물권을 물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은 준물권적계약을 의미한다. 김경숙,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1호 (2013), 252-254쪽.

50) 김경숙, 앞의 글(2013), 255쪽;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2015), 799쪽.

51)   ‘이용허락계약’이란 출판허락계약, 독점적/비독점적, 배타적/비배타적 허락계약 (배타적 이용허락은 독점적 이용허락과 구별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 노현숙·구천을,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48권 (2016), 248쪽.; 계승균. 저작

물 이용허락 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 권리』 제67호(2012), 178쪽.) 모두를 포함한 모든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통칭하여 사

용하였다.

52) 노현숙·구천을, 앞의 글(2016), 246쪽.

5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54)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러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할 수 있지만, 보상금의 경우 여러 이용자에게 중복하여 귀속하게 되면 

보상금 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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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초판매원칙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일수록 공공대출보상권과는 상극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68)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판매원칙을 조문화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장

애로 작용하고 있다.69)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는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최

초판매원칙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여양태70)와 상이한 점이 있다.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에서의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이 최초판매원칙의 목적과 이

론적 근거에 정합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공대출보상권의 

성격이 대여권과는 구별되는, 저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창작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사업으로서의 보상이라는 점 역시 간과하였다.71)

(2) 대여 양태 변화에 따른 해석론적 검토

우리 저작권법은 제20조72)에서 ‘배포권’을 인정하여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의 이용에 적절히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73) 하고 있는 동시에, 공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

다.74)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은 배포권에 대한 제한의 하나로 제20조 단서에서 최초판매된 저작물

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배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된 유형물의 경우에도 배포권을 넘어

서 다른 저작재산권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진원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75) 이를 제외한 권리들은 여전

히 남아있게 된다. 즉, 최초판매원칙은 해당 저작물이 판매 등이 되면 저작자의 저작권 중 배포권만을 공익상

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시키는데 지나지 않으며, 저작자의 저작권 자체가 소진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는 최초판매원칙에 의해 배포권이 소진된 이후라도 저작물을 통해 그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

지 못할 상황에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 자체의 목적으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게 된다.

최초판매원칙은 애초에 저작자의 독점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76) 즉,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人) 대 인(人) 사이의 재판매나 대여에 있어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유통을 인정하더라도 저작자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나 도서관에 의한 무료대출은 그 성질상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의한 바(Ⅱ-2)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서비스는 얼마간 저작권 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최초판매

원칙을 공공도서관에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은 본 원칙의 해석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68)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경우 최초판매원칙과의 충돌문제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69) 권재열, 앞의 논문(2013), 108-110쪽.; LeComte, op. cit., p.412.

70)   최초판매원칙은 사인 간에 일회적 이루어지는 대여에서 거래의 안전과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공익

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71) 권재열, 앞의 논문(2013), 110쪽.

72)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

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김인철, 최초판매의 원칙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제1호(2014), 103-104쪽.

74)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5) 계승균,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창작과 권리』, 겨울호(2003), 76쪽.

76)   Bobbs-merill Case에서 최초판매원칙의 이론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최초판매원칙은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여 거래의 효율과 안정을 높이

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9제에 최초판매이론을 입법화하였다.

하는 저작물이 ‘서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61), 아직까지 시청각자료가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

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전자책 역시 그 특징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 불법 복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과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서

관마다 전자책의 보유기간, 정보량, 대출횟수, 열람 범위 등의 차이가 크고62) 그에 따라 도서관 간의 상호 연

계가 불가능하고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63)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아직 도서 외의 자료의 경우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이 많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도서 외의 자료에 대해 공

공대출보상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64) 하지만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공공

대출보상권이 적용되어야 제도의 내용에 부합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내부

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정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면, 공공대출보상권의 객체의 범위

를 도서관 내 모든 자료로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책의 경우 문제해결의 방법 중 하나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주장되고 있는 만큼65),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는 도입 후에도 도서관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3. 최초판매원칙과의 충돌 문제

(1) 최초판매원칙으로 인한 공공대출보상권제한

최초판매원칙66)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한번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그 유통과정

에서 저작권자의 승인이나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해 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는 원칙이다.67) 이러한 최초판매원칙의 법리는 저작자의 정당한 대가 회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초기 저작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적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게 구매한 후에는 해당 저작

물을 자유로이 재판매하거나 대여, 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일정한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중점이 

있었다. 사인간의 서적대여가 면책되는 이유도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공공도서관이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대출서비스도 최초판매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이 포

함되어 있는 유체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출판업체에게 서적 등을 구매하여 대출에 제공하는 행

위에도 일반 사인간의 서적대여와 마찬가지로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1) 위의 설문조사.

62)  2016년 기준 301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권의 전자책도 소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6년 통계 결과표. 국가도

서관통계시스템, 2016년 통계 결과표.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publicLib/unitStats/getUnitStatsPop.do?gubun=STEP000000000

1&libGubun=LIBTYPE002>, (2017.08.23.).

63)  자세한 내용은 구모니카, “전자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3i28BjuG2xkJ:cfi

le23.uf.tistory.com/attach/137BCC3D4D86926B144573+&cd=1&hl=ko&ct=clnk&gl=kr>, (2017.08.23.)., 6-11쪽.

64) 도서자료라 하더라도 권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고아 저작물이나 국가에 의해 제작된 공공저작물은 제외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65)  영국의 경우 공공대출보상권의 범위를 전자책으로 확장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IFLA와 EU 사법재판소 역시 공공대출보상권의 범

위를 전자 도서까지 확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논의가 있었다(김찬동 2014). 백지원,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3호, 2014.8, 128-129쪽.

66) 이는 권리소진이론(exhaustion of rights)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67)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조은글터(200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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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도서대여점과의 균형 문제

공공대출보상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에 의한 서적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

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도서대여점의 운영 역시 당연히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민간도서대여점이란 구매한 도서 및 영상저작물을 공공도서관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시장 규모는 서적 중 출판만화시장의 경우, 대여시장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여에 의한 이용방법이 전체 이용방법 중 88.7%를 차지82)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 출판시장에 실제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민간도서대여점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

작권자 및 출판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대여권의 확장이라는 방법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83) 

그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의 도입 시 동 제도의 범위에 민간도서대여점을 포섭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건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민간도서대여점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이 공익적 목적으

로 인한 저작권자 등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도서대여점에 공익적 

목적에 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제도 대응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라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기존 대여권의 확장을 통한 법제도 개편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공공대출보상권에 관한 논의는 그 도입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적어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내 도서관의 수가 많지 않은 것과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가 서점 등의 

판매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실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서비스가 저작물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공공도서관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수립·시

행되고 있는바,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로 인한 저작자들의 수익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저작자들이 자신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는 곧 창작의욕

의 감퇴를 야기할 것이고 저작권법의 목적과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저작자들의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을 비롯하여 그 

주변국에서 논의 및 시행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국내 저작권법 체계와 해외 법체

계가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82) 최성모,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3), 23-24쪽.

83)   정철, 『한국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대여권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2003), 5-7쪽.; 이오성, 한국 만화의 미래는 

어디에서도 ‘대여’해주지 않는다, 『월간말』, 7월호(2003), 176-181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판매원칙은 보상론과 거래보장론을 통해 정당화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77) 

그 중 보상론은 최초판매원칙의 근거를 배포권의 본래적 의미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통

해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배포권의 소진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즉, 배포권은 저작자에

게 그의 저작물을 통해 창작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정당

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배포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보상(Just Reward)78)이라는 경제이론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것인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복제물의 최초처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그

리고 그 이후의 처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가를 미래에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79)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는 저작자들이 이후의 처분에서 정당한 대

가를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보상론에 따르면, 이는 저작자들이 최초의 처분에서 적절한 경제적 보상

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여 배포권의 완전소진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그 부족분만큼의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거래보장론은 동산의 양도제한 금지라는 영국보통법상의 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80) 저작권과의 연

계성을 별개로 하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의 필요성을 배포권 소진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 견해에서는 저작

권자의 허락을 얻어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하는 것은 배포권의 의미와는 무관81)하게 ‘자유로

운 상품의 유통’ 또는 ‘소비자 이익’이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있으며 양도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마음

대로 이러한 이익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공공대출보상권은 대여권과 달리 공공도

서관에서의 대출행위를 허락하거나 제한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대출서비스나 최초판매원칙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거래의 안전 등의 공익

을 훼손할 위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존 최초판매원칙의 법리를 공공대출보상권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초판매원칙의 목적은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익과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공익의 보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대출보상권은 기존과 다른 양태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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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저작물의 유통을 저해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익과 공익을 절충적으로 보완하여 오히려 최초판매원

칙과 상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7)   신다혜, 지식재산권법에 있어 권리소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9-11쪽.; 김인철, 앞의 글(2014), 106쪽.; 김인철, 

권리소진에 관한 최근 미국 법원들의 판결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제2호(2013), 6-8쪽. 계승균, 앞의 글(2003), 83-85쪽.

78)   제한된 기간동안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독점권을 줌으로써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Nannette Diacovo, 

“Going Once, Going Twice, Sold: The First Sale Doctrine Defense in Right of Publicity Actions”, 12 Miami Ent. & Sports L. Rev. (1994), p. 57, 67.

79)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정보법학』, 제3호(2010), 112-113쪽. 

80)   Zachariah Chafee Jr., “Equitable Servitudes On Chattels”, Harv. L. Rev., 41 (1928), p. 946-982.; Joseph William Singer, Property Law: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561, 3d ed.(1997), p 672.; Peter F. Nolan, “All Rights Not Reserved After The First Sale Doctrine”, 23 Bulletin, Copyright 

Society 76(1975), p. 882.

81)   유체물인 복제물은 동산의 특성을 가지므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유통이 이루어진 후에는 동산의 유통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유통된 저작물에 대한 통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작물 자체의 처분에 대한 통제라고 본다. Nimmer on Copyright § 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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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먼저, 유럽 연합 역내국보다 최초판매원칙이 비교적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서는 이 원칙과 공공대출보상권이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대출보상권은 한 번 판매가 이루어

진 저작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그 판매수익이 감소함을 이유로 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배포권을 소

진한 저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와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물론 공공대출보상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보상금 산정 방식이나 재원의 출처에 관한 것과 같이 큰 차이점 없이 대출 횟수를 집계하여 일

정 회 이상 대출 시 건 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공공도서관 무료의 원칙을 견지하여 보상금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84) 영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여권을 도입할 당시 그 

객체를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지만 국내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공공대출보상권의 권리주체와 객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직접 당

사자가 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물권적 혹은 채권적 권리로서 체결되는 이용

계약을 구분하여야 하고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객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나름의 방안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대출보상권의 실질적 도입을 설계

하는 작업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분야는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와 판매수익 간

의 관계 및 저작권의 공익적 성격과 배타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특성으로 지

금까지 국내실정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공공대출보상권의 필요성과 함께 도입 시

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제도의 입법 방안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향후에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과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입법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4) 이와 같이 공공대출보상권 자체로부터 설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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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이 등장한지 약 60여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2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500~1000만

장 이상 판매된 빅히트 게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타

크래프트’. 벨브 코퍼레이션의 ‘하프라이프 시리즈’와 ‘카운트 스트라이크 시리즈’, 베데스다 게임즈의 

‘엘 더 스크롤 시리즈’,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빅히트한 게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MOD(모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MOD란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게임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써 게임 

디자이너가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전부 혹은 몇몇의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MOD는 짧은 게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써 그 동안 게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게임 개발사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MOD는 저작물을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콘텐츠

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MOD 개발을 금지한다는 것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놓치는 것과 같다고 보

여 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모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를 현 저작권법제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드 개발자들의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마련하여 게임 산업 및 문화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I.	서론

컴퓨터 게임이 등장한지 약 60여년이 흘렀다.1) 그런데 최근 2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500~1000만장 이상 

판매된 빅히트 게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타크래프트’. 벨브 코

퍼레이션의 ‘하프라이프 시리즈’와 ‘카운트 스트라이크 시리즈’, 베데스다 게임즈의 ‘엘 더 스크롤 시리즈’, 블

루홀의 ‘배틀그라운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빅히트한 게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MOD(모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MOD란2)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게임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써 게임 디자이

너가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전부 혹은 몇몇의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MOD는 짧은 게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써 그 동안 게임의 수명을 늘

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게임 개발사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더하여 모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보통 원본게임을 구매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의 추가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이에 따라 몇몇 게임 개발사들의 경우엔 손쉽게 모드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일명 ‘SDK’)까지 무료로 배포하여 모드의 개발을 장려하는 경우

까지 나타났다.3)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MOD는 저작물을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4)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MOD 개

발을 금지한다는 것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놓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모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현 저

작권법제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드 개발자들의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마련하여 게임 

산업 및 문화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최초의 컴퓨터 게임은 1958년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유명 물리학자인 히깅 보덤(Willy Higgingbotham)이 개발한 <테니스 포 투

(Tennis for Two)>로 알려져 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의 게임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들은 MIT의 대학생 스티브 러셀(Steve Russell)과 그 동료들이 1961년도에 개발한 <스페이스 워(Space War)>를 최초의 컴퓨터 게임으로 꼽는다. ; 

김겸섭, 『모두를 위한 놀이 디지털게임의 재발견』, 들녘, 2012, 153-154쪽. 

2) 모드는 모드게임, 게임모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3) 대표적으로 벨프 코퍼레이션의 Source Software Development Kit, 베데스다 게임스의 Skyrim Creation Kit가 유명하다.

4)   최근 유명 게임인 ‘GTA 5‘의 배급사인 테이크투가 유명 모드 제작 툴 개발사인 ‘OPENIV’에 대해서 ‘권리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테이크투

는 경고장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을 무력화하고 테이크투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모드 제작 툴 개발 및 배포

중단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 심정선, “‘스카이림’이어 ‘GTA5’ 모드 금지…모드 유료화 확산되나”, <http://game.dailyesports.com/view.

php?ud=2017061518125466252>, (2017.07.30). 4342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게임의 요소를 완전히 변경하는 유형’은 사실상 MOD라고 보기 어렵고 아예 새로운 

게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패치(patch)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부분적 변경의 3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4)15)

1) 소스코드 변경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소스코드라고 한다. 소스코드란 시스템 소

프트웨어(OS)나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 그 동작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써, 보통 인간이 읽고 쓸 수 있는 텍스트파일의 형식으로 작성된다.16) 

다만, 소스코드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식이기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 변경하여

야만 컴퓨터가 이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를 컴파일(Compile)17) 하여 목적코드(Object 

code) 형식으로 변환해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MOD 개발은 게임간의 호환성 확보 혹은 소스코드 변경을 위해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는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얻어진 목적코드를 역분석하고, 이후 역분석으로 파악한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의 여

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리소스 파일 변경

게임이 구동되는데 있어 소스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리소스(Resource)인데, 리소스란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 아이템 등의 이미지, 배경음 같은 사운

드 파일들을 의미한다.18) 

리소스는 양이 많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배포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체 포맷을 만드는 등 특

정 포맷으로 패키징(packaging)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9) 다만, 패키징은 이후 살펴볼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언패키징(unpackaging) 하여 리소스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14)   패치(patch)란? 일반적으로 게임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설치 없이, 일부 파일이나 소스코드(Source code)를 변경하여 프

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게임용어사전, “패치(patch)”,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586&cid=42914&categoryId=42916>, (2017.08.03).

15)   “1999년 Schleiner 연구에 따르면 패치의 범위는 “원작 게임의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부터 원작 게임의 그래픽, 사운드, 게임 플레이, 게임 

물리, 게임 코드, 게임의 구조를 조직화하거나 개인화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AS Schleniner (1999) writes, “[a] patch can 

range from a simple repair of an error in the original game to elaborate manipulation and customization of graphics, sound, game play, physics, 

code, architecture or other attributes of the original computer game.” ; Olli Sotamaa, “COMPUTER GAME MODDING, INTERMEDIALITY AND 

PARTICIPATORY CULTURE”, New. M. J. 5, 2003. p.6.

16)   네이버 지식백과, “원시코드(Source cod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904&cid=40942&categoryId=32837>, (2017.08.24).

17)   고급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컴퓨터 등의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한다. ; 네이버 정보통신용어사전, “컴파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6623&cid=42347&categoryId=42347>,   

(2018.08.21).  

18)   리소스 파일 변경을 통한 MOD 개발은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미지·사운드 파일 하나면 변경하면 될 정도로 손쉽기 

때문이다.

19)   패키징이란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모으는 일을 말한다. ; 네이버 IT용어대사전, “컴파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31900&

cid=50376&categoryId=50376>, (2018.08.21).

II.	MOD의	의의	및	저작권	쟁점

 

1. MOD의 의의

(1) 의의

Game Modification(이하 ‘MOD’라고 한다)이란 일반사용자 및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완성되어 출시된 컴퓨

터 게임(original version) 등을 다른 방식(different version)으로 즐기기 위해서 원본 게임의 내부 소스코드 

등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나타낸다.5) 

이것을 ‘MOD’라고 하며 우리나라 말로 풀어 설명하면 ‘유저 제작 콘텐츠’ 혹은 ‘유저 제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모드들은 일반대중(the general public) 혹은 개발자들에 의해 시각적 요소·게임규칙·소프트웨어 

기술의 변형 등을 통해 원본 게임과는 완벽하게 다른 게임으로 탄생할 수 있다.7) 다만, MOD가 구동되기 위해

서는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존 게임의 구동코드 및 기타 필수요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게

임에 종속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8)9)

이러한 MOD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게임 구매자가 한 번 구매하여 플레이한 게임을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여 게임의 수명을 늘려 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플레이 시간

은 30~60시간 정도이며, 게임의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수명으로는 6개월 이내이다. 그러나 모드가 

존재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보통의 게임보다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10)

둘째, 게임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원본 게임에 대한 판매를 촉진시킨

다.11)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에게 낮은 장벽으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2)

(2) 모드의 유형

게임모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소스코드 변경에서부터 게임스토리·랜더링·이미지·사운드 변경 등 그 종류

가 매우 다양하다.13) 그러나 이러한 게임모드의 방법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의 요소를 완전히 변경하는 유형 또는 소스코드 및 리소스 파일을 일부 변경하는 유형 등

이 존재한다. 

5) 윤혜영, 『디지털 게임의 모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2쪽.

6) 이러한 MOD를 만드는 사람을 ‘Modder’, 모드를 만드는 행위를 ‘Modding’이라고 한다.

7) 유보미 “개방형 혁신과 모드 게임의 발전 - PC 게임 모드와 콘솔 하드웨어 모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쪽.

8)   “But modded games are not stand-alone system, as they require the user to have an originally acquired or authorized copy of the unmodded 

game” ; Walt Scacchi, “Computer game mods, modders, modding, and the mod scene”, First Monday Vol 15, Num 5-3. 2010, p.1. 

9) 이러한 특징은 차후 저작권침해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0)   “Half-Life : Generation was exceptional insofar as it sold as a ‘full-price’ product, despite being more than five years old. Compared to 

a game`s average shelf-life of around six months” ; Julian Kucklich, “Precarious Playbour : Modders and the digital Games Industry”, 

Fibreculture Journal Issue 5, 2005, p.2.

11) “mods add to the shelf-life of the original product” ; Julian Kucklich, supra note 10, p.2.

12)   최근 대표적인 예로 국내 게임개발사인 블루홀의 최신작 ‘배틀그라운드’는 모드 제작자인 브랜드 그린(일명 ‘Playerunknown’)과 블루홀이 합작하여 

개발한 게임으로써 최근 전 세계 6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빅히트한 게임이다.

13)    ① 게임 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형과 능력, 인공지능(AI) 등과 ②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무기, 물약(potions), 주문(spells) 그리고 그 외에 요소들 

그리고 ③ 게임 맵(map)과 지형(terrains), 그리고 풍경(landscapes) 등 이에 더하여 ④ 게임의 규칙 등이 있다. ; Walt Scacchi, supra note 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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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 관련 저작권 쟁점

앞서 언급한 MOD의 제작과정을 따르다보면 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문제, ②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문

제, ③ 저작물 개변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문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식적으로 제공된 SDK를 이용하여 MOD를 개

발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인 SDK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MOD를 개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 해당하

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권리통제적 기술

적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일반적으로 MOD 개발을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이후 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에 대한 역분

석이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으로 얻어진 소스코드나 리소스파일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

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와 종류

(1)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22)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

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

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를 말하고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

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목)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타내면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다. 

22)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908쪽.

3) 애드온(Add-on)

애드온(Add-on)이란 게임을 할 때 생기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의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사용

자 조작과 관련한 환경(User Interface)을 변환시키는 보조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이

러한 애드온은 게임의 메인스토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게임 조작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된다.20)

애드온은 게임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러나 게임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게임 내 소스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침해 문제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 규정이나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한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3) MOD의 제작과정

MOD의 제작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원본게임의 구매 혹은 다운로드이다. 일반적으로 MOD는 원본게임을 구매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게임은 개발사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버전 업(version up)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MOD 개발 및 실행을 할 때에 서로 버전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

로 불법다운로드가 아닌 원본게임을 직접 구매한다. 이러한 이유로 MOD를 즐기는 이용자 또한 원본 게임을 

구매해야 한다.

둘째, 게임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야 한다. MOD 개발을 위한 SDK를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개발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그렇기에 보통 게임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기술적 보호조

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접근한다.

셋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이후 리소스 파일 등을 제외한 소스코드 등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프

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MOD의 개발과 원본게임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위 과정으로 얻어진 리소스 파일 혹은 소스코드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 버그(bug)를 찾아내 수정

함으로써 하나의 MOD가 완성된다.21)

20)   이러한 애드온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블리자드(Blizzard)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일명 ‘WOW’))에 

사용되는 DevilUI-X·BLUE UI 애드온 등이 있다.
21) 정식으로 제공된 SDK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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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8)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는 제한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저작권법과는 달리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근통제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 보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보호가 가능하

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9)

더하여 ‘접근권’을 권리자에게 인정하여 공정한 이용이 저해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8가지의 예외

조항을 열거하면서 면책을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암호연구, 미성년 보호, 온라인상의 개인

식별정보 수집 방지, 국가의 법집행 등,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구입여부 결정,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보안 검

사,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등인데 이 중에서 MOD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프로그

램코드역분석의 경우이다.

즉,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

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제6호)에 한하여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였다면 이를 면책하

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간의 호환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리통제적 기

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첫째, MOD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제한 

규정에 적용되어 면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침해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호환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역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그 이후 소스코드 

등에 대한 복제 및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행위가 저작권 등 권리 침해방지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게임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이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등 권리 보호와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와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소스코드·리소스 파일의 변경과 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변경이 아닌 이상 관련성

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이 있는 이상 이를 더불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2)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해당여부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

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28)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2차시장(aftermarket)에서 접근통제조치를 사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문제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차시장이란 원래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이용자들이 유지, 보수를 위해 구매하는 부품이나 소모품, 관련 액세서리를 판

매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DMCA 제정 후 일부 업체에서는 DMCA의 접근통제조치에 대한 보호규정을 2차시장에서의 원제품과 호환성 있는 제

품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남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해완, 앞의 책, 916쪽.

29) 이해완, 앞의 책, 927쪽.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

1)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8호 가목).23) 이러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서는 제104조의2 제1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4)

다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접근권’

을 권리자에게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종래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저작물 감상에 불과한 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권리를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25)

접근통제의 기술로는 ⅰ) CSS(Content Scramble System)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 ⅱ) 게임전용기

기의 게임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기록매체의 특수한 장소에 통상의 복제로는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기록함으로써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그 기록매체의 사용 시에 기기가 체크하여 원본신호를 가지지 

않은 불법 복제본의 사용을 불허하는 원본신호 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6)

2)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제2조 제

28호 나목).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

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면 족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하면 족하고, 별도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되,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2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등의 유통을 규제할 뿐이다.27)

이용통제의 기술로는 디지털 복제물을 다시 디지털 복제물로 복제하는 횟수를 통제하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과 SCMS의 변형으로 주로 DVD 등 녹화매체에 적용되는 CGMS(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가 존재한다.

2. MOD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해당여부

(1)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해당여부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란 앞서 설명하였지만 저작물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

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한다거나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23)  이때의 접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버 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담고 있는 매체에 접근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작물의 복

제물의 재생을 통해 그에 포함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다.

24) 한국정보법학회(정진근 집필부분),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341쪽.

25) 이해완, 앞의 책, 915쪽.

2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3, 1379쪽.

27) 한국정보법학회(정진근 집필부분), 앞의 책,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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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권한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인 경우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규정하는 범위가 해당 프로그램(정확히는 그 저장매체)을 소지한 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매체를 소지하고 있고, 동시에 그 사용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32)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CD-ROM의 단순한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나 프로그램을 구매한 자라

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33) 

따라서 적법한 행위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

한 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34) 그렇기에 원본 게임을 정당하게 구매

하여 MOD를 개발하려는 자는 이러한 정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서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함은 코드 역분석에 의하지 않

고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코드 역분석에 의하여 호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호환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매뉴얼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호환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분석이 허용되지 않는다.35)  

따라서 MOD를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 SDK를 제공하는 개발사의 게임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MOD 개발자들은 주요 코드나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능적 요소를 구하는 일이 요원하다. 

그렇기에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서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

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3) 호환에 필요한 부분

저작권법 제101조의 4 제1항에서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호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코드 역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호환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코드 역분석을 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한해서 

역분석을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만 허용된

다. 따라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그러한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01조의 4 제2항 제1호). 즉, 그 정보는 반드시 호환을 위한 원래 목적에만 사용하여

32)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창작과 권리』 제47호, 세창출판사, 2007, 90쪽.

33) 안효질, 앞의 논문, 90쪽

34)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51쪽.

35) 이해완, 앞의 책, 508-509쪽.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면 족하기 때문에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와는 다르게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판

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MOD를 개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

토해야 동시에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O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본 게임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의 컴퓨터에 인스톨(Install)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게임저작물이 개발자의 컴퓨터에 복제되는 시기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이전이

기 때문에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더라도 별다른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권리통제

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이후 그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옮기지 않는 이상 다른 복제가 이

루어지지 않기에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개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 부분의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MOD 개발의 경우에는 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 진다.

3.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따른 침해의 판단

(1)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의의

일반적으로 ‘역분석’이라 함은 완성된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은 판매 시 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

램 도구를 활용하여 실행파일 등을 정밀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30)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

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34호).

이러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방법으로는 ① 프로그램 테스트데이터의 실행을 통해 그 기능이나 작동의 내

용을 조사하는 방법 ② 프로그램에 부속되어 제공되는 매뉴얼 등의 문서를 조사하는 방법 ③ 목적 프로그램을 

역어셈블이나 역컴파일을 통해 원시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조사 해석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31)

(2) MOD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을 침해하는지 여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역분석이 허용되는 경우를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제1

항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

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OD의 개

발이 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보려 한다.

30) 네이버 IT 용어사전, “리버스 엔지니어링”.<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5040&cid=42346&categoryId=42346>, (2017.08.09).

31) 정진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2006,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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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은 기존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

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즉, 복제권이 미치는 복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할 필

요까지는 없고, 실질적 동일성만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 일부 수정·변경을 가하였으나 

그 수정·변경된 부분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여전

히 복제권이 미치는 복제물이라 할 수 있다.

2) MOD의 종류에 따른 복제권 침해판단

가. 소스코드 변경

소스코드 변경으로 인해 복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첫째, 목적코드를 소스코드로 디컴파일 하면서 

컴퓨터 내에 저장되는 경우(프로그램코드역분석) 둘째, 소스코드를 일부 수정·변경을 하였으나 그 수정·변

경된 부분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39) 다만, 수

정·변경된 부분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한다.

두 경우를 각각 검토해보면 첫째, 소스코드가 목적코드로 컴파일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생략되어 후

에 완벽하게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적코드를 디컴파일하여 소스코드를 산출해내는 경우 즉,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소스코드에 변경이 일어난 상태로 산출된다. 

다만, 코드가 변경되어 산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소한 정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가 아닌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호환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코

드역분석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한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에 해당될 수 있어 복제권 

침해는 면책될 수 있다.  

둘째, 이 경우는 위에 언급한 상황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전에서는 목적코드를 소스코드로 역분석하기 위

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소스코드를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의 정도가 사소하여 2차저저작물로 볼 수 없고, 복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중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한 규정에 해당될 때를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게임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나. 리소스 파일 변경

리소스 파일 변경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변경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제권 침해

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리소스 파일을 일부 수정·변경을 하였으나 그 수정·변경된 부분이 사

소한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복제권 침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리소스 파일 변경 또한 소스코드 변경과 같이 수정·변경된 부분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과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39)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게임을 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복제권 침해 즉, 데드카피의 문제는 MOD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사실상 MOD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인스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MOD는 컴퓨터에 게임프로그램이 인스톨 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제권 침해를 검토해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진다. 

야 하며 그것을 벗어나 다른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36)37) 

따라서 MOD의 경우에도 ‘호환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호환 관련 정

보를 얻기 위해 일부분의 코드를 적절하게 역분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더하여 MOD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역분석을 ① 호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② 프로그램코

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

우에는 허용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인용가능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3) 소결

앞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MOD 개발자는 첫째, 일반적으로 게임저작물을 정당하게 구매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게임개발사의 공식적인 SDK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없이는 원본게임과 MOD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 셋째, 보통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만 코드 역분석이 이루어진다. 넷째, MOD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료로 공중에게 배포되고, 역분석을 통해 얻은 소스코드는 새로운 게임개발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호환 목

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에 부합한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복제권 침해로 

처벌하고 있어 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4. MOD 개발에 따른 게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1) 복제권 침해판단

1) 복제권의 의의

현행 저작권법 제16조에서는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복제권을 저작재산

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38) ‘복제’의 개념에 관해서는 제2조 제22호에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인정범위로는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물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영향이 미친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

물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실질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36)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제

101조의 4 제2항 제2호)도 호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7) 이해완, 앞의 책, 509쪽.

38)  복제에 대한 개념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

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마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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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저

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여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41) 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

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통상적인 방법 등을 판단하는 요소 4가지를 규정해 놓았지만 이 요소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 이용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되는 것이 현재 법원과 

학계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서 MOD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공정이용의 의의 및 판단요소의 적용

(1) 공정이용의 의의

공정이용이란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

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또는 법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예견하였으며 이

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이론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 허용된 이용 등으로 정의되고 있

다.42) 이러한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43)

이러한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4가지의 판단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이용 적용 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4가지 판단요소를 자세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가. 상업적 이용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업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적인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Harper & Row Publishers 사건44)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업적인 

것이라면 비상업적인 경우보다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더 적어진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행위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상업적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한 비영리적인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항상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들어서는 이러한 구별의 실익이 많이 줄어들었다.45)

41) 오승종, 앞의 책, 569쪽.

42) 최호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9쪽.

43)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

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44) Harper & Row Publisher, Inc. v. N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45) 오승종,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 74-75쪽.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의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

진다”라고 나타내고 있다(제22조). 여기서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제5조). 이러한 2차적저작물로써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하며, 실질적인 개변이 존재해야 하고, 실질적인 유사성(또는 직접감득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3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더하여 위 3가지 요건 중 실질적 개변(새로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 및 완전

한 독립저작물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 개변이 없으면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고 실질

적 유사성이 없으면 완전한 독립저작물이 된다.

2) MOD의 종류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복제권 침해와 같이 MOD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복제권과는 다르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에는 MOD의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

분석 제한 규정 등을 동시에 검토해볼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두 종류의 MOD 방법이 각각의 요소를 변경하였

을 때 수정된 부분이 사소하지 않고 창작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실질적 개변과 실질적 유사성의 존

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2차적저작물인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스코드와 리소스 파일을 변경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실질적

인 변경이 존재하고, 이러한 개변에도 불구하고 원저작물과의 사시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스코드와 리소스 파일을 이용하였으나 단순히 시사 받은 정도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여 작품화함으로써 기존저작물 사이에 동일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래 게임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40)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MOD라 부르기 어렵고 

원본 게임을 재료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Ⅳ.	MOD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1. 개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제1조). 이를 검토해보면 저작권법은 저 

 

40) 오승종, 앞의 책,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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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였는냐 아니면 그 범위 이상의 

것을 이용하였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공정이용

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였다고 하여 공정이용 가능성이 전적으

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52)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

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요소는 4가지 고려요소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변형

적 이용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 또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그다지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피고의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훼

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

과 ‘유사한 기능’을 가져 그 수요를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다.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일종의 ‘대체재’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는 저작물

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53)

(2) MOD의 경우 공정이용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가. 상업적 이용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MOD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원본게임을 구매해야만 구동할 수 있다는 것과 보통 공중에 무료로 배포된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MOD는 상업적 이용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비상업적인 이용의 성

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상업적인 이용이라고 보았던 행위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

격을 배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상업적·비상업적 구별

의 실익은 중요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고 보여 진다.54)

나. 변형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변형적 이용은 이용목적의 변형(목적의 변형)이 없는 표현형

식의 변형(내용의 변형)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로의 변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이용에 적용되기 어렵

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목적의 변형 없는 변형에 대해서 변형적 이용을 부인하는 태도

는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원저작물에 없는 창의적인 표현을 담은 후속 저작물을 창작하

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목적의 변형이 없

을지라도 내용의 변형만을 근거로 변형적 이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55)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MOD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일반적으로 MOD는 이용목적의 변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 

 

 

52)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 2010, 181쪽.

53) 오승종, 앞의 책, 753쪽, 이해완, 앞의 책, 542쪽. 

54) MOD의 경우에는 보통 무료로 배포하지만 몇몇 유명 Modder의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하거나 기부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55) 박유선,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15, 87-88쪽.

나. 변형적 이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란, 원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메시지를 추가함으로써 원저작물과는 다른 별

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기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46)

이러한 변형적 이용에 대한 해석론으로는 원저작물에 가하여지는 수정·변형을 2차적저작물로의 변형과 공

정이용에 해당하는 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변형은 원저작물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형식의 변형(내용의 변형)’만이 있을 뿐

이고 ‘이용목적의 변형(목적의 변형)’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

해 원저작물을 재료로서 이용한 경우가 ‘이용목적의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보면서 그 예

로 비평, 사실의 증명, 패러디 등을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47) 이에 따르면 목적의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상 공정이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가.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 등인지 여부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저작물의 성격이 사실적·정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역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이 창조

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48) 

다만,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이 두 번째 고려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

실적·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인 이

상 그에 대해 공정이용을 너무 용이하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창조적 성격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공정이용의 인정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진다.49)

나.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

Harp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미공표된 저작물인지는 공정이

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였다. 미공표된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이

용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표의 시점을 결정하고 최초 공표자가 되고자 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것이 되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이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50)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에 의해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및 중요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51)

46)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오승종, 앞의 책, 749쪽 재인용). 

47) 오승종, 앞의 책, 750-751쪽.

48) 이해완, 앞의 책, 537쪽.

49) 이해완, 앞의 책, 537쪽.

50) 오승종, 앞의 책, 752쪽.

51) 오승종, 앞의 책, 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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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요소는 4가지 고려요소 중 변형적 이용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소로써 만약 저작물의 이용행

위가 원본 저작물 또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시장적 가치를 그다지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MOD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첫째, MOD는 원본 게임에서만 구동될 수 있는 종속인 형태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MOD를 즐기기 위해서는 원본게임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게임 개발사의 게임 홍보비

용을 절감시키거나, 게임 내 등장하는 대사를 번역하거나, 추가적인 게임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형태로 개발

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다. 따라서 저작물의 시장가치나 잠재적인 가치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MOD의 개발행위가 원본 게임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MOD

가 원본 게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본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MOD는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게임 내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해주는 ‘보완재’의 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본 게임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공정이

용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앞서 공정이용 규정과 MOD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요소마다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의 

적용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MOD를 개발하면서 게임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공정이용의 적용을 판단하는 4가지 요

소에 대부분 해당하고, 통상적인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치 않는 경우라

면 공정이용의 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MOD는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게임의 참여적 문화가 성숙함으로써 나타난 하나의 문화현상

이다. MOD를 통해 이용자들은 단순히 수용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창작 

도구를 획득함으로써 창작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수한 주체가 되었다.57) 즉, 이전에는 디지털 

게임의 개발자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험들만을 향유하였지만, MOD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은 개발자들

과 동등한 관계로써 상호보완적인 형태로서 자리 잡았다. 

57)  윤혜영, 앞의 책, 1쪽.

형식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표현형식의 변경에 있어서 원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등이 추가됨으로써 원저작물과는 목적이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내용의 변형의 정도

에 따라 목적의 변형이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가.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 등인지 여부

저작물의 성격이 사실적·정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

성이 높은데, MOD의 경우에는 MOD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소스코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기능적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작성된 저

작물은 공정이용 보호의 스펙트럼 중에서 허구적 저작물보다는 사실적 저작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56) 이에 

따라서 소스코드 변경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리소스 파일의 변경의 경우에는 창조적 성격의 저작물이라 볼 수 있어 적용에 있어서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이 소스코드 변경보다는 낮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MO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게임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미공표된 게임을 접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식 발매 될 때까지 게임 프로그램은 수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버전이 변경되는데 이러

한 상황에 맞추어 계속 MOD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MOD의 개발은 공표된 게임을 기

준으로 하고, 이러한 공표된 게임을 이용하여 MOD를 개발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게임 개발사의 사정으로 게임 프로그램 내에 미공개 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

했을 때에는 이러한 공정이용이 성립할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MOD의 개발의 상황에 맞추

어 검토해보아야 한다. 만약 MOD 개발을 위해 게임저작물 중 핵심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차

용하였다면 그 부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의 적용이 부정될 수 있고, 만약 핵심에 해당하

는 중요한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에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

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MOD를 개발함에 있어서 변경하는 요소들은 리소스 파일 중 텍스쳐, 

캐릭터·아이템 이미지, 사운드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아닌 경우

가 대부분이라 생각되어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56)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D.Mass. 831 F. Sup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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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창작자의 입장으로 MOD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생산해낸다. 이러

한 문화콘텐츠들은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면서 또 다른 문화 장르를 창조해내기도 한다.58) 다만, 이렇게 뛰어

난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MOD는 저작권 침해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치

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MOD는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별다른 연구 없이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MOD를 검토해볼 필요성을 느꼈고, 각 챕터에 따라서 기술

적 보호조치 무력화·프로그램코드역분석 침해·게임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서는 접근통제적·권리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MOD 개발 

시에 이러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경우에 있어서는 프

로그램코드역분석 제한규정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해보았다. 게임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는 MOD의 개발

이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가 살펴보았을 때 각 챕터별로 상황마다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았다. 공정이용을 적용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4가지 요소를 MOD를 개발했을 때의 상황에 각각 대입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에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58)  대표적으로 머시니마(machinima)를 들 수 있다. 머시니마란 컴퓨터 머신(Machine)과 애니메이션(Animation)의 조합어이며, 컴퓨터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CG 동영상을 말한다. 이러한 머시니마는 게임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그래픽으로 제작되며, CG 영화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만 간

단한 공정을 통해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내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CT) 심층리포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1쪽.

참고문헌

61

제
12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60

우
수

상
컴

퓨
터

 게
임

의
 새

로
운

 쟁
점

 : M
O

D
의

 자
유

와
 저

작
권



제
12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진서

우수상

[서양문헌]

논문

Julian Kucklich, “Precarious Playbour : Modders and the digital Games Industry”, Fibreculture Journal Issue 5, 2005.

Olli Sotamaa, “COMPUTER GAME MODDING, INTERMEDIALITY AND PARTICIPATORY CULTURE”, New. M. J. 5, 2003.

Walt Scacchi, “Computer game mods, modders, modding, and the mod scene”, First Monday Vol 15, Num 5-3. 2010.

[판례]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3. 재인용). 

Harper & Row Publisher, Inc. v. N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 Inc., D.Mass. 831 F. Supp. 223.

야구장에서 응원가의

저작권법상 연구
(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 29조 2항을 중심으로)

Ⅰ. 서론

II. 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상 고찰

1. 응원가

2. 음악저작물의 지위

III. 응원가 사용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1. 서설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소결론

IV.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1. 서설

2.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3.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4.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 소결론

V. 결론

••

62



요 약 문

제
12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야
구

장
에

서
 응

원
가

의
 저

작
권

법
상

 연
구

우
수

상I.	서론

야구는 종목 특성상 공격과 수비의 교대, 공격 시 타자의 타석 입장, 타자와 투수의 승부 등 정적인 상태가 많아 

다른 스포츠에 비해 관중들이 응원을 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야구는 초창기부터 귀에 익은, 

자신들의 지역과 관계있는 대중가요를 응원가로 사용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응원가가 인기를 끌면서 다른 구단들도 선수 응원가를 만들며 지금의 응원가 문화가 자리 잡았다.1) 이에 대

하여 KBO(한국야구위원회)는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통해 2001년 시즌부터 전체입장수입의 0.3%를 음악저작

권협회에 지급하였고, 2010년부터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각각 저작권료의 50% 정도를 

지급하였다. 해당 음원사용료는 KBOP가 시즌 종료 후 각 구단에 수익금 분배 시 공제하였고, 신탁협회는 이 사용

료를 받아 각 해당 저작자들에게 1년간 구단에서 사용한 음악리스트를 취합해 빈도수에 따라 분배하였다.2)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이 선수 응원가로 사용될 때의 개변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 되자 KBOP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

제를 프로야구구단들에게 일임하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프로야구구단들이 2017 시즌에 문제가 된 응원

가를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3)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의 응원가 사용이 과연 저작인격권인 동

일성유지권의 침해인 것일까? 본 논문은 저작자들이 주장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가를 사용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저작자의 권리 중 침해되는 권리 및 해당하는 권리가 저작재

산권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응원가의	개념과	저작권법상	고찰

1. 응원가

프로야구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은 팬이나 응원단 측에서 응원가로 사용하기 위해 창작한 음악저작물과 

시중에 공표된 음악저작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저작권 처리가 분명한 것에 비해 후자는 여러 권리자가 존

재하고, 권리자의 권리 중 양도 가능한 재산권과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이 있어 이용자가 신탁업체와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이 발생한 것 역시 

후자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이다. 그러나 침해의 태양은 사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용방식에 따른 분류

가 필요하다. 사용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1)  홍창화, 프로야구 관중의 응원활동만족이 응원활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응원활동만족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cheering 

activity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spectators and cheering activity effectiveness,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5), 7쪽 이하.

2) 심재걸 기자, “야구장 응원가에 4억...15년새 40배 뛰어”,<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46>, (2017. 8. 19). 

3)  송대성 기자, “KBO리그 ‘저작인격권’… 구단 해법찾기 ‘동분서주’“,<http://www.nocutnews.co.kr/news/4761778#csidx27fc9d3dc596fce9d3ca23b

7077e481>, (2017. 8. 25).

음악저작물은 프로야구경기에서 흥을 돋우고, 팬들의 유대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프로야구 초창

기부터 응원가로 사용되어왔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선수 응원가가 등장하면서 야구장에서의 응원은 

다양해졌고, 야구경기의 응원문화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하여 

KBO는 마케팅 자회사 KBOP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에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의 개변에 대하여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였다. KBOP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제를 프로야구구단들에게 일임하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프

로야구구단들은 결국 해당 응원가를 바꾸어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야구장에서 음악저작물의 사용방식에 따라 팀 응원가, 선수 등장곡, 선수 응원가 3

가지로 분류하였다. 음악저작물의 판례에 따라 악곡과 가사를 분리하고, 악곡의 경우 작곡가와 편곡

자를 공동저작자의 관계인지를 공동저작물 판례에 비추어 지위를 검토하였다. 저작자들이 주장한 저

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응원가 사용방식에 따른 분류별로 침해를 검토하고, 이러한 침해가 저작권법 제4절 제2관 저작재산

권의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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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저작물 중 악곡의 지위

1) 공동저작물 요건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

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

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

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0)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에

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

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

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

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1)

  

2) 악곡의 지위 검토

음악저작물 중 악곡의 특성상 위 법리를 악곡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엔 문제점이 있다. 악곡에서 가장 주

요한 창작적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리듬, 멜로디. 화음인데, 과거처럼 악기마다의 악보를 따로 그려내는 방식

이든,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현재의 방식이든 악

곡은 각각의 악기들의 음의 진행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음악저작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상에서 

불가분한 영역인 수정, 보완이 음악저작물에서는 채널별로 분리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창작의 의사의 개념을 비추어 봤을 때 작곡가가 편곡자에게 편곡을 맡기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의사이며, 대중들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은 편곡이 완료된 음악저작물

이다. 작곡과 편곡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작곡은 주멜로디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편곡은 그 멜

로디를 뒷받침해주는 반주, 부선율, 코러스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12) 비록 대부분 작곡가가 편곡의 가이드라인

을 편곡자에게 주는 것이 업계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아이디어 내지 창작성이 없

는 표현이기 때문에 편곡자가 조수로서의 기능만 할 뿐이라고 볼 수 없어 편곡자의 창작적 표현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곡을 작곡가와 편곡자의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거나 편곡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음악저작물의 침해를 판단할 때 멜로디, 화음, 리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분리하

여 판단하거나 멜로디만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3) 그리고 작곡팀 중 한 명이 주멜로디를 창작하고 다른 한 명이 편곡한 경우는 공동저

1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11)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저작자가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

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만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

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2) 위키피디아, “편곡”,<https://ko.wikipedia.org/wiki/%ED%8E%B8%EA%B3%A1>, (2017. 8. 22).

13)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팀 응원가

팀 응원가는 야구경기 중 팀을 응원할 때 사용하는 곡으로 응원가 중 가장 먼저 탄생하였다. 프로야구 초창기

엔 마땅한 응원곡이나 응원의 개념이 희박하였는데, 이때 각 구단의 팬들은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가진 음악저

작물을 다 같이 부르며 응원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롯데 자이언츠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 

KIA타이거즈의 남행열차 같은 음악저작물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수일-아파트, 무한궤도-그대에게 등과 같이 

신나는 대중음악은 팀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사용됐고, 현재는 각 팀마다 팀 응원가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2) 선수 등장곡

야구는 경기당 9이닝으로 이루어지며, 1이닝은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1회씩 하면 완료된다.4) 공격과 수비

는 3개의 아웃카운트가 있어야 종료되는데 공격 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재생되는 음악이 선수 등장곡이

다. 과거엔 구단에서 정한 동일한 음악만 재생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5) 그러나 모든 선수가 

등장곡을 가진 것은 아니고 주전급 선수들이 등장할 때만 재생되며, 선수 등장곡은 공표된 음악저작물의 악곡

과 가사의 개변 없이 일부마디를 그대로 재생한다.

(3) 선수 응원가

선수 등장곡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 만들어 졌으며 타자가 타석에서 투수와의 승부 중 인터벌6)사이

에서 재생되는 음악저작물을 말한다. 선수 등장곡과 마찬가지로 주전급 선수들이 공격할 때만 사용되고, 선수 

등장곡과 달리 공표된 음악저작물에서 일부마디의 악곡과 가사를 개변하여 사용한다.

2. 음악저작물의 지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응원가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있다. 우리나라

는 악곡과 가사가 분리하여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어7) 악곡의 경우 작곡가와 편곡자가, 

가사의 경우 작사가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다. 그러면 악곡에서 작곡가와 편곡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

까? 먼저 작곡가가 창작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음악의 편곡이 진행된 경우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

물로 독자적인 보호가 된다.8)9) 그렇다면 창작의 완료 전 작곡가가 편곡자에게 편곡을 맡긴다면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경우의 작곡가와 편곡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상 작곡가의 저작물인지,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또는 편곡자의 2차적저작물인지에 따라 저작인격권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지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 따라서 작곡가와 편곡자의 관계를 판단하도록 한다.

4) 네이버 지식백과, “이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0337&cid=40942&categoryId=31968>, (2017. 8. 25).

5) 홍창화, 전게논문, 11쪽.

6) 투구와 투구 사이의 시간적 간격. 네이버 국어사전, “인터벌”,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005400>, (2017. 8. 10).

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판결;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을 참조하여 저작물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으나 각 

사람의 창작활동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음악저작물에서 악곡과 가사는 결합저작물로 판단하였다.

8)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

하여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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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1) 법원의 판단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과거 판결17)18)에선 음악저작물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동일성유지권이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에서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

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

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

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

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

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

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저작권협회에

게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피고가 음악저작물을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가한 개변에 대하여 본인의 동

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분

의 선율을 변경하고,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

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부정하였다.

2) 악곡의 동일성유지권

위 법리를 가지고 검토하자면 편곡 없이 음악저작물 중 일부마디만 이용하는 팀 응원가나 선수 등장곡은 변

경이 없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인 재생을 통하여 이용하며, 해당 음악저작물을 듣는 관중들이 이용된 

부분을 저작물의 전부로 오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다. 이 경우는 동일유지권 침해를 부정한 위 사건의 미리듣기 서

비스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불문하고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편곡하여 이용하는 팀 응원가나 선수 응원가의 경우는 위 사건처럼 응원가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응원

가에서의 편곡 역시 응원가 사용에 통용되는 수준에 해당할 것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무단히 편곡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판단된다.

3) 가사의 동일성유지권

가사 역시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일부 발췌에 해당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사

의 개작 역시 무단으로 개작한 경우에 한하여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일 것이나 가사의 개작은 부분적 개작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원 가사와는 독립된 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19)

 

17)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19) 가사의 개작은 이하 저작재산권 침해 검토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작물이고, 독립한 작곡과 편곡으로 하나의 음악저작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결합저작물이 된다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인적관계가 분리되었다고 달리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악곡의 작곡가와 편곡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에서 악곡과 가사는 결합저작물로써 가사는 작사가가, 악곡은 작곡가와 편곡자가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것이다.

III.	응원가	사용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1. 서설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저작인격권과, 16조 내지 22조에 따른 저작재

산권을 갖는다. 이중 응원가의 사용 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검토

해보도록 한다. 응원가로 사용되는 곡 중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 비중이 상당하지만 여우머리 사건14)에서 판

단한 것처럼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베른협약 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이상 

한국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이중 응원가의 

사용 시 저작자의 공표권15)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 없고, 성명표시권16)은 제12조 2항

에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침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저작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곡의 편곡과 가사의 개변

이 존재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인지를 판례에 비추어 검토해보도록 한다. 단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

의 결합저작물이므로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4)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해당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은 1996. 8. 21., 미국은 1989. 3. 1. 각각 베른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이고, 베른협약 제1조, 제2조 제1항의 ‘문학·예술 저작물’…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제2문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수단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 베른협약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는 ‘그 영토 내

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국제사법 제24조도 같은 입장),… 원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 결국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다”고 판시하였다.

15)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6)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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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저작권법 22조에 따라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할 때 원 음악저작물의 마디를 일부복제하였다거나 창작적 표현이 될 

수 없는 수정, 증감일 뿐이라면 2차적저작물이 아닌 원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 음

악저작물에서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가미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일 것이고,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원 음악저

작물과의 유사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일 것이다.22) 따라서 응원가의 경우 악곡

과 가사의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원 음악저작물을 감득할 수 있는 영역까지라야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일 것이다.

(2) 저작재산권 침해 요건

판례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①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을 것, ②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무의식적인 이용을 

포함한다), ③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23)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곡을 밝히기 때문에 ②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것이

다. 그렇다면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의 창작성, ③의 실질적 유사성이다.

①의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3가지가 있다. ⅰ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의 결합저

작물이라는 것, ⅱ응원가의 사용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과 개변의 존재가 상이하다는 것, ⅲ해당 음악저

작물에서 응원가로 사용된 부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4). ③의 실질적 유사성의 경우 악곡과 가사

의 개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에서의 검토처럼 악곡과 가사로 분리하고, 악곡

과 가사를 팀 응원가, 선수 등장곡, 선수 응원가로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창작성과 개변의 정도를 검토해보도

록 한다.

1) 악곡의 저작재산권 침해 검토

악곡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03375 판결에서 원고가 자신의 음악저작물 중 침해

가 되었다고 주장한 악곡의 4마디에 대하여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원 음악저작물에서 팀 응원가, 선수 등장곡, 선수 응원가로 이용된 부분

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의 경우 편곡이 가장 큰 범위까지 이루어지는 선수 응원가 

역시 원 음악저작물이 감득 가능한 영역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음악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악곡은 사용방식에 따른 분류와 상관없이 편곡 없이 사용했다면 복제권이, 편곡을 하였다면 2차적저

작물작성권의 침해될 것이다. 공연권의 경우 편곡의 유무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한다.

22) 오승종, 전게서, 181쪽.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24)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

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론

가사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악곡의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히 편곡하여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3.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16조 내지 22조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갖는다. 이중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는 경우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   

(1) 저작재산권 침해

1) 복제권

저작자는 저작권법 16조에 따라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란 저작권법 2조 

22호에 따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

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

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경우라면 복제권의 침해일 것이다. 그

러나 음원서비스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 저작

권자와 이용자는 저작권법 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20)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때의 ‘허락’은 저작재산권 양도

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은 그대로 가지고,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21)

그렇다면 저작자가 이용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최소한 비용을 지불한 자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온전

히 그대로 복제하는 범위까지로 보인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복제권을 침해하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응원에 사용할 부분부터 재생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공연권

의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복제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저작물 전체에서 응원가로 사용할 

일부 마디만 복제하여 음반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운로드한 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음악저작

물을 적법하게 자신의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것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을 일부 떼어내어 

응원가로 사용할 음반을 만들어내는 것까지의 이용허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복제권의 침해이다.

2)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권법 17조에 따라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공연이란 저작권법 2조 3호에 따라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

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공연권 침해가 발생한다.

20)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1)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2016), 6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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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욱	선수	응원가	원곡

<체리필터	-	달빛소년>

어렸을	적	파란밤	달빛	내리는	거릴	걷다

한	소년을	바라보다	벼락	맞았었지

구자욱	선수	응원가 최!강!삼성	안타	구자욱~	승리를	위해	구자욱~	워어어	워어~	최!강!삼!성	구!자!욱!	x2

손아섭	선수	응원가	원곡

<backstreet	boys	-

Straight	Through	My	Heart>

Straight	through	my	heart	A	single	bullet	got	me

I	can’t	stop	the	bleeding,	oh

Straight	through	my	heart	She	aimed	and	she	shot	me

I	just	can’t	believe	it,	oh

손아섭	선수	응원가
자이언츠~	손아섭~	승리를	위해~	오오~

자이언츠~	손아섭~	승리를	위해~	오오~

손아섭	선수	등장곡

<장미여관&노홍철	-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라고	불러다오

나성범	선수	등장곡

<드렁큰	타이거	-	Monster>

밤	밤	바바바	밤(발라버려)	밤	밤	바바바	밤(발라버려)

밤	밤	바바바	밤(발라버려)	밤	밤	바바바	밤(발라버려)

허경민	선수	등장곡

<체리필터	-	달빛소년>

어렸을	적	파란	밤	달빛	내리는	거릴걷다	

한	소년을	바라보다	벼락	맞았었지	

그건	아마	어린	나에겐	사랑인줄도	모르고	

가슴만	저려오며	파란달만	쳐다보았네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원곡

<더크로스 - 당신을 위하여>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응원가

<삼성라이온즈 - 삼성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당신의	귓가에

다가가	말하고	싶어

그대	기다리며	오래	간직했던

나의	속삭임을	들어봐요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할수	없었던	말

세상	끝나는	날	그대곁에	

내가	있단	약속의	말

영원이란	말과	나를	걸어	

나의	그날까지

최강삼성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기에

최강삼성	승리를	위하여	

우린	그댈	위해	외친다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하는	그	목소리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

삼성의	승리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할	우리가	있어	

삼성을	위하여

                             

                                                                                         29)

                                                                           30)

                                                                      
31)

<표 2> 롯데 손아섭, NC 나성범, 두산 허경민 선수 등장곡 가사

손아섭 선수와 나성범 선수의 등장곡의 경우는 해당 가사가 짧은 단구 내지 의성어의 반복이기 때문에 창작

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허경민 선수의 등장곡의 가사는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수 

등장곡의 가사는 원론적인 침해 판단은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창작성 판단을 해야 한다.

다. 선수 응원가

선수 응원가에서 가사는 팀 응원가의 ②의 경우처럼 원 가사를 떠올릴 수 없는 정도로 새롭게 변경하여 사

용한다.32) 이 역시 실례를 통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33)

                               

                                                                     

                                                                        

34)

                                                              

35)

<표 3> 삼성 구자욱, 롯데 손아섭 선수 응원가와 원곡 가사 비교표

팀 응원가 ②의 경우처럼 원 가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외국 음악저작물의 가사 역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도 아니다. 팀 응원가와 마찬가지로 감득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29) 멜론 곡 정보, “오빠라고불러다오”,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4302976>, (2017. 8. 10).

30) 멜론 곡 정보, “MONSTER”,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2210161>, (2017. 8. 10).

31) 멜론 곡 정보, “달빛소년”,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484862>, (2017. 8. 10).

32) 선수 응원가 역시 대부분이 해당선수들의 별명 등을 가사로 만들어 부르는 것이 주를 이룬다.

33) 유튜브, “(11.20)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응원가 #비크”, <https://youtu.be/aYgVhY9vK1A>, (2017. 8. 10).

34) 멜론 곡 정보, “Straight Through My Heart”,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2257968>, (2017. 8. 10).

35) 유튜브, “(01.16)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 응원가 #비크”, <https://youtu.be/d5mMSUIha4Q>, (2017. 8. 10).

2) 가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검토

가사도 앞서 악곡의 경우처럼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단 가사 역시도 이용

된 부분의 창작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가사는 어문적 표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

다. 가사가 비록 음악저작물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곡의 주멜로디와 결합되어 음으로 표현된 때에

만 음악저작물인 것이고, 그 멜로디는 악곡의 창작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가사에 멜로디가 있다

고 판단한다면 악곡과 가사를 결합저작물로 보는 법례에서 악곡에 멜로디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

사의 공연권은 악곡의 멜로디와 결합하여 해당 가사가 공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권 침해판단에 아무런 문

제가 없다.25)

가. 팀 응원가

팀 응원가의 경우 가사가 1절정도 이용되는데 ①가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26), ②원 가사를 떠올릴 수 없는 

정도로 새롭게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라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원론적으론 이용

된 부분이 많아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고 개작 없이 사용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역시 인정할 수 있어 복제

권과 공연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②의 경우 실례를 통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27)                                                                                 28)

<표 1> 삼성라이온즈 응원가와 원곡의 가사 비교표

  

이 경우 원 가사의 창작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응원가에서 가사는 원 가사를 감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

거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전체 가사 중 단어

만 변경하는 정도의 개작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위와 같이 개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②의 경우는 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할 수 없어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선수 등장곡

선수 등장곡의 가사는 개작 없이 그대로 사용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한다. 그러나 팀 응원가와 달리 

선수 등장곡은 음악저적물의 일부마디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사의 창작성을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례

를 통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25) 그러나 악곡(MR)만 공연된 경우라면 가사는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26) 악곡의 개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음악저작물 가사의 개변은 없다.

27) 멜론 곡 정보, “당신을 위하여”,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851286>, (2017. 8. 10).

28) 유튜브, “삼성라이온즈팀 응원가 (당신을위하여-삼성을위하여)”, <https://youtu.be/b9xUFjkLIfQ>,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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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악곡(편곡 O) △ X O O

악곡(편곡 X) X 	△		 O X

가사(개작 O) X X X X

가사(개작 X) X △ O X

2.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40)

앞서 판단한 것처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지만 저작물의 공연이 저작권법 29조에 해당하

는 경우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응원가의 공연이 29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외관상 프

로야구 응원단은 해당프로야구팀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벤트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구단과 이벤

트회사가 응원에 관한 용역 계약을 통해 응원단이 해당 야구경기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다.41) 따라서 실제 응원가 

사용의 주체는 해당프로야구구단이 아닌 해당프로야구구단과 계약을 맺은 응원단임을 유의하여 살펴봐야 한다.

(1) 29조 1항

29조 1항의 요건은 ①비영리성일 것, ②어떤 명목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③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

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④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응원가를 재생하여 공연하는 행위는 영리적이며, 제 3자인 해당프로야구구단에게 응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

으며, 29조 1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9조 1항에 따른 면책이 불가능하다.

(2) 29조 2항

그렇다면 29조 2항은 어떠할까? 29조 2항은 1항과 달리 비영리성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①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②상업용 음반일 것, ③단서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3가지로 하고 있다. 야구

장에서 응원가의 공연이 29조 2항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1)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이 경우 청중이나 관중의 야구장 입장권 구매행위가 응원가 공연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스포츠협회에서 발간한 2016 프로스포츠 고객 성향조사에 따르면 경기관람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응원하는 팀 경기력(16.8%)’, ‘경기장 현장 분위기(12.9%)’, ‘좋아하는 선수의 출전여부(10.4%)’, ‘경기장 접근

성(9.3%)’ 순으로 조사됐다.42) 또한 야구장의 관중이 무조건 해당경기 팀의 팬인 것은 아니며, 프로야구구단들

이 원정경기에 응원단을 동반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해당경기 팀의 팬이 아닌 경우나 응원단이 없는 경기에도 

관중들이 야구장에 방문한 것은 야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장권 구매행위는 야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반대급부일 것이다. 하급심 판결 중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1,000원씩 

받은 사건에서 “무도장 입장료는 무도 공간의 사용 대가일 뿐만 아니라 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아 

울러 가진다.”고 하여 본 항의 적용을 부정한 적43)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무도장 업주가 공연

의 주체인데 반해 응원가의 공연 주체는 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이벤트 회사로, 응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구 

 

40)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2017. 08. 25. KBO(02-2460-4600) 유선통화. 모든 구단의 응원단은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42)  한국프로스포츠협회, “4대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 ‘팀 응원문화’ 만족도 1순위... ‘식음료 구입’, ‘주차시설’ 낮은 만족”, <http://www.prosports.

or.kr/news/press_view.php?idx=694>, (2017. 8. 15).

43)   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판결; 하동철, 공연권에 관한 연구 - 재구성과 제한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03쪽을 

재인용한 오승종, 전게서, 771쪽을 재재인용함. 

4. 소결론

프로야구에 사용되는 응원가의 개별적 판단에선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36)

                                                                                                                                             

37)

<표 4> 팀 응원가 검토 결과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악곡 X △ O X

가사(창작성 O) X △ O X

가사(창작성 X) X X X X

<표 5> 선수 등장곡 검토 결과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악곡 △ X O O

가사 △ X X X

<표 6> 선수 응원가 검토 결과

Ⅳ.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1. 서설

응원가의 사용에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23조 내지 35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8) 이중 공

연권은 29조에 따른 면책가능성이 있고, 29조에 해당한다면 36조에 따라 편곡과 개작이 허용되므로 이하부터 

응원가의 사용이 29조와 36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단 해당 제한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

성’과 ‘한정성’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39) 

36) 무단히 편곡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이다.

37) 합법적인 경로로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응원에 사용할 시점부터 재생하는 경우 복제권의 침해가 아니다.

38) 오승종, 전게서, 657쪽.

39) 오승종, 전게서, 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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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게 받는 것이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야구장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다.44)

2) 상업용 음반일 것

과거 판매용 음반이었을 때 스타벅스 사건45)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

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

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하이마트 사건46)에서도 스타벅스 사건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판매용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었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

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47) 따라서 응원가의 원 음악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공연권의 침해 없이 해당응원가를 사용하여 공연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서조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48) 이때 야구장은 3호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

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에 해당해

야 할 것인데, 야구장은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체육시

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

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이 해당 별표이다.

44)  2017. 8. 1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유선통화. 반대급부로는 볼 수 없고 단서조항 3호인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단서조항의 해당 여부는 이하에서 다룸.

4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4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47)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바로알기(2016), 8쪽.

48)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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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12.1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2. 시·군

시설

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

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

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표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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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지붕이 없는 야구장은 1,2호의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이 아닌 1호의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과 2호의 기타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53) 따라서 고척 스카

이돔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장은 제29조 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자의 공연권은 제한되므로 공

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36조 ①항은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29조에 따른 상업용 

음반을 편곡 또는 개작하여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 이용하는 행위, 즉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항에 해당하는 제24조의2, 제25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의 성격은 공공의 목적과 사적

이용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제35조의3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 역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36조 1항은 해당 저작재산권 제

한 조문을 충족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29조 2항을 충족하는 응원가의 공연은 36조

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54)

4.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38조는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9조와 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부정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저작인격권의 검토는 독립하게 유효하다.

5. 소결론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응원가 사용은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야

구장에서의 응원가 사용은 29조와 36조에 해당하여 악곡과 가사에 대한 복제권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 침해가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29조가 권리자의 공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55)과 야구장의 특성상 천

장이 없기 때문에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야구장들이 29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서조항의 성격

을 비추어볼 때 미비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29조 단서조항에 야구장이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엔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2017. 8. 22. 개정되었고, 다음 표는 3

호의 현행 시행령과의 비교표이다.

53) 2017. 8. 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정책과(044-203-3156) 유선통화. 

54)  오승종, 전게서. 777쪽. 예컨대 학교학예회에서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공연 하는 것은 29조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

를 밝히고 있다.

55)  박영규,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계간저작권』, 제29권 제3호(2016), 13면. 헌법상 저작권법 29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WTO의 TRIPS협정의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수의 학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야구구단 10개 구단의 연고지역은 다음과 같다.49)

구단 연고지역 홈구장

두산베어스 서울특별시 잠실	야구장

KIA	타이거즈 광주광역시 기아	챔피언스	필드

삼성	라이온스 대구광역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롯데	자이언츠 부산광역시 사직	야구장

LG트윈스 서울특별시 잠실	야구장

한화	이글스 대전광역시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

SK	와이번스 인천광역시 인천SK	행복드림구장	

서울	히어로즈 서울특별시 고척	스카이돔

NC	다이노스 창원시 마산	종합	운동장

KT	wiz 수원시 수원	KT위즈파크

<표 8> 프로야구구단 연고지역  

이중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1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구단은 8개 구단, 2호 

시·군에 해당하는 구단은 2개 구단이다. 프로야구구단의 홈구장의 위치가 1호인 경우 1호의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2호인 경우 2호의 운동장 및 체육관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1호의 종합운동장과 2호의 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종별 규정에 합치해야 하는데 야구장은 대한육상연맹 전국 공

인 육상경기장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50)

그렇다면 1호의 체육관과 2호의 체육관은 어떠할까? 별표의 체육관 설치기준에 합치하려면 ①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일 것, ②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일 것, ③관

람석을 갖출 것, 이 3가지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야구장이 ①,③의 요소는 갖춘 것으로 보이나 ②의 경우는 갖

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의 정의가 건물 외벽의 높이 또는 최상단의 높이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천장까지의 

높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지의 체육관에 해당하기 위해선 지붕의 안쪽을 뜻하는 천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천장이 없는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나머지 구장은 별지의 체육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별지에서 천장을 지붕의 안쪽이 아니라 최상단이라고 해석하여 야구장을 체육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야구장은 그러한 해석보다 각 호의 4번째 그 밖에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기타시

설에 더 합치한다. 왜냐하면 2015시즌부터 KBO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합 작업에 따라 KBO 리그라는 새로

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년 출범부터 2014시즌까진 한국야구선수권대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었다.51) 

한국야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규약에서도 2015년부터는 “KBO 정규시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전 한국야구선수권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2014 야구규약까지는 “연도 선수권대회”를 사용했었다.52) 따

라서 야구장은 각 1, 2호의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보다는 그 밖에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에 해

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정책과 역시 고척 스카이돔의 경우는 1호의 체육관에 해당하 

 

49) 한국야구위원회, 2017 KBO 규약, 한국야구위원회(2017), 4장 연고권 제 17조 2항 표 인용.

50)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 육상경기장 현황(2016. 01), <http://www.kaaf.or.kr/ver3/work/dataroom_view.asp?recno=165&search=SUBJECT&sear

cnt=%EA%B3%B5%EC%9D%B8&page=1>, (2017. 8. 25).

51) 위키피디아, “KBO 리그”, <https://ko.wikipedia.org/wiki/KBO_%EB%A6%AC%EA%B7%B8>, (2017. 8. 9).

52) 한국야구위원회, 2014 야구규약, 한국야구위원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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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프로야구 경기 안에서 사용되는 응원가의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저작재산권

의 경우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응원가 사용은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만, 나머

지 야구장에서의 응원가 사용은 29조와 36조에 해당하여 악곡과 가사에 대한 복제권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저작자가 주장하는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악곡의 경우만 무단히 편곡하

였을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KBOP가 사용료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는 저작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한 경우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3조 4항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

다.56) 그렇다면 저작자는 신탁업체와의 신탁계약 시 저작권법 45조에 따라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2차적저작

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신탁업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없음에도 

음악저작물의 개변에 따른 사용료를 정당한 권리 없이 받아온 것이 되어버린다. 즉, 응원가의 사용은 단순히 

저작자와 응원가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닌, 프로야구구단, KBOP, 저작권신탁업체들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아 자신에게 있다고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한다면 KBOP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음악저작물을 개변하여 새로운 실연자

로 녹음하고,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겐 권리가 없음에도 정률적으로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응원가의 문제를 봉합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5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

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의뢰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당 의뢰자에게 양도할 경우

2.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를 할 경우

③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2018. 8. 23. 시행] 2017. 8. 22. 개정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

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

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

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

력단련장

<표 9> 2017. 8. 22.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3호 비교표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규칙 2조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어도 야구장은 단서조항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무리하게 야구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시행규칙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밝힌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

육관을	말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와	같은	표	제2호

의	시설종류를	말한다.

<표 10>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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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형 플래시 몹의 등장과

관련 법적 쟁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1) 

)

200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순간적 모임을 뜻하는 새로운 행위예술로서 등장한 

플래시 몹(flash mob)은 그 주목성, 확산성, 창의성 등의 장점에 힘입어 기업들의 제품,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러한 플래시 몹 형식을 차용한 광고 등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하나의 프로모션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법

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플래시 몹은 최초에는 목적성 없는 그 자체의 행위예술로서 현대 새로운 예술장르의 하나로 출현하

였다. 초기의 플래시 몹은 원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의 비상업적 결집이었다. 그러나 플래

시 몹의 확산성, 화제성 등의 특징에 의해 상업적, 정치적 등 다양한 형태의 목적성이 있는 퍼포먼스

로서 그 의미와 기능이 확장되었고, 나아가 일반 대중들 개개인에게도 사적인 이벤트의 수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되어 현재는 그에 맞추어 고객맞춤형 플래시 몹을 제공하는 전문 회사들이 출현하는 등

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형 플래시 몹에 대하여 논해보아야 할 법적 쟁점은 크게 상업형 플래시 몹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과 상업형 플래시 몹의 출현으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생길 경우의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형 플래시 몹의 법적 보호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플래시 몹’과 ‘영상광고로서의 플래시 

몹’을 구분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현장에서의 플래시 몹’의 경우 결합저작물이나 공동저작물, 그리

고 편집저작물의 특성을 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플래시 몹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

하여 그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상광고로서의 플래시 몹’의 경우에

는 편집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서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상업형 플래시몹이 그 퍼포먼스가 행하여지는 장소와 관련하여 야기할 수 있는 법적 침해 문

제에 대하여는 첫째로 공공장소에서의 플래시몹 광고촬영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상업적 표

현의 자유와 공중의 평온간의 가치충돌 문제가 확대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상업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낮은 단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태도이므로, 공중의 평온이라

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은 가치를 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집회의 경우보다 상업형 플래시 몹

에서의 공공장소 이용에 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사유지에서의 플래시 몹 광고촬영에서는 무단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지에

서의 플래시 몹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상업용 건조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의 절

차가 향후 무단침입 등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장소적 문제의 마지막 논점으로는 플래시 몹 광고에 건축저작물이 배경으로 등장한 경우 저작권 침

해 문제다. 이는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촬영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저작

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의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상업형 플래시 몹은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는다. 플래시 몹의 현장성, 예측불가성에 의해 일반인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모

습을 자연스레 카메라에 담는 것이 플래시 몹 광고의 주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촬영된 일반인들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요구

Ⅰ. 서론

II. 플래시 몹의 의의와 변천사

        1. 의의(초기)-목적성 없는 그 자체의 행위예술로서의 시작  

2. 플래시 몹 이용의 확대-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퍼포먼스

3. 플래시몹의 일상화-대행업체의 등장과 개인적 이벤트로서의 활용

III. 상업형 플래시 몹과 관련한 법적 쟁점

       1. 상업형 플래시 몹의 법적 보호 가능성 검토

2. 상업형 플래시 몹의 법적 침해 문제

IV. 결론

1)   故 정근 작곡가의 ‘텔레비전’이라는 인기 동요의 가사를 인용하였다. 플래시 몹

이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촬영 현장에 있는 일반인 누구라도 예기치 않게 

TV광고 장면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영리 목적인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혹은 원치 않는 모습이 장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

전에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마냥 좋을 만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

서 위 가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았다. 이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본고에서 찾

아보고자 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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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 15일 오전 런던의 Liverpool Street Station에서는 갑자기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역

내를 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 느닷없이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1)그리고 그 광경

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그 진기한 광경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예기치 않게 춤을 추기도 하였다. 

약 3분 동안 흐르던 음악이 중단되자 춤을 추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제 갈 길을 갔다.2)

플래시 몹을 연상시키는 이 기발한 이벤트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동통신 기업 T-Mobile이 기획한 

‘Life’s for sharing’이라는 게릴라 댄스 이벤트였다. 이 장면을 담은 편집영상은 지난 2009년 1월 16일 유튜

브(Youtube)에 공개된 이후 약 2년 동안 조회수 23,536,640, 133,597건의 페이스북 공유, 약 5000여건의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낳으며 플래시 몹을 이용한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사례가 되

었다. 이 광고는 2009년 칸 광고제에서 필름부문, 다이렉트 부문 금상 등 5개 부문 수상을 하였으며 클리오광

고제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광고제에서 큰 수상기록을 남기며 크리에이티브를 인정받았다. 또한 

광고수익은 약 백만 8천 달러에 육박한다고 측정되었다.3) 

이렇듯 다수의 순간적인 결집과 해산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몹은 그만의 창의성, 도발성, 화제성 등의 특성을 갖

고 있어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업화된 플래시 몹은 더 이상 플래시 몹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

리도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플래시 몹 형식을 차용한 광고 등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하여 하나의 프로모션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래시 몹이 상업화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플래시 몹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돕기 위해 플래시 몹의 의미와 역사, 특

성을 활용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기존 논문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과정 정남

석의 석사논문인 “플래시 몹(Flash mob)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지반응이 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위 논문은 플래시 몹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으

며, 플래시 몹 광고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다루고 있지 아니하였다. 국내 논문에서 아직까지 법적 쟁점을 다룬 

논문이 없는 관계로, 플래시 몹의 선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여러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미국 

논문에서도 일반적인 플래시 몹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찾을 수 있었으나, ‘상업화’된 플래시 몹의 법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전자인 경우에도 플래시몹이 다른 보호가치를 침해하는 측면에 대한 

논점이 주로 논의되었고, 플래시 몹을 법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보기 어려웠다.4)

  이러한 연유로 본 논문은 기존의 법학 쟁점을 새로운 광고 형태인 ‘플래시 몹’에 응용시키거나, 저자의 독

자적인 문제의식에 기인한 쟁점제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신개척지’인 상업형 플래시 몹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수업을 맡고 계신 남형두 교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논

의 방향을 제시해주셨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남형두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위 수업에서 토론

을 통해 다양한 영감을 준 수강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  Philip Grant, Elsamari Botha & Jan Kietzmann, “Branded flashmobs: Moving Toward a Deeper Understanding of Consumers’ Responses to

2)  Video Advertising”,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15:1, 2015, p.28.

3)  정남석, “플래시 몹(Flash mob)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지반응이 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

문, 2013, 94쪽.

4)  이는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품이 반드시 창작적이어야 하고,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순간적이

고 예측불가한 성격의 플래시 몹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했을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Ⅲ-1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되지만, 플래시 몹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특칙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본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응당 인정돼야 하

나, 유명인사나 장시간 카메라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닌 플래시 몹 광고에서의 일반인들의 퍼블리시티

권이 갖는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몹은 그 참여인원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주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참여인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떠나 플래시 몹 대행자 또는 

광고 제작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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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적 이용을 위한 플래시 몹(Branded flash mob)

기업들은 전부터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왔다. 플래시 몹 모티브를 가장 먼저 시도한 

축에 속하는 포드자동차는 2005년 연주자와 장소를 마지막에 가서 이메일과 문자로 공개한 깜짝 무료콘서트

를 열었다. 포드 대변인은 당시 언론보도를 인용해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던 플래시 몹 현상을 밖으로 끌어냈

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12) 특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으로 기존 광고 산업이 광고제작→미디

어구매→광고노출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사슬에서 광고상품↔광고판매↔광고소비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가

치사슬로 전환되면서13) 플래시 몹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14)

서론에서 소개하였던 T-Mobile은 2009년 1월 댄스게릴라 이벤트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비틀즈 노래 플래

시 몹, 싱크로나이즈 플래시 몹 나아가 공항에서의 아카펠라 플래시 몹 등의 프로모션으로 매번 큰 화제와 광

고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15) 이동통신 뿐 아니라 의류, 보험, 방송채널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플래시 몹형 

프로모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3년 매트릭스 3 개봉 이벤트로서 플래시 몹을 활용한 이래 

삼성 갤럭시제품 광고, 은행광고 등에서 플래시 몹이 이용되고 있다.   

 

(2) 집회 수단으로서의 플래시 몹

플래시 몹의 화제성, 단체성 등의 성격으로 인해 플래시 몹은 사회에 시사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으로써도 이용되기 시작하였다.16) 대표적인 예로 2008년 촛불 시위가 다양한 플래시 몹이 실행되었고, 기존의 

엄숙하고 무거운 운동의 방식에서 탈피해, 축제적이고 감성적인 놀이를 동반하는 집합행동의 과정으로 다양

하게 표출되었다. 이로써 새롭게 변화된 시위문화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17) 

원칙적으로 플래시 몹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집회적 성격을 갖는다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

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 한하여 집시법 제6~1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플래시몹을 가장하고 시위를 하려 한다면 당연히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청소유니온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명동거리에서 약 30여분간 플

래시 몹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즉흥적인 공연형태의 모임이라 할 수 있

는 플래시 몹이라도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집회 시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모임이 퍼포먼스형식으

로 진행되긴 했지만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옥외집회라고 봐야 한다

고 밝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18)19)

12)  Lida Freund, “Spontaneity For Hire: Flash Mobs Go Corporate”, <The Wall Street Journal>, 2013. 5. 8,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

24127887323798104578453172650031706>, (2016. 12. 21-접속날짜)

13) 주정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11, 12쪽.

14) Philip Grant, Elsamari Botha & Jan Kietzmann, 위의 논문, p.28.

15) Philip Grant and Edward Boon, 위의 논문, p.192.

16) Lauren Claycomb, 앞의 논문, p.379.

17) 정남석, 앞의 논문, 25쪽.

18) 위의 논문, 27쪽.

19)  그러나 이와 같이 집시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확보를 통한 민주주의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사안

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결집하는 플래시 몹의 포맷을 차용하였으나 20~30여분간의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플래시 몹이 

‘순간적인 결집과 해산’으로 보통 3~5분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갖는 특성을 매우 이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플래시 몹이 아니라 집회의 성

질을 갖는다고 판시한 것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II.	플래시	몹의	의의와	변천사

1. 의의(초기)-목적성 없는 그 자체의 행위예술로서의 시작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특정 웹사이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

(flash crowd)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인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서로 모르

는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과 전자 메일,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통하여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놀이나 행동을 취하고는 금세 제각기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5) 참가한 사람들은 지시

사항에 따르기만 하면 되며, 해산 시간은 엄중히 지켜야 하고, 흩어지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

이다.6) 

플래시 몹의 창시자로 알려진 빌 와식에 따르면 플래시 몹은 원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의 비상업

적 결집을 뜻한다고 하였다. 초기의 플래시 몹은 자발적으로, 아무런 목적성 없이 순간적으로 결집하는 플래

시 몹 성격 그 자체만을 의미하였다.7) 이 시기의 플래시 몹은 모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행

위 자체만을 즐기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 6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호텔 로비에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15초간 박수를 치고

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일이나, 같은 해 9월,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서 30여명의 사람들이 “UFO가 나타났

다!”고 외치고는 모두가 잠시 쓰러져 있다가 흩어진 일이 있다.8)

2. 플래시 몹 이용의 확대-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퍼포먼스

플래시 몹은 기존의 ‘목적 없는 순간적인 결집’자체의 해프닝에서 나아가 그 확산성, 화제성 등의 특징에 의

하여 다양한 의도로서의 플래시 몹으로 꾸준히 발전한다. 대중들의 단순 관심사 표출과 기업 홍보의 역할을 

비롯해 사회적·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9) 엄밀히 말하면 이는 더 이상 플래

시 몹이 아닌 ‘스마트 몹’의 형태라고 봐야 하지만, 그보다는 그 특징성과 활용도를 감안하여 ‘branded flash 

mob’, ‘political smart mob’ 등으로 구별하여 불리고 있다.10)11)

5) Wikipedia, “Flash mob”, <https://en.wikipedia.org/wiki/Flash_mob> (2016. 11. 13-참고날짜)

6) 임상현, 김개천,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플래시 몹의 공간적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6), 2013, 184쪽.

7)  Lauren Claycomb, “Regulating Flash Mobs: Seeking a middle approach that preserves free expression and maintains public order”, University 

of Lousiville Law Review, Vol. 51:375, 2013, p.379.

8) 위키피디아, “플래시몹”,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9E%98%EC%8B%9C_%EB%AA%B9>(2016. 12. 12-접속날짜)

9) 정남석, 앞의 논문, 25쪽.

10) Lauren Claycomb, 위의 논문, p.381.

11)  Philip Grant and Edward Boon, “When the persuasion attempt fails- an examination of consumers’ perception of branded flash mobs”, Journal 

of Public Affairs, Vol. 13 No.2, 2013, ; Philip Grant, Elsamari Botha & Jan Kietzmann, 앞의 논문; Rheingold, Howard. “17 Mobile Media and 

Political Collective Action.”, Handbook of mobile communication studies,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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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바이럴 효과를 꾀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상업형 플래시 몹’ 보호방안에 대해서

는 ‘영상’형태로 확산되는 플래시 몹과 ‘현장’에서 플래시 몹이 벌어지는 그 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해 나누어 검

토해보도록 하겠다. 

(1) 촬영현장에서의 플래시 몹

플래시 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자체는 짧은 뮤지컬, 거리극 등과 흡사한 공연예술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래시 몹 작품도 ‘공연 예술적 저작물’24)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결합저작물로서의 보호

대법원은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

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5)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판례는 뮤지컬, 무언극, 오페라의 경우 ‘결합저작물’로 보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26)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뮤지컬을 ‘결

합저작물’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전체로서의 뮤지컬 저작물 중에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러한 기여분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 속에 종합예술로서 뮤지컬을 구성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7)

이에 비추어 볼 때, 플래시 몹의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음악, 안무, 시나리오 등이 결합됐다는 측면에서 결

합저작물로 분류할 여지가 있으나, 플래시 몹의 주된 특징은 일반인의 ‘참여’에 있다는 점, 뮤지컬 등의 경우에

서도 각 부분이 분리돼서 이용되는 면이 실상은 크지 않고, 실제 공연에서는 음반 등도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

우가 많지 않다는 점2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별적 이용가능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2) 공동저작물로서의 보호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을 말한다.29)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선 각자의 ‘창작적 기여’와 공동의 ‘창작행위’, 그리고 주관적 요소

로서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30)

24) 정영미,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42쪽.

25) 사건번호: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49 결정

26) 정영미, 위의 책, 26쪽.

2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08쪽.

28) 정영미, 위의 책, 30쪽.

29)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0) 오승종, 위의 책, 291-293쪽.

3. 플래시 몹의 일상화-대행업체의 등장과 개인적 이벤트로서의 활용

2003년 시작된 플래시 몹은 종래엔 찾아볼 수 없던 순간적 다중의 퍼포먼스로 획기성으로 인한 큰 화제를 

낳았지만, 그 확산의 속도와 플래시 몹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인해 2010년대에 와서는 보다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잦아졌다. 즉, 집회, 마케팅, 캠페인 등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메시지전달창구역할뿐 아니라, 개

인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벤트로서의 플래시 몹 활용도 활발해지게 되었다.20) 오히려 횟수로만 기산한다면 

기업광고보다도 생일축하행사, 프로포즈 등의 이벤트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플래시 몹의 수요에 발맞추어 미국에서는 2009년을 시작으로 플래시 몹 전문 대행업체가 생기

기 시작하였다. FlashMobAmerica를 시작으로 DanceMobNation(DMN), BayAreaFlashMob(BAFM), 

BigHitsFlashMob 등의 플래시몹 기획, 제작, 대행 등을 전담하는 회사들이 나타난 것이다.21) 이들은 회사 제

품 광고뿐 아니라 론칭행사, 기업행사, 컨퍼런스 등에서 플래시 몹을 제작, 공연하며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의 

각종 축하이벤트를 위한 플래시 몹 기획 및 대행 등을 전담하여 수익을 얻는다. 

LA에 본사를 둔 DMN은 플래시 몹 한 건당 평균 2,000~4,000달러를 받고, 난이도에 따라 최대 1만달러를 

받기도 한다. 역시 LA를 근거지로 하는 플래시몹아메리카(FMA)는 기업행사에 등장해 즉석댄스를 선보이는

데, 금액은 5,000~8만 달러다. 이들 플래시 몹 회사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

니라, 플래시 몹의 의외성, 획기성, 확산성에 주목한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업

화가 되었다는 것이다.22)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플래시 몹의 상업적 이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댄스컴퍼니나 

이벤트대행회사에서 플래시 몹 이벤트를 기획, 제공하는 경우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미국의 플래시 몹 전문업체와 영국의 플래시 몹 중개업체23)의 존재와 플래시 몹 이벤트에 대한 회사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 추세를 볼 때, 플래시 몹 전문 업체가 향후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I.	상업형	플래시	몹과	관련한	법적	쟁점

1. 상업형 플래시 몹의 법적 보호 가능성 검토

플래시 몹을 이용한 광고는 앞서 소개하였듯 플래시 몹 현장에서의 영상을 담은 컨텐츠가 인터넷 등 소셜미

디어를 통해 확산되거나, 기획자 측이 영상화한 것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TV나 인터넷 매체에 광고로 내보 

 

20) 위의 논문, 15-19쪽.

21)  Paul Krassner, “How Corporation Co-opted the “Flash Mob”, <AlternNet>, 2013. 9. 16. <http://www.alternet.org/culture/how-corporations-co-

opted-flash-mob> (2016. 12. 21-접속날짜)

22) Lida Freund, 앞의 기사.

23)  영국 소재지 “Top Secret Agent”에서는 프로포즈, 축하공연, 프로모션, 기업을 위한 플래시 몹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공연자

들과 매칭하고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topsecretagent.co.uk/> (2016. 11. 12-접속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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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어느 한 저작물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은 같은 플래시 몹 형식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소

를 결합하거나 창작하여 천차만별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플래시 몹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며 개인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논란의 여

지가 없을 것이다.39) 따라서 각각의 플래시 몹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인다.

(2) 영상광고로서의 플래시 몹

1)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

개별적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표현된 광고물의 전체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

이   있는 것’이라면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40)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

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41) 중요한 것은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작물의 저

작작의 권리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제5조 2항, 제6조 2항) 이는 편집저작물이 작성됐다고 해

서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보호와는 전혀 

별개로 원저작물의 권리가 여전히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편

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별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저작권자로부터의 사용 동의 등)이 전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래시몹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플래시몹을 이루는 개개의 음악, 안무 

사용에 대한 별도의 허가절차 등이 요구된다. 

 

2) 영상저작물로서의 보호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42) 광고는 광고주의 사상 또는 

감정이 연속적인 영상에 표현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전자 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표절금지)

에서 ‘방송 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을 보면 방송 광고도 저작권법의 보

호 대상인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43) 

따라서 ‘플래시 몹 광고’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없다면 광고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광고의 저작권자’는 대부분은 

광고의 기획, 제작, 집행 및 효과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광고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기 때문에 광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44) 

39) 윤용근, 하병현,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법 이야기』, 넥센미디어, 2013, 21-23쪽.

40)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 조재영, 조태선, “방송광고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103), 2014, 270쪽.

42)  저작권법 제2조(정의)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3) 위의 논문, 271쪽.

44) 위의 논문, 272쪽.

플래시 몹의 경우도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저작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

으나, ‘공동창작의 의사’를 좁게 해석하는 주관설(다수설)의 입장31)에서 보면 창작 당시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

었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플래시 몹 기획 당시부터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플래시 몹 작품을 공동으로 

창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저작물로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32)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편집물이어야 하고,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

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단, 개별 소재는 그 자체가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는 없다.33)

플래시 몹의 경우 각 개별 요소들의 구성상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은 각 소재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플래시몹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이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4) 미국의 경우

미국은 저작권법 제5조(d)에서 ‘연극저작물’이라고 하고, ‘수반되는 음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music’으로 연극, 영화 등을 포섭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무

용저작물’은 별도의 범주로서 보호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음악을 수반하는 연극저작물인 경우 별개의 독립

된 저작물인 다수의 기여분이 집합적인 전체에 조합되어 이루어진 ‘집합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35)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작품이 반드시 창작적이어야 하고, 유형의 매

체에 고정되어야 한다36)37)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래시 몹이 현장에서 생 실연되는 경우가 저작물로 인정되

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용의 경우 기록됐거나 녹화되었을 때 한해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

으로 볼 때, 플래시 몹이 창작성이 인정되고 영상으로서 녹화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38)

5) 소결

앞서 살펴보았듯 상업화된 플래시 몹의 유형도 형태별로 다양하며 그 구성요소 및 플래시몹 제작에서 투입

되는 창작성 등이 제각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의사를 

가지고 플래시 몹 이벤트를 기획하였다면 이는 공동저작물로 포섭될 수 있고, 각 개별적 저작물이 결합된 플

래시 몹의 경우 결합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그 구성에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편집저작물로

서 보호될 수도 있다. 

31) 위의 책, 294쪽.

32)  저작권법 제2조(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

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3) 명호인, 『한국저작권법』, 육법사, 2012, 155-158쪽.

34) 정영미, 앞의 책, 40쪽.

35) 위의 책, 6-7쪽.

36) 위의 책, 40쪽, 

37)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38) 위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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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더 넓어지고 상업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합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5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광고(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는 이익형량에 따라서 규제로부터 얻

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사익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규제 또는 보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보인다.53)

나. 플래시 몹 광고의 공공장소 이용 가부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

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여타의 집회와 이런 학문 등의 

집회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집회 중에서 제15조에 거론한 집회를 제외할 경우 남는 것은 정치성의 집회 혹은 

상업적 집회 정도이다.54) 이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집회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장소에서의 상업적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낮은 단계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

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플래시 몹 광고 촬영에 있어서도 공공장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집회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중의 평온, 공공질서 등의 공익적 가치가 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음을 추단

해볼 수 있다. 그러나 플래시 몹의 경우는 러닝타임 3분-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퍼포먼스의 성

격을 갖고 있으므로55), 공공장소를 순간적으로 플래시 몹 촬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공중의 평온 등의 공익이 

문제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유지에서의 플래시 몹 광고촬영(무단침입 문제)

사유지에서 플래시 몹 광고를 촬영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 및 관리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등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일례로 상업적 목적에 의한 플래시 몹은 아니

지만 일상생활의 단순한 오락, 재미를 위해 플래시몹 이벤트를 구현하는 미국의 ‘임프루브에브리웨어(Improv 

Everywhere)’라는 단체는 지난 2014년 한 상가에서 마네킹 몹 이벤트를 실행하다가 경찰에게 무단침입 혐의

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56) 미국에서는 이미 플래시 몹의 형태를 악용한 동시다발적 절도범행인 ‘플래시 롭

(flash rob)’의 범죄유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57) 사전에 고지를 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사유지에 들

이닥치는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광고촬영에 앞서 사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를 찾아 그의 동의를 얻는 사전절차가 필수

적이다. 상가건물과 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 방법으로 출입

하거나 특별한 개인적 출입금지에 위반한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58) 주거침입죄의 객체 범

위에는 ‘관리하는 건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 폐쇄된 별장, 공장, 창고, 극장, 관공서의 청사 

등이라도 사전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허가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주거침입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요청된다.59) 

52) 위의 논문, .73쪽.

53) 이시훈, 앞의 논문, 58쪽.

54) 한상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49쪽.

55) Anne Duran, “Flash mobs: Social influence in the 21st century”, Social Influence, 1:4, 2006, p.302.

56) Improveverywhere, “Improveverywhere tresspass”, <https://improveverywhere.com/2014/04/29/the-mannequin-mob/>(2016. 12. 8-접속날짜)

57) Lauren Claycomb, 앞의 논문, p.381.

58) 이재상, 『로스쿨 형법』, 윌비스, 2015, 484쪽.

59) 양재규, “주인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 신문과 방송, 2011, 88쪽.

3) 소결

플래시몹 형태의 영상 광고는 편집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상 광고의 경우 저작권법

상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며 방송 광고 또한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 특히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에 따라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권리양도 추정의 특례가 있어 광고를 영상저작물로 인정할 실익이 크

다. 즉,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실연자에 대해서도 그 영

상저작물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에 한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45)

 

2. 상업형 플래시몹의 법적 침해 문제

(1) 장소 관련 문제

1) 공공장소에서의 플래시몹 광고 촬영(표현의 자유와 공중의 평온 충돌 문제)

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인정 여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표

현의 자유는 자기통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46) 

한편, 광고로 대표되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47)

광고 등 상업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조차 한동안 헌법적 보호대상 밖에 있었다. 광고

는 상업적 동기에 의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상, 의견의 전달을 상정하고 헌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표

현의 자유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광고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많은 정보적 가치를 지니므로 다른 

표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호를 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1975년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보다는 조금 보호수준을 낮

추어, 상업광고 규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는 ‘필요불가결한 국가이익(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이

라 는 엄격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또는 중요한(substantial or important)’ 필요만 있으면 규제할 수 있다는 

한 단계 낮은 헌법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48)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견해가 우세

하다.49)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 그러한 근거로는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50) 다만 상업적 광고 내용에 ‘공익을 포함하는 때’라고 함으 

로써 공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51) 또한 정치적 표현 행위와 다른 법적 성격 때문에 상업

광고 규제는 위헌성 판단에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표현물에 비해 

45)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245-249쪽.

46)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53-55쪽.

47) 이시훈, “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가을호, 2012, 57쪽.

48) 김옥조, 위의 책, 107-110쪽.

49) 이시훈, 위의 논문, 58쪽.

50)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 2008.6.26., 헌재 1998. 2. 27. 96헌바2

51) 윤성옥,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4권 제2호, 2016,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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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판매용’은 판매의 목적으로 그림엽서, 달력, 포스터, 슬라이드 사진, 화집

이나 도록 등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전형적인 예로 언급된다. 이 용어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영리성 해석만큼

이나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영리성’보다는 좁은 의미로 이해된다.68) 따라서 광고에서 영리목적

으로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판매용’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야외에 있는 건물을 배경으

로 광고를 찍는 것이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건축가가 자신의 저작물(건물)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순간 대중에의 시각적 노출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다

면 광고주에게 지나친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건축저작물 침해보다 파노라마의 자유가 우

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타인의 권리 침해 관련 문제

1) 일반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가. 문제점

플래시 몹을 활용한 광고는 그 현장성, 예측불가성을 통한 관객과의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플래시 몹

을 맞닥뜨린 일반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움과 감동의 모습을 모두 영상에 담아 가감 없이 광고로 내보내는 특성

이 있다. 이것이 플래시 몹 광고가 가져다주는 주요한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인 시민들이 광고화

면에 노출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은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69)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검

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초상권 침해 여부

① 초상권 의의 및 인정여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

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헌법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및 판례를 통해 그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70)

② 관련 법리

인터넷심의규정 제12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인터넷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

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1)

68) 최진원, “건축 저작물의 광고 이용에 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2009, 419쪽.

69) 오승종, 앞의 책, 830쪽.

70) 이시훈, 앞의 논문, 56쪽.

7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 가이드북(실무자를 위한 법제도 안내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010, p.37.

3) 건축저작물이 배경으로 등장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가. 문제점

플래시 몹이 광고로 활영될 때 그 광고의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이 등장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2009년 일명 ‘UV하우스‘ 사건에 의해 제기되었다.60) 이는 공공

장소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촬영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출판, 배포, 방영하는 행위에 대

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의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61)

  

나. 한국의 경우

국내 모 은행의 광고 속에 UV하우스라는 건축물이 배경으로 사용된 것을 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 측에

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은 것은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니 그에 따른 보상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던 사건에서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나, 2심에서 “광고제작사가 건축가

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62)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TV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부재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계기로 건축저작권자로부터 광고 촬영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늘어날 여지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63)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 조항(저작권법 제35조 제2항)64)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65)

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저작권법은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구체화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반

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건축저작권은 당해 저작물을 그림, 회화, 사진이나 기타 회화

적 표현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6)

워너 브러더스사가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촬영장소로 LA시내의 유명 건물(특이한 조형물로 유명한 건물이

었음)을 사용한 것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자유로운 촬영과 영리적 배포를 인정하여 저작권 침

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시 westerham 공원에 설치된 건축조형물의 사진을 의류

회사가 무단으로 티셔츠에 인쇄하여 대량 판매한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67)

60) 정원일, “광고배경 속 건축물의 저작권 침해 논란”, DAEHONG COMMUNICATIONS, 2010년 7월/8월호, 59쪽.

61) 윤춘섭, “건축저작물의 촬영 및 영리적 배포에 관련된 국내 저작권법 조항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11), 2010, 19쪽.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7. 2007나30491  손해배상(지) 제8민사부 조정조서 참조.

63) 정원일, 위의 글, 59쪽.

64)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

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 하기 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

매의 목으로 복제하는 경우

65) 윤춘섭, 위의 글, 20쪽.

66) 정원일, 위의 글, 59쪽.

67) 윤춘섭, 앞의 글,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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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77) 다만, 하급심판결은 1995. 6. 23. 선 

고된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

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정의내린 이래78),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들이 병존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이 계속되고 있다. 

②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①유명인이 아니라도 타인이 성명, 초상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 초상에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좌이며, ②일반

인도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므로 그의 이름이나 초상이 무단이용된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③무엇보다도 유명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으므로 

유명인이냐 일반인이냐의 여부는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권리의 존부자체를 결정할 요소는 아니라

는 측면에서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는 긍정설이 통설적 견해이다.79)

한편 ①기존의 판결 중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의 보호를 인정한 판결은 소수이고, ‘유명인’을 요건으로 한 

판결에도 별 문제가 없는 점, ②이미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안에서 상품표지의 주지저명성을 판단한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는데, 상품표지의 주지저명성과 퍼블리시티 보호에 있어서 ‘유명인 여부’의 판단 모두 

본질적으로 ‘고객흡입력의 정도’라는 두 보호대상의 핵심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이라는 점, ③실제로 일반인에

게도 퍼블리시티의 보호를 인정한 판결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재산상의 손해

액 산정을 하지 않거나 성명·초상권 침해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액수만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명

인만 퍼블리시티의 보호를 인정하고 일반인은 인격권인 초상권이나 성명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이

라는 반대측 견해도 있다.80)

그러나 소설가 이효석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81)과 허브좌훈 사건82)에서 법원이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

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미국에서도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 견해인 점, 

인터넷이 발달에 힘입어 일반인의 아이덴티티가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플래시 몹 촬영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광고에 이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며,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가장 전형적인 침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83) 초상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자기 동일

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비록 정면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84) 따라서 플래시 몹 

광고에서 일반인의 모습이 삽입됐을 경우 그 당사자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77) 허중혁, “퍼블리시티권 인정 침해 한계“, 辯護士 (第45輯), 2013, 587-588쪽.

78)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저스티스(제86호), 2005, 104쪽.

79) 오승종, 앞의 책, 832쪽.

80)  박준우,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법률신문, 2014. 12. 4.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200>(2016. 12. 8. -접속날짜)

81)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82)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3370 판결

83) 오승종, 앞의 책, 834쪽.

84) 이창협,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2), 2008, 75쪽.

한편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또한 최근 대법원은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보

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를 광

고목적으로 게재한 것을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였다.72) 

한편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도록 촬영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판결

이 있다.73) 

③ 소결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의 초상을 광고에 실을 경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래시 

몹 광고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초상을 광고에 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

한 광고를 활용하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모습을 담았건 마찬가지다. 광고에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

이면 누구든 관계없이 모두에 대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고, 그 인지의 정도는 본인이 자신의 초상이라

고 인지하면 족하다고 보인다.74) 

따라서 플래시 몹 광고제작에 있어서도 초상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영상을 전파

한 경우에도 여전히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염두하여야 한다.75) 대표적으로 플래시 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반인을 카메라에 담았을 경우 피촬영자가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담아 광고로 내보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플래시 몹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

길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플래시 몹 광고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가 있지 않는 한 촬영에 동의

하였다고 간주하는 등 일반인의 촬영 동의절차에 있어서의 특칙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①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자기동일성, 즉 성명이나 초상 등의 인격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구매흡입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

수한 인격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를 담고 있다.76)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격으로 인해 인격권

과는 달리 양도성이 인정되고, 손해배상범위, 입증책임 등에서 인격권과의 구별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문법주의 및 물권법정주의를 취하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2012. 2.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우리의 경 

 

 

72)  한수진, “내 얼굴 맘대로 광고에 써놓고 위자료는 고작 300만원?”, <SBS뉴스>, 2015. 7. 2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87796>(2016. 12. 8-접속날짜)    

김한솔, “머드 축제 포스터 그 속에 내 얼굴...”300만원 배상 판결“, 경향신문, 2015. 7.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1422121&code=940301>(2016. 12. 21-접속날짜)

73)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74) 이승선, “초상의 상업적 사용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8(1), 2006, 243-244쪽.

75)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판결에서는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부정적 내용으로 방송한 행위가 사

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76) 이광진,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한양법학 26(4), 2015,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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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200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순간적 모임으로서 새로운 행위예술로서 등장한 플래시 몹

은 그 주목성, 확산성, 창의성 등의 장점에 힘입어 기업들의 제품,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플래시 몹이 상업화됨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선 플래시 

몹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며 개인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 편집저작물, 나아가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상업화된 플래시 몹은 그 영리적 성격과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에서 장소 이용의 문제, 무

단침입,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 등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업화된 플래시 몹에 대한 법적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

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리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플래시 몹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앞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후 발생한 분쟁에서 초래되는 손실로 인해 저비용으로 큰 바이럴 효과를 낳

는 플래시 몹 광고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퍼블리시티 가치는 유명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85) 특히 플래시 몹 광고에서의 일반인은 ‘관객으로서의 진솔한 반응’을 보여주는 데 그

치므로 일반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가치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정

신적 고통의 손해액을 넘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불법행위 문제

가. 문제점

플래시 몹은 공중들에게 깜짝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바, 이 때 플래시 몹 참여인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문

제될 수 있다. 이 때 그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플래시 몹 주체자, 즉 

플래시 몹 대행자 또는 광고 제작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사용자책임 가부(민법 제 756조)

① 요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용관계의 존재, ②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③사용자의 선임, 감

독상 주의의무 결여가 있을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플래시 몹 진행과정에서 플래시 몹 참여인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히 ①사용관계의 존재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② 사용관계의 의미(판례의 태도)

‘사무’는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며, ‘사용관계’란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

서 자기가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여전히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

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86) 

(3) 검토

플래시 몹에서는 플래시 몹의 일시적인 사무의 성격도 ‘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

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플래시몹 대행업체의 경우 플래시 몹 참여자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는

다는 점, 플래시몹 주최자의 감독, 지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85) 박종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 2007, 104-105쪽.

86) 윤동환, 『민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6, 92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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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I.	서론

이제는 1인 방송 시대이다. 누구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

게 되었다. 1인 방송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방송을 하는 단계까지 모두 스스로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기존 방송 산업에서의 방송에 대한 개념을 허물었다. 하지만 1인 방송 또한 산업으로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에만 MCN1)산업 규모를 2000~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올해에는 5000억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

한편, 2016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산업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3)’

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음반산업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가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한 보상금 계약을 방송에 대한 계약으로 바꾸거나 갱신토록 행정지도하였다.4) 즉, 영상이 포함

된 실시간 웹캐스팅에 대하여 그 동안 공중송신의 하위개념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문화체

육관광부가 이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기타 공중송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는 반대

되는 판단인데,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보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관련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기존 방송에서는 방송행위의 주체가 ‘전파의 희소성’으로 인해 방송국에 한정되어 방송행위의 주체

가 곧 방송사업자였지만, 1인 방송의 경우 개인 창작자·MCN 또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 방송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의 특징을 그대로 1인 방송에 적용하여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인 방송의 특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1인 방송의 방송행위가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방송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1인	방송의	특징	및	저작권법적	쟁점

1인 방송은 개인이 콘텐츠의 제작부터 편집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송신까지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기획·제작·편성 그리고 송신의 과정에 개별 주체가 존재하던 기존 방송 산업의 개념을 허물었다. 하지

만 우리가 과거 UCC 열풍이 있었을 때 이를 방송이라고 일컫지 않고 현재의 1인 방송을 ‘방송’으로 칭할 수 있

는 부분은, UCC 창작자들은 오직 개인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전문적으

로 콘텐츠를 생산하였다면, 이제는 시청자에게 자신의 영상이 도달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수익을 목적 

 

1)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1인 방송의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품, 프로그램 기획, 결제, 교차 프로모

션,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및 잠재고객 개발 등을 제공하여 콘텐츠 제작자가 오직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에만 집중하도

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명호,“1인 창작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케이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7·8월호, 42면

2) 정재훈, “산업으로 거듭난 MCN, 하위문화 오명 벗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5820>(검색일 2017.8.18) 

3)  웹캐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정의가 있다. 1.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비디오 프로그램을 동시에 라이브로 보내는 것. 2.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선별된 정보를 보내는 것.  *실시간 웹캐스팅의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 해당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75&ci

d=43659&categoryId=43659>(검색일 2017.8.15)

4)  김현아 기자, 문체부 “아프리카 TV는 방송”...음산협에 계약변경 행정지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

020886612519688&DCD=A00504&OutLnkChk=Y>(검색일 2017.8.3) 

이제는 1인 방송 시대이다. 누구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할 수 있게 되었다. 1인 방송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방송을 하는 단계까지 모두 스스로 하는

데 그러한 점에서 기존 방송 산업에서의 방송에 대한 개념을 허물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산업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은 현행 저

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기존공중송신 분류방식에 의해 ‘기타 공

중송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는 반대되는 판단인데,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보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관련 타당성을 검토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방송에서는 주파

수의 이용이 소수의 방송국에 한정되어 방송행위의 주체가 곧 방송사업자였지만, 1인 방송의 경우 개

인 창작자·MCN 또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 방송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의 특

징을 그대로 1인 방송에 적용하여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이 방송설비를 제공하고 따라서 이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아 방송사업자로 규

정할 수 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보는 것에 따른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작년에만 1인 방송과 MCN산업 규모를 2000~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올해에는 5000억이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적인 법적안정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적으로 충분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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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작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YouTube, 아프리카TV 등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해 방

송을 하는 경우, 개인 창작자는 스스로 저작자가 된다. 이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입장에서는 1인 창작자와 

MCN은 기존 방송과 비교하면 외주제작사의 모습을 띠고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은 방송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를 편성하여 송신까지 개인 창작자와 MCN에 의해서 주체적으

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송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물론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사업자’를 단순히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의 사업자가 개인 창작자들의 ‘방송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되

지 않을 이유는 없다.10) 

여기서 특이한 점은 MCN의 존재인데, 위의 그림과 같이 MCN은 개인 창작자에게 1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

하고 방송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온라인동영상플랫폼으로부터 나오는 광고비를 

개인 창작자와 나눈다. 

대표적인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인 YouTube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YouTube는 광고 수

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 창작자와 45:55로 배분하고, 개인 창작자와 MCN 사업자는 그 55에서 다시 3:7~1:9 

비율로 재배분하는데, MCN 사업자가 1인 크리에이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YouTube 광고 수익의 

5~16% 정도에 불과하다.11) 

이는 MCN과 개인 창작자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지 YouTube만을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서 채널을 만들어 광고수익을 얻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MCN의 1인 방송에서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

념으로 본다면 MCN은 1인 방송에서 개인 창작자들의 매니지먼트 개념 정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

의 MCN은 종합미디어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스스로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갖추고 창작자들이 일종의 

제작자로서 참여하는 형태 또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면 MCN이 진출 가능한 영

역이 훨씬 커진다.12)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MCN을 바라보면 중소규모의 MCN만이 적용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국내 MCN 산업을 이끌고 있는 트레져헌터, 아프리카 TV, CJ E&M의 DIA TV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때, 개인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판단에서 MCN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개념의 구분을 

고려하면 MCN이 창작에 관여한 비중에 따라 개인 창작자의 권리 범위가 다를 것이다. 예컨대 개인 창작자가 

MCN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그저 캐릭터로서 등장하였을 뿐 영상의 기획·제작·송신 등이 MCN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개인 창작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13)로서만 인정된다. 

물론 아프리카 TV처럼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매니지먼트 역할과 동영상플랫폼으로서의 역

할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6), 978면

11) 2016년 국내를 기준으로한 YouTube와의 배분구조이다.   

이은영, 『MCN 백만 공유 콘텐츠의 비밀』, 키다리(2016), 33면

12) 최형우, “국내외 산업 동향 MCN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전파진흥협회(2016), 93면

13)  저작권법 제 2조 제 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위,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가 된 것에 있다. 그리고 1인 방송의 일종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MCN의 존

재와 YouTube, 아프리카 TV와 같은 영상을 송신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은 1인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1. 1인 방송의 특징

(1) 1인 방송의 의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개인도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게 되었다. 1인 방송은 1인 미디어와 방송을 창작하는 크리에이터(Creator)로 구성된다. 

 1인 미디어는 웹캠5)을 활용하여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편집을 하는 등의 콘텐츠 제작

과 더불어 유통까지의 전체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Youtube에서 등장한 용어로서 동영상을 창

작하고 업로드 하는 자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로 인해 BJ (Broadcasting Jockey)라는 용어로 유

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방송을 하는 자를 ‘개인 창작자’ 혹은 ‘1인 창작자’6)로 

표현하고자 한다. 

1인 방송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를 가진 단어는 아니다. 따라서 1인 방송이 꼭 한명이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등장하여 기획·제작하고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개인 방송’이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웹 2.07)의 개념이 확산되어 ‘1인 

미디어 시대’ 라는 용어가 부각되었고 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1인 방송’으로 

정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인터넷에서도 방송을 하는 simulcast 방식은 제외한다. 

(2) 1인 방송과 MCN  

1인 방송은 기존 방송 산업과 대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창작자·MCN·온라인동영상플랫폼으로 구성된다. 

<그림 1> MCN의 가치 사슬8)9)

  

5) 웹캠이란 웹(web)과 카메라(camera)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거나 서비스되는 인터넷 캠코더를 말한다. 

6)  1인 방송자, 크리에이터, BJ 등 많은 용어가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저작물을 창작

한 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7)  웹 2.0(Web 2.0)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2.0> (2017.8.19. 검색)

8) 고문정·윤석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비즈니스 모델 탐색”,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3권 제 1호 (2016), 70면

9)  MCN이 개인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 관리란 기본적으로 YouTube 기준에 따라 콘텐츠 ID라는 툴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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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앞서 1인 방송은 개인 창작자가 스스로 혹은 MCN의 도움을 통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서 방송을 하

는데 이때 방송이 이루어지는 주체를 기존 방송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 방송사업자가 되지

만, 1인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는 개인 또한 방송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창작자와 이를 돕는 MCN 또한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도 갖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방송에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

하여 1인 방송의 저작권법적 성격을 판단 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III.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여부	검토

1. 기존 공중송신 분류 방식에 따른 판단

(1) 공중송신 개념도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제 2조 제 7호에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

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①‘공중을 대상으로 할 것’ ②‘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할 것’의 개념요소만 포함하고 있을 뿐19) 말 그대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에 대하여는 그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림 2> 공중송신 개념도20)

               

이때, 공중송신이라는 상위 개념에서 방송(저작권법 제 2조 8호21)), 전송(저작권법 제 2조 10호22)), 디지털

음성송신(저작권법 제 2조 11호23))의 정의 개념을 소거하여도 남는 영역에 대하여는 조문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해석상 기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예컨대,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새로운 공중송신의 방법이 방송·전

송·디지털음성송신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공중송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저작자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송신이 등장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2), 392면

20) “법률 제 8101호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관광부(2006), 19면

2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2)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3)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 저작권법 관련 쟁점사안

(1) 의의  

1인 방송이 저작권법에서의 방송과 차이를 보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의 디지털화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란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디지털방송사업자는 

고화질, 고음질의 고품질 방송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역폭에서 보다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고 

방송의 쌍방향화와 멀티미디어화를 통해 방송의 고품질화, 다채널화, 다기능화 및 타 미디어와의 융합 등을 

통한 멀티미디어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14) 

저작권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존 방송과 비교하여 ‘전파의 희소성’15) 측면에서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하여 방송사업자만이 허가를 받아 소유하였다면 이제

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공중송신의 하위개념 중 ‘방송행위’에 대해서

만 규율하는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상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졌다.

예컨대 방송법16)의 경우 방송법 제 2조 제 1호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

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의 개념을 기획·제작·편성 그리고 

공중에 대한 송신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17) 방송법상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파의 희

소성 문제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방송을 규정하기 때

문에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판단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사안

1인 방송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이루어질만한 사항이 많다. 특히 개인 창작자가 직접 제작한 순수 창작물보

다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형태로 저작권 침해 빈도수가 많고 이것이 불

법행위라는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18)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1인 방송의 저작권법적 성격에 관한 근본적

인 문제를 논의한 후 판단하여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1인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법적검토와 더불어 그렇다면 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지위는 누가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쟁점사안으로 판단한다.

우선 1인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

팅을 통해 1인 방송이 이루어지는 송신을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유권해석하였지만, 기존의 공중송신 분류방식

을 따르면 방송이 아닌 ‘기타 공중송신’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디지털 송신을 포함한 관점에서 보면 방

송으로 포함한 해석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14) 최영묵, 한국방송정책론, 논형(2010), 22P

15)  전파는 근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이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최대 13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인데, 이렇게 유한한 것이며 소수의 제한된 사람만

이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공익이나 편익, 필요를 위하여 전파가 사용된다. 이러한 논리로 정부에 의해 허가된 사람만이 방송 전파를 사

용한다. 하지만 위성과 케이블의 발달로 수십, 수백 개의 채널 가용이 가능해졌고 점점 그 희소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1인 방송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저작권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세경, 『방송학원론』, 이화출판(2016), 24-25면

16)  방송법의 목적은 제 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

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17) 김희경·노기영, “MCN비즈니스에서 BJ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 적용 가능성 분석”,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통신학회(2016), 19면 

18) 이희수, “1인 미디어 이용자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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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의 분류를 따르면 1인 방송의 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과 같이 수신자가 해당 1인 방송을 온라인 웹페

이지에서 선택하여야 비로소 송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의 표와 같이 쌍방향성을 가지면서 전송의 특징

과는 다르게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된다. 

그러나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공중송신으로 분

류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29)

하지만 위와 같은 분류는 저작권법의 법 취지와 더불어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류라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저작권법은 방송 그 자체의 발

전과 공익적 목적에 대하여 규율하는 방송법과는 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

고 이를 공중에 송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저작권법에서의 방송은 그 포함되는 범위를 방송법보

다 더 넓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매체의 쌍방향성’에 따른 분류에 의거하면 ‘저작권법에서의 방송은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전

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으로서 방송은 원칙적으로 그 방법에

는 제한이 없고 저작자가 고려하는 판단은 오직 공중의 구성원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때

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공중송신 중 방송에 포함된다는 소견
30)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이라 규정하여 디지털 송신에 대

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편의를 이유로 저작물이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또한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공중송신에서 송신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의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중송신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송신을 규율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는 

디지털 송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송신은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담고 있다. 이를 ‘방통

융합 서비스’ 또는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합은 방송에서 이용자가 주도하여 

내용을 선택하고 양방향소통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31) 

특히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송신이 이루어지는데, IPTV 서비스와 더불어 미디어 서비스의 측면에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구분에서 역할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9)  다수설이라고 명시된 문헌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 공중송신의 하위분류 중 ‘기타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완, 전게논문, 397면; 오승종, 전게서, 557면; 이진태·임종인, “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중앙법

학회』, 제 12집 제 2호(2010), 455면 등 

30)  2006년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방송에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은 포함되지 않음을 SCCR/15/2 Rev.2006, Article5 definitions 

(a)에서 나타내었으나, 2017년 현재 방송의 개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1) 정화섭·서흥수·고우종, 『디지털 방송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차송(2008), 66면

(2) 기타 공중송신에 포함된다는 견해

기존의 공중송신 하위개념을 나누는 분류는 5단계의 조건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공중송신의 방법에는 제

한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공중송신의 개념요소에서 파악한 것과 같다. 두 번째는 공중송신과 그 하위개

념은 송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공중송신권24)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의 규정을 가진 저작권법 제 2조 제 7호의 공중송신의 정의를 따라,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제 2조 제 8호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제 2조 제 10호 ‘전송’)을 보면 저작자가 공중송신을 하

는 주체로서 그 방법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지 혹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할지를 결정

한다. 이때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방법을 ‘동시성’으로 표현하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

게 하는 방법을 ‘이시성’이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는 전송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중송신의 주체는 저작자이고 수신자가 어떤 식으로 

수신할지를 결정하지만,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이라는 수신자의 개

별적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making available)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신

자에게 수신의 방법에 대하여 일정부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말하는 권한은 저작물에 대한 권

리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자로서 개인의 자유에 따른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송의 정의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On Demand’25)라는 개념에 부합

한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주문형 방식이다. 판례26)는 “음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서 자신이 선택한 음원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을 ‘수신의 이시성’, ‘주문형’으로 표현하고, 반면에 “이용

자 누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을 ‘수신의 동시성’, ‘실시간형’으로 표

현하면서 대비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네 번째는 방송은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과 비교하여 수신자의 선택 혹은 송신 요청과 같은 정의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매체의 쌍방향성’27)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음성송신은 규정 그대로 디

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만을 말할 뿐, 영상이 포함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따라서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을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수신의	동시성 수신의	이시성

수신자의	송신	요청에	의하여

송신개시(쌍방향성)

음의	송신 디지털음성송신

전송

영상의	송신	포함 기타의	공중송신

수신자의	송신	요청과	무관하게

송신개시(일방향성)
방송

<표 1> 공중송신 분류표28)

 

24) 저작권법 제 18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25)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 등을 총칭하는 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754&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7.8.1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 판결

27) 이해완,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및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4권 4호(2012), 395면 

28) 이해완, 전게서,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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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고

정보기능
-	서비스	미디어의	보완적	기능

-	독립된	정보(뉴스,	생활정보	등)	서비스

인터넷	방송

-	인터넷	다시보기:	VOD		,	AOD

-	재가공	서비스:	UCC

-	방송	서비스:	채널	라이브	서비스

*다운로드형과	스트리밍형으로

구분	가능

IPTV
-	TV포털을	통한	라이브	채널	서비스

-	전용	셋톱박스	사용

결국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making available)”이라는 전송의 정의만이 ‘쌍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존 학설의 디지털 송신에 대한 오류는 디지털 송신은 모두 쌍방향

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디지털 송신36)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중송신에 대한 개념도를 새롭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비고

공
중
송
신

디
지
털

쌍
방
향

X O X
*주문형

스트리밍(VOD)

일
방
향

O X O
*디지털음성송신은

음의	송신만을	포함

아날

로그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표 3> 디지털 송신을 포함한 공중송신 분류표

        

우선 위의 공중송신 분류표는 공중 송신에서 송신을 분류하여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현하였

다. 이는 저작자가 공중에 송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의 

송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디지털 송신이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방송에 디지털 방식의 

송신 또한 포함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신 또한 저작권법상 방송에 적용할 수 있다.

분류를 따르면 먼저, 공중에 송신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공중송신에 대해서는 오직 방

송만이 해당이 될 뿐이기 때문에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디지털 방식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과 같이 쌍방향성과 일방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방향성은 방

송, 디지털음성송신과 같이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동시성을 갖고 있고 이는 실시간으

로 이루어지는 송신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송은 수신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주문형의 쌍방향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방송·디지털음성송신은 일방향성으로 구분되고 오직 전송

만이 쌍방향의 특성을 갖는다. 

영상을 포함한 실시간 웹캐스팅의 경우에는 영상을 포함한 일방향 디지털 송신이고, 음의 송신만을 포함하

는 디지털음성송신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된다.37)

이렇게 디지털 송신을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방송의 특징인 ‘전파의 희소성’을 사실상 저작권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방송사업자만이 방송에 대한 전파사용

을 인정하였는데, 디지털 송신의 등장은 방송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어짐을 의미하고 이는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짐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뒤에 방송사업자의 범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해석은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중의 구성원

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이라는 디지털음성송신이 갖고 있는 정의규정이고, 둘째는 방송이 디지털 송신을 

포괄한다면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송의 개념에 디지털음성송신이 하위개념으

로 포섭되어 개별조항으로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6)  하동철, 전게논문, 130면 

해당 논문에서 디지털 송신을 쌍방향/일방향 특성에 따라 나누어 현행법상에 대응한 개념을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37)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IPTV를 통한 방송도 저작권법상 ‘방송’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32)

<표 2> 인터넷 서비스 계층구조(Service Hierarchy)33)

 

인터넷 서비스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모두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매체의 쌍방향성’을 가지

고 있는데 이때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방송은 위의 표의 비고와 같은 다운로드형과 

스트리밍34)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을 통

해 이용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통한 송신과 이용자가 주도하여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주문형(On Demand) 

스트리밍 방식은 앞서 소개했듯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된다. 다시보기 VOD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위의 표와 같이 인터넷 방송의 방송 서비스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비(非)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체의 쌍방향성’은 기술적인 특성에 불과하고 규

범적인 의미의 ‘쌍방향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송의 개념을 따르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만이 수신

자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쌍방향성’을 가졌다는 견해가 있다.35)

따라서 저작권법상 디지털 송신에 대해 종합해보면,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인터넷의 존재 덕분에 가능하였

는데, 인터넷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매체의 쌍방향성’을 갖지 않은 영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통신의 결합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되었고, IP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디지털 송신을 수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송신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매체의 

쌍방향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방송과 같이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송신의 측

면에서 보면 ‘일방향성’에 해당되어 전송과 구분된다. 

32)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VOD)서비스를 지칭하며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

는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B%AC%B8%ED%98%95_%EB%B9%84%EB%94%94%

EC%98%A4> (검색일 2017.8.20) 

33) 정화섭·서흥수·고우종, 전게서, 52면

34)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실시간 전송,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동영상 파일 등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주

기란 힘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파일의 일부만(실제로 영상 등이 플레이 되는 분량만큼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것이 ‘스트리밍’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3.6.25. 자 2002카합280 결정

35)  국내 학설은 쌍방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송신을 기술적 속성에 따라 해석하여 입력과 출력의 통신이 상호교환 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기능설이 있다. 기능설에서는 전통적

인 의미의 방송(broadcasting)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송신은 쌍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이용자가 송신에 한 발

의나 콘텐츠에 한 선택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능설은 기술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전달하는 주문형과 실시간 

스트리밍 모두가 쌍방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 쌍방향 송신을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가 자료에 한 선택/통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범설이 있다. 이 견해는 이용자가 

컴퓨터를 켜고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특정 자료를 선택하여 보는 것은 공중파(지상파) 방송이나 유선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고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행위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사가 공중파 방송과 동일한 편성표에 따라 실시간 뉴

스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향송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기능설과 규범설의 명칭과 구분방식은 아래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동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서 디지털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전송과 방송의 이론구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겨울

호 제 6-1호(2008),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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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인	방송과	방송사업자	문제

1. 1인 방송에서의 방송사업자  

(1)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43) 방송

사업자는 저작권법 제 2조 제 9호에서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현행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여 공연권44)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법 제 75조와 제 82는 각각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는 실연자에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인 방송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1인 방송과 같은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은 기존 공중송신에 대한 분류방법에 따라 ‘기타 공중송신’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영상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기한 보상금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되면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는 1인 방송을 하는 개인 창작자의 ‘방송행위’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판단에 기하여 아프리카 TV와 음반산업협회 간에 기존 보상금 계약을 ‘방송’에 대한 

계약으로 수정하라 행정명령한 것이다.   

문제는 1인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시켰을 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청구 대상이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사업자인지 혹은 개인 창작자인지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에서 1인 방송을 하는 개인 창작자 20명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이때 아프리카 TV는 음반산업협회와는 2009년부터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상금계약 3조에는 아프리카 TV의 BJ의 음원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프리카 TV는 음반산업

협회가 자신들의 사업모델이 1인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더욱이 음원 사용에 대한 대가는 

개별 BJ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TV로부터 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음반산업협

회를 무고죄로 고발하였다.45) 

음반산업협회와 아프리카 TV 사이의 보상금 계약 3조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볼 때 기존의 방송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아프리카 TV는 방송사업자로서 각각의 1인 방송들은 아프리

카 TV라는 플랫폼의 방송들에 해당하고 따라서 아프리카 TV가 보상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43) 오승종, 전게서, 931면

44) 오승종, 전게서, 982면

45)  최유리 기자, “아프리카TV, 음산협 무고죄로 고발...BJ음원 이용권리 정당”,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10000072>(검색일 2017.8.19)

먼저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의 규정은 앞서 설명했듯이 저작권법상 디지털 방식의 송신에 대해

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점을 비추어볼 때, 디지털 방식을 통한 음의 송신임을 설명하는 의도로 명시되었다고 본다. 

만약 ‘디지털 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의규정에 따로 명시되었었고, ‘디지털음성송신’ 규정에 그러한 

송신이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면, 이는 정확히 ‘매체의 쌍방향성’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된

다. 하지만 디지털 송신과 아날로그 송신을 저작권법에서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

신이 무엇인지 해석상 모호하고,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 규정에서 별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송신

이 디지털 방식인지를 해당조문에서 정의하고 있을 뿐, 굳이 공중송신의 개념을 나누는데 포괄적으로 적용하

여 ‘매체의 쌍방향성’이라고 분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송신에 대한 해석을 규범적으로 하면, 기존 학설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쌍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일방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중 송신의 주

체는 저작자이며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창작적 표현’에만 있을 뿐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디지털 방식의 송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해당규정 부분은 저작권법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이 기존 음반 시장을 추월하였고, 한국의 경우 2015년 음반

시장은 8840만 달러였지만 음원시장은 1억 7310만 달러로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등38),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디지털 음성 그 자체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인 ‘디지털음

성송신사업자’를 따로 규정하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법정허락을 받게 하는 등 이미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굳이 방송의 하위개념에 포섭되어 해석이 모호해진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중송신 분류 방식과는 달리 저작권법상 방송 또한 디지털 방식의 송신을 포함하고, 이

때 디지털 송신이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에 ‘주문형’ 방식을 따를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하고 반면에 ‘동시성’과 

‘실시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

3. 소결

2016년 1월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유권해석을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

은 확인결과39)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어떤 판단에 근거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은 기존에 아날로그 송신에 대한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송신

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송신은 방송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주장40)

도 있지만,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41) 시행과 관련하여 그 입법 방식은 국내 입법에 완전히 일임되는 점을 

볼 때42), 1인 방송의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38)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34면

39)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기타 공중송신’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으로 포함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

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7.8.14)

40) 이해완, 전게논문, 400면

41)  우리나라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시 저작자에게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조약상 공중이용제공권을 처음 수

용하였다. 2006년 우리나라는 WCT 제8조의 공중전달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공중송신권을 입법하고 공중송신의 하부 개념으로 방송·전송·디

지털음성송신을 두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이주연, “WIPO 인터넷조약 (WCT와 WPPT)상 공중이용제공권과 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2017, 76-77면

42) 이주연, 전게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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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사업자로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과 MCN의 역할

(1) OSP로서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은 1인 방송에서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50)에 해당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 102조에 따르면 단순도관서비스(제 1항 제 1호)·캐싱(제 1항 제 2호)  

저장서비스(제 1항 제 3호)·정보검색서비스(제 1항 제 4호)의 4가지 유형으로 OSP를 나누고 각각의 면책요

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경우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의 저장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51) 카페, 블로그,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등 일

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저장서비스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은 정보매개자로서 반복침해자 계정해지 방침의 채택 및 합리적 

이행과 표준적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①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

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②침해행위 인식 즉시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③복제·전송 중단 요

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경우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게시에 의해서 침해발생시 광고 수익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52) 

예컨대 아프리카 TV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별풍선53)을 선물

로 받을 수 있는데, 별풍선들이 쌓이면 BJ는 아프리카 TV에 ‘별풍선 환전 신청하기’를 클릭(요청)하면 아프리

카 TV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추후에 환전액을 BJ에게 지급하

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TV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경우 침해발생시 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2) 방송사업자로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

하지만 앞서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볼 경우, 복제·방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루

어지는 방송에 한해서는 저장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고 제 1호에서 말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

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을 것(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기존 방송에서는 송신은 결국 방송사업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송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에 해당되어 면책이 될 

수 없다. 

50)  저작권법 제 2조 제 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

는 운영하는 자

51) 김경숙,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 환경에서의 1인 방송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2017), 142면

52) 김경숙, 전게논문, 143면

53) 아프리카 TV의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가상화폐

반면 방송에 디지털 송신에 대한 관점을 포함해서 보아 개인 창작자들의 1인 방송이 각각의 독립된 방송으

로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아프리카 TV는 1인 방송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TV를 이용하는 개인 창작

자들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민법 제 539조의 제 3자를 위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방송사업자 지위

1) 방송사업자 정의에 대한 해석

우리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나 지

상파 방송으로 대변되는 기존 방송 산업에서는 전파를 허가받은 자만 방송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저작권법에

서도 그대로 방송의 규정에 적용되어 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방송법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그리고 편성하여 이를 전기통신설비을 이용해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외주제작사가 기획·제작만을 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방송법상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였다고 하여 모두 방

송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가 생긴다.46)

저작권법에서도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을 하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방송이 저

작물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47)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서 “방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다소 협소하게 해석

하면 방송법에서 말하는 ‘편성’과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송신에 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편성’48)을 저작권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

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을 공중

송신을 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또한 그러한 행위의 단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편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 자만이 저작권

법에서 말하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1인 방송에 적용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오직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만이 방송설비49)를 제공한자에 해당

되어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게 된다. 

개인 창작자와 MCN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 보는 판단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데, 저작권법 제 64조에서의 방송설비를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MCN이 콘텐츠 창작을 위

해 갖춘 장비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방송’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방송설비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을 하는 행위는 개인 창작자가 하는 것이고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은 그저 설비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방송 산업에서의 방송사업자 보다 사실상 편성과 송신에 대한 권한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46) 김희경·노기영, 전게논문, 20면

47) 오승종, 전게서, 978면

48)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문화의 향상  다양성  균형과 기타 공익성 등을 주요원칙으로 삼고 있다.   

김정태,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2010), 280-281면

49) 저작권법 제 64조 제 1항 제 3호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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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인 방송과 MCN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아직 압도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가 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국내 MCN 산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도약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

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1인 방송의 특성상 얼마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시청자를 끌어

오는지는 개인의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련 산업에 법적안정성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1인 방송을 송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에 전파의 제한이 있던 방송의 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였는

데, 방송의 공적책임에 가치를 두는 방송법에는 1인 방송이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 방송의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공중송신 중 기타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현행법령으로 새로운 개념을 포

섭할 여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논할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 중요쟁점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1인 방송에서 방송사업자 문제는 해당 주체의 특정과 침해 발생시 책임 문제 등에서 기존 방송사업

자의 문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YouTube와 같

이 전 세계를 거점으로 하는 플랫폼과 국내를 거점으로 하는 플랫폼 간의 법적용에서 형평성 문제55)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MCN에 대하여는 법적인 지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판권을 충분히 확보하

고 기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일등은 결국 

MCN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MCN의 역할이 1인 방송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원활한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리 등을 통해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1인 방송이 새로운 

한류열풍을 일으키길 희망한다.

55)  김현아 기자, “‘U-20’ 수억 원 저작권료 낸 아프리카TV, ‘도방’한 유튜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322646615932200&DCD=A00504&OutLnkChk=Y> (검색일 2017.8.20)

하지만 앞서 방송행위의 경우에는 1인 방송을 하는 창작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점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는 저작권법에서 결국 방송설비를 갖춘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고려하면 비록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설비

를 이용하였지만 송신을 시작하는 주체는 창작자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자체는 정보

제공자가 아닌 정보매개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MCN의 역할

MCN의 경우 1인 방송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온라인동영상플

랫폼을 포함하고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저작자인 개인 창작자를 돕는 역할에 국한됨으로 그 범위가 다양한

데, MCN의 특성상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발생시에 직접침

해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온라인동영상플랫폼과의 관계에 따라 함께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예컨대 MCN이 YouTube와 같은 플랫폼의 하위 온라인 서비스로서 블로그 혹은 게시판과 같은 형태로 채

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YouTube와 같은 상위 플랫폼은 물론이고 하위 채널을 이루는 MCN 또한 공동불법행

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MCN은 이러한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포섭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의 1인 방송 활성화, 온라인동영상플

랫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에 그 역할을 부여한다면 1인 방송의 산업발전 그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MCN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MOU체결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가 추진하는 

신탁단체에 MCN은 창작물을 신탁하고 향후 방송사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어 개

인 창작자와 방송사 사이의 협업을 도모하게 된다.54)    

결국 MCN의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특정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1인 방송 산업에서 원활한 저작권 문제 해

결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3. 소결   

  
앞서 영상물 실시간 웹캐스팅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시키는 판단과는 별개로 1인 방송에서 방송

사업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1인 방송에서 방송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방송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권리행사는 어렵지만 책임만 존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54)  신희강 기자, “케이블TV협회·MCN협회, 제2창작물 활성화 협력 MOU 체결”,

<http://www.ajunews.com/view/20161026145940296>(검색일 201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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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박상윤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우리나라는 저작자 보호의 편중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공정이용 제도

를 도입하였다. 그로 인해 이용자 창작 콘텐츠(소위 UGC/UCC)와 하나의 원형콘텐츠로 여러 파생 콘

텐츠를 만드는 방식의 저작물 이용(소위 OSMU - One Source Multi Use)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

나 현행 저작권법 제도 하에서 공정이용 제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주장에 무용지물이 되는 결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문화 향유 시대를 나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저작자 보호 장치를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저작자 보호의 가장 큰 힘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인데, 우리나라의 동일성유지권은 명예 

훼손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단순히 개변만 있다면 침해의 소지가 있게 되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부득이한 경우’로 매우 불분명하여 

판례가 그 기준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에서의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가

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동일성유지권에 공정이용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

이용 조항은 저작권법 제38조에 의해 저작재산권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어 동일성유지권에 대

항할 수 없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맺은 자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행사의 불안함 때문에 동

일성유지권 불행사특약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저

작재산권 제한조항이나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한다.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위해서 저작물의 변형 이용이 필수적이다. 변용적 이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일성의 훼손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

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적용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을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정 요건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은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을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충돌의 핵심인 ‘변용적 이용’이 문제되므로 그 기준을 도출하여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이용을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적용시킴으

로써 보다 원활한 저작물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핵심되는 말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부득이한 경우, 공정이용, 변용적 이용, 변형 이용, transformative use

동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의

충돌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변용적 이용을 중심으로)

Ⅰ. 서론

II.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대한 한계와 비판

          1. 국제조약상 저작인격권의 탄생 배경

  2.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3. 현행법상 동일성유지권의 한계

III. 공정이용 – 동일성유지권 제한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1. 공정이용 제도 개관

  2. 현행법상 공정이용 제도의 한계

  3. 사례 및 판례

  4. 변용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기준에 대하여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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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과 차이가 있다. 베른협약은 이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여 동일성유지

권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2) 국내의 적용

베른협약과 같이 우리나라 구 저작권법(1957년) 제16조의 원상유지권(현 동일성유지권)3)에도 과거 ‘그 명예

와 성망을 해한 자’라는 부분이 존재했으나 1986년 개정하면서 동일성유지권 규정에 명예훼손 요건을 삭제하

였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을 개변한 것이 비록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여 저작자

의 명예를 높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4) 실제로 이 점을 명백히 한 판례가 

존재한다.5)

  

2.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1) 동일성유지권 개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원 저작물이 훼손되거나 수정 또는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고(변경금지권),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변경이의권)를 포함하는 권리이다.6) 1957년 구 저작권법의 원상유지권

(제16조)와 변경권(제17조)의 규정을 1986년 개정하면서 동일성유지권으로만 규정하여 ‘변경금지권’의 소극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7)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명예훼손 요건을 삭제하면서 미

국, 영국, 독일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동일성유

지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에 이러한 명예요건의 삭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자칫하면 저작물의 이용활성

화를 통한 문화 창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작자의 인격적 침해와 관련 없는 저작물의 

개변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8) 도쿄대 법학부

의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교수는 저작물의 성질이 다양화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

격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동일성유지권의 효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

3)  구 저작권법 제16조 원상유지권(현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

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찬, 절제 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4) 이해완, 전게서, 404쪽

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구 저작권법 제 16조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

정하였던 것과 달리, 위 개정 이후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

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

해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6) 김경숙, 전게 논문, 334쪽

7) 이해완, 전게서, 403쪽

8)  신재호·김형렬, 『저작권의 이해』-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장애인인문화인쇄협회(2016), 113쪽; 저작자의 인격적 침해와 관련 없는 저작물의 개변행위를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론에 관하여는 -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2015), 214쪽 참조

9) 조채영,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 현대예술에서 독창성의 의미와 차용예술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2016), 78쪽

I.	서론

공정이용 조항이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에 도입됨에 따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UGC(UCC)나 

OSMU와 같이 다양한 파생 저작물 창작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으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

을 유지할 저작자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과 공정한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 제도의 충돌로 인하여 원활한 저작

물 이용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순히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상 공정이용은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 항변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주장에 공정이용의 반론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

을 갖고 있다. 또한 저작물의 변형 이용이 높을수록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변형이 심하

면 심할수록 동일성유지권의 동일성 훼손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을 완화시키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동일성

유지권 제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및 제한의 한계에 관해 서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과 그 제도적 결함에 관하여 논하겠다. 그 후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의 비교를 통해 동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

의 충돌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용적 이용’에 대해 서술하고 그 기준을 도출하였다. 변용적 이용의 기준을 

통해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공정이용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적용하고자 한다.

II.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대한	한계과	비판

1. 국제조약상 저작인격권의 탄생 배경

(1) 저작인격권의 명문화

저작물이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며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것이라는 자연권론에 기초하여 저작자

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견해가 나타났다.1) 이에 따라 1886년 베른협약 이후 1928년 로마개정회의에서 

저작인격권을 제6조의2에 명문화하였고,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

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2)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저작물 개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우 

 

 

1)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2015), 3쪽

2) 김경숙,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201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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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저작물을 제재 없이 변형 이용하기 위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저작자와 체결하는 것이다21).

  

(4)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제호를 변경할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규정22)을 두고 있다. 이 조

항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과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조항(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엄격 해석·적용할 수밖에 없다.23) 

 

1)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저작권법 제13조 2항은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

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취지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중에 대한 저작자 사상의 오인 방지’24)임을 볼 때,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공중에 대한 저작자

의 사상이 오인된 경우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일성유지권에 명예 요건이 

포함25)되면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부득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다양하나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호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

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여 동일성유지권 제한의 일괄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다.26)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여부는 각 사례별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은 ‘부

득이함’의 정의를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

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익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 해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27)

21) 통상 저작재산권 이용 계약을 한 자가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계약으로서 체결한다.

22)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3) 이해완, 전게서, 435쪽

24) 박준우, 전게 논문, 67쪽, 재인용

25) 신재호, 전게 논문, 81쪽

26) 이해완, 전게서, 438쪽

27)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범위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파생 콘텐츠의 창작이 위축되고 저작자 보호 일변도로 치우

쳐져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져 결국에는 공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정보공유라는 패러다임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콘텐츠의 제작, 가공, 변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환경에서 동일성유지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여 문화산업 증진에 해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저작물의 개변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이 된다.10)11)

(2) 2차적저작물작성권과의 관계

본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반해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

상과 감정을 표현한 인격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이원론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법상 두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12)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긍정과 부정, 제한적 긍정설의 학설대립이 있으며13) 판례의 태도 또한 나뉘는데

14),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항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

권 허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성유지권의 취지가 ‘공중에 대한 저작자 사상의 오인 방지’라는 인격적 문제15)

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자 사상의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침해의 소지

가 있을지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2차적저작물이 적법하게 

작성된 경우든, 무단으로 작성된 경우든 모두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일률적으

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16)

(3)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특약

저작인격권은 양도 및 포기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이용자 

창작 컨텐츠(User Generated contents)17)가 보편화되었고18),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여러 다양한 저작

물들이 파생되면서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 OSMU)가 현재 문화산

업 증진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다.19) 기타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SMU 유저들은 저작권법 제

35조의3 (공정이용)을 통해 이러한 OSMU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5조의3 (공정이용)은 동법 제

38조20)에 의해 저작인격권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저작 

 

10) 조채영, 전게 논문, 79쪽

11) 배대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21호(2006), 180면

12) 신재호, 2차적저작물의 개념 및 법적 취급에 관한 검토, 『창작과 권리』 제65호(2011), 80-81면

13) 이해환, 전게서, 406쪽

14)  긍정 판례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제한적 긍정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이른바 선덕여왕 사건)  그러나 기타 이유로 상고심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에 의해 파기되었다.

15) 박준우,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9호(2012), 67쪽

16) 박익환,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계간저작권』 제84호(2008), 10쪽

17)  두산백과, “UGC & UC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5390&cid=40942&categoryId=32854>, (2017. 7. 24) 

 이용자 가공 콘텐츠(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User Recreated Contents) 모두 일반적으로 UCC로 통용되는 한국과 달리, 미

국에서는 창작의 개념이 강조된 UGC(User Generated Contents)를 쓰고 있다. 

18) 박유선,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105호(2014), 137쪽

19) 김평수, “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943&cid=42219&categoryId=51128>, (2017. 7. 24)

20)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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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즉 저작자의 권리 남용을 대비하여 이용자는 계약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일반인은 보통 계약에 의하지 않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저작권법 제23조

~제35조의3, 제101조~제101조의5)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가능성

이 언제나 열려있는 셈이다.

 4.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요건에 명예 훼손적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36) 인격권의 기본 근간이 되는 프랑스

에서조차 동일성유지권의 기능이 ‘저작자 사상 오인의 방지’라고 하여 그 제한 폭이 넓다.37) 베른협약 제6조의 

2에서조차 명예와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명예 훼손적 요소를 포함하는 규정을 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동일성유지권은 매우 강력하고 동일성유지권의 제한도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과보호

적인 동일성유지권이 존재하는 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38)

동일성유지권 제한 조항 중 ‘부득이한 변경’의 불명확성 또한 이용자와 저작자로 하여금 법리오해를 유발시

키며, 판례로써 그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

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 계약을 맺은 이용자 또한 동일성유지권 불행사특약을 따로 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저작

재산권 제한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항

변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제한이 가능

하다는 점,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 의해 이용자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강력한 동일성유지권이 오히려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볼 때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39) 즉,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40)

가 있다.

36) 정진근, 전게 논문 -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186-187쪽

37) 박준우, 전게 논문, 67쪽, 재인용

38) 임덕기, 현행 저작권법상 패러디 항변의 문제점,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2011), 149쪽

39) 김시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연구 : 접근권과의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2009), 114쪽

40)  김경숙, 전게 논문, 338쪽    

 ‘부득이한 경우’의 경우에 공정이용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필요성 또는 제38조의 문언에 공정이용 규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한다.

미리듣기 서비스 사건의 경우 약 3~4분 정도의 원곡을 약 1분 정도의 앞부분만 절단하여 음원 서비스의 잠

재적 구매자들에게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여러 판례28)29)30)가 있

으나, 현재 대법원은 미리듣기 서비스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31)하고 있다. 미리듣기 

서비스가 저작물 중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이용되는 부분 자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고, ②

통상적인 이용방법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②이용자가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러한 ③부분적 이용으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될 우려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3. 동일성유지권의 한계

(1) 모순된 규정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문화의 발전은 창작과 개

변을 통한 파생저작물 창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대체로 정책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정책설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지속적

인 혁신의 유지에 의한 공공이익의 증가’를 정책 목표로 한다.32) 그러나 과보호적인 현행 동일성유지권은 저작

권법 목적과 정책 목표 모두에 대해 상반된 규정이다.

 

(2) ‘부득이한 변경’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파괴 

단순히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한

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정적인 법 조항은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을 저하시키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33) 법적 안정성을 깰 우려가 있다. 비록 선례가  

‘부득이한 변경’에서의 ‘부득이함’의 기준을 제시한 바34) 있지만,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35)

(3) 불행사특약상 문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신성불가침적인 저작자의 권리의 남용을 대비하

여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불행사특약(특히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특약)을 저작재산권 계약과 함께 또는 따로 체 

 

28)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29)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30) 일명 ‘노래방 기기 사건’

1심 : 서울중앙지법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2심 :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31) 각주 30의 노래방기기 사건 1, 2심의 상고심

대법원 2015. 4. 9. 판결, 2011다101148 판결

32) 정진근,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계간저작권』 제107호(2014), 181쪽

33) 이부하,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Vol 20 No.1(2014), 1~2쪽,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34)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35)  1심 : 서울중앙지법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2심 :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3심 : 대법원 2015. 4. 9. 판결, 2011다101148 판결    

 ‘노래방기기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노래의 앞부분 약 1분 내지 1분30초를 잘라 미리듣기로 서비스한 경우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동일성유지권의 부득이한 변경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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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큰 손해를 주는 경우 즉, 기존 저작권자의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이를 ‘원 저작물의 수요대체성’50)이라

고 표현하기도 한다.)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현행법상 공정이용 제도의 한계

 
(1) 저작인격권 제한불가성

우리나라가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할 때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U.S. Code § 107)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다. 

미국은 ‘106조51)와 106조A52)에도 불구하고’53)라는 공정이용 규정을 통해 저작인격권까지도 제한하여 그 저작

물의 이용이 공정한 이용이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정이용에 관한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여 그 판단의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에 속하고 있어 동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54)에 의해 저작재산권에만 한

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저작물 이용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주어 누구나 확실

한 판단이 가능하게 해야 함55)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의 충돌로 인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의도된 역할(공정

이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56)57)이 나오고 있다.

1)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  

현행법의 동일성유지권은 문화 창달의 기초가 되는 개작을 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충돌하는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인격권의 근본이 되는 나라인 프랑스에서보다 강력한 동일성유지권을 가

지고 있다.58) 이러한 문제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남용뿐만 아니라 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인 제35조의3 공정

이용조차 동일성유지권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공정이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가 저작물의 ‘변용적 이용(transformative use)’59)인데, 변용적 이용이란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과 달리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주는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변용적 이용이 있어야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50)  최호진,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해석론의 제시, 『계간

저작권』 제99호(2012), 76쪽

51) 17 U.S. Code § 106 -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s,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즉,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규정한 조문

52) 17 U.S. Code § 106A -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VARA), 일부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규정한 조문

53) 17 U.S. Code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중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54)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5) 윤종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계간저작권』 제109호(2015), 119  120면

56) 최호진, 전게 논문, 93~94쪽

57) 정진근,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계간저작권』 제102호(2013), 70쪽

58)  박준우, 전게 논문, 67쪽, 재인용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포괄적인 동일성유지권 제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저작물(응용미술, 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건축), 2차적저작물작성에 동의한 경우, 패러디 등, 공공의 안전 기타 공공의 질서를 통해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의 기능을 ‘저작자 사상 오인의 방지’로 보는 것이다.   

‘변용적 이용(transformative)’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한다.

59)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at 455   

 ‘생산적 이용’이 원래부터 쓰였던 용어이며, ‘변형적 이용’이라고도 해석되지만 저작물의 변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하 ‘변용적 이용’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III.	공정이용	-	동일성유지권	제한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1. 공정이용 제도
41)

 개관 

우리나라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 조항마다 열거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된 시대

에 열거적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적용이 힘들어짐에 따라 법 적용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의 공정이

용 제도의 도입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 공정이용 조항 도입의 견해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28조(저작물의 

공정한 인용)42) 판례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43)를 참고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

하였다.44) 제35조의3 제1호는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베른협

약 제9조 제2항45), TRIPs 제13조46),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제10조 제2항47) 등 저작권의 제

한에 대한 3단계 테스트를 명문화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48) 제2항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참

작요소를 참고한 것이다. 4가지 요소 중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4호(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와 제1호(이

용의 목적 및 성격)이다.49) 제4호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경제적 

 

 

41)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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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재호·김형렬, 전게서, 191쪽   

 본래 우리나라는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서의 ‘등’을 확장 

해석하여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2016년 저작권법 개정 때 제28조(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서의 

이용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35조의3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삭제하였다. 즉 현재 공정이용은 이용목적의 제한이 없고 제28조와 

차별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43)  17 U.S. Code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44) 이해완, 전게서, 711쪽

45)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

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6)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

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47)  체약국은, 베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에서 부여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48) 이해완, 전게서, 712쪽

49) 이해완(대표집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저작권상생협의체, 문화체육관광부(2010),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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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및 판례

아래의 (1)과 (2) 두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

이 나뉜 케이스다. 이른바 컴배콤 사건68)과 Campbell 사건69)이다. (3)은 Google의 구글 북스 프로젝트의 저

작물 이용에 대해 공정이용을 인정한 판결70)이고 (4)는 최근 현대미술가 Richard Prince의 차용예술에 대해 

공정이용 항변을 부인한 판결71)이다.

(1) 컴백홈/컴배콤 사건

2001년 음치가수로 불리는 피고가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의 뮤직비디오와 앨범을 제작

하여 판매하였다. 그 당시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신탁을 한 상태였고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얻어 패러디를 작성하였다. 이에 서태지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서 법원은 ‘피고의 패러디가 원곡의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낼 뿐 비평적 내용을 추가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사곡으로 인해 원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

기 어려우며, 피고의 원곡인용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어서서 변용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

로 판결하여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저작인격권 침해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이

용(그 당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이 공정이용으로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면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2) Campbell v. Acuff-rose, Inc.

Roy Orbison과 William Dees가 ‘Oh, Pretty Woman’곡을 공동으로 작곡하여 위 곡에 대한 권리를 

Acuff-Rose Music사에 양도하였고, 랩 그룹 2 Live Crew의 보컬리스트 Luther Campbell이 위 곡 ‘Oh, 

Pretty Woman’의 패러디 랩 버전을 만들어 ‘As Clean as they wanna be’ 앨범에 넣어 판매하였다. 이에 

Acuff-rose사가 2 Live Crew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Live Crew는 자신의 곡

이 ‘백인 중심 rock-n-roll의 음악적 가치를 조롱하기 위한 패러디’라며 공정이용의 항변을 주장하였다.72)

지방법원은 2 Live Crew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더라도 공정이용 제3요소73)를 위반할 정도로 원곡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두 노래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달라 시장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판

시하여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에서는 

피고의 곡이 패러디에 해당하지만74)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를 만족하지 못하여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68) 서울중앙지법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판결

6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754 F. Supp 1150

70)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954 F. Supp. 2d 282 (S.D.N.Y.)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804 F. 3d 202 (2d Cir. 2015)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No. 15-849, U.S. Sup

71)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No 15-CV-10160 (S.D.N.Y. July 18, 2017)

72) 강신하, 전게 논문, 55~56쪽

73)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74)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972 F.2d 1429, at 1435

지지만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하는 현

행 공정이용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러한 강력한 동일성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공정이용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미국 법원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정한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공공의 이

익을 증가시키는 문화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공정이용 

법리가 폄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두 법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을 

저작인격권의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60)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또한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

한을 통해 저작물이 완전한 사적 점유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고6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저작권

법의 목적62)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서 저작권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한 취지를 볼 때, 공정이용 조항을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2) 패러디 항변의 문제점

패러디는 원작품의 소재나 작자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문학·예술의 창작 수법 또는 기

법이며63), 원 저작물의 비평 등을 통해 문학 등 예술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64) 패러디는 원작품에 대

한 제3의 시각을 제공하고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65) 패러디의 특징상 

원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창작되기 때문에 ‘변용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하여 우리 저작권법 체계 하에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66) 패러디는 성공

한 패러디와 실패한 패러디로 나뉘는데, 패러디가 성공적으로 성립될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

으나 실패할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67) 그러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만

으로 침해와 비침해를 나누는 것은 자칫하면 이용자로 하여금 2차적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다. 패러디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이 계속되어 매번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60) 최호진, 전게 논문, 73쪽

61) 김승학, 정보공유의 정당성과 공정이용 : 저작권법의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2005), 8쪽

62) 저작권법 제1조(목적)

63) 임덕기, 전게 논문, 137쪽

64) 강신하,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 : 패러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387(2008), 51쪽 

65) Schechter, Roger E. & Thomas John R, 『Intellectual Property : The Law of Copyright』, West Publishing(2003), p. 247

66) 함석천,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저스티스』 제91호(2006), 한국법학원, 70쪽

6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2), 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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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2015년 1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Prince는 Graham의 사진을 이용 

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83)84)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Prince의 작품이 원작의 미적 예술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작품 자체에 상당한 변용적

인 이용이 없다85)고 하여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Resonable Viewer의 관점에서 Prince의 

저작물과 원 저작물을 비교해 봤을 때 원 저작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하게 하거나 변용적 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미적인 관점에서 또한 두 작품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4. 변용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기준에 대하여

(1) 변용적 이용의 의의 및 기준 도출

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첫 번째 참작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이용자의 이용 행위가 사적 이용인지의 

여부, 변용적 이용(transfermaitve use)인지의 여부, 공익적 성격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위의 Campbell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변용적 이용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요소 판단에 있어서 중

요하게 생각하였는데86), 단순히 원 저작물을 대체하지 않고 다른 성질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표현, 의

미로 변경시키기 위해 원작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는 변용적 이용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87) 즉 단지 대체적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변용

적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88)89)

  ‘변용적 이용’이라는 말이 공정이용의 판단요소로 처음 제시된 것은 Pierre N. Leval(현 S.D.N.Y.90) 판사)

의 논문91)에서였는데, “그 이용은 생산적이어야 하고 원 저작물에 가치를 추가하면, 피인용물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미감, 새로운 통찰과 이해의 창조로 변용된다면 그것이 공정이용 법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유형이며 그

것은 패러디 등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2) Google books 사건 1심의 경우에도 판사 Chin은

구글 북스는 독서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도서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는 것이 

 

83)  박경신, “미국법원, 상당한 미적 변형 없는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1388&pageIndex=1&searchkeyword=&servicecode

=06&noticeYn=&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brdno=35&searchTarget=ALL&portalcode=04&etc1=&portalco

de04=>,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동향, (2017. 08. 14)

84)  Prince는 이 사건 이전에도 ‘Canal Zone’이란 작품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Patrick Cariou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소되었으나, 2013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Prince의 작품 30점 중 5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Cariou의 작품과 달리 상당한 변용적 이용이 있었다고 보았다. 2013년 12월 연방대법

원 또한 Cariou의 상고를 거절하여 원심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최종적으로 Prince의 공정이용을 인정한 바 있다.   

Patrick Cariou v. Richard Prince, et al. No 08-CV-11327 (S.D.N.Y. March 18, 2011)   

Patrick Cariou v. Richard Prince, 714 F. 3d 694 (2d Cir. 2013)   

 (For the reasons discussed, we hold that all except five (Graduation, Meditation, Canal Zone (2007), Canal Zone (2008), and Charlie Company) 

of Prince’s artworks make fair use of Cariou’s photographs.)

85)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No 15-CV-10160 (S.D.N.Y. July 18, 2017), at 19, 32 (Because Prince’s Untitled is not transformative 

as a matter of law, ~      

Prince has reproduced Graham’s portrait without significant aesthetic alterations, Untitled is not transformative as a matter of law.)

86)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87) 강신하, 전게 논문, 58쪽

88) 이해완, 전게서 『저작권법』, 721쪽

89) 이규호·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29쪽

90)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91)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 L. Rev. 1105(1990)

92) 이해완, 전게서 『저작권법』, 721쪽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과 2 Live Crew의 패러디가 원 저작물의 변

용적인 이용에 해당하여 제1요소를 만족시켰고, 상업적 목적이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양만을 

사용하였으며, 원 저작물 시장과 패러디 시장은 패러디의 변용적 이용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구별되어 잠재적 시

장의 가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5)

위 두 사례는 서로 유사하지만 판결 자체가 각각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공정이용으로 나뉘었다. 미국은 패러

디를 판단할 때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미국은 공정이용 자체

가 저작인격권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공정이용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정이용

의 판결까지 이어진 것이다. 

(3) Google Books 사건
76)
 

구글이 2004년 전 세계 대학 및 공공도서관과 합의하여 수천만 권의 도서를 스캔하여 도서관에 기부하고 

그 디지털 파일의 목차 및 일부 내용만을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Google Books Library Project)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2005년 미국 작가협회(US Authors Guild)와 출

판사 협회가 구글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하였다. 2012년 출판사 협회는 구글과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

으나 작가협회는 구글과 계속하여 법정공방을 다투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 수백만 권을 스캔해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에게 한정적인 검색·열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

국 저작권법 제107조(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2013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Denny Chin 판사는 ‘구글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매우 변용적인 이용이었다.’ 77)

고 하여 공정이용 제1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구글에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제1요소의 ‘구글의 이용이 변용적 이

용’이라는 판단이 제4요소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용자가 서적을 검색할 수 있도록 책 일부를 공개

하는 구글의 저작물 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목적78)에 부합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며 원작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원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여 공정이용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79)도 공정이용 제4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제1요소에서 구글의 ‘변용적 이용’이 

원 저작물의 잠재시장 또는 현재 시장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80)고 하여 원심판결을 인정하였고, 

2016년 4월 연방 대법원81)은 원심 판결인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미 작가협회 측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Google의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4)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사건
82)

SNS 이용자가 유명 사진작가 Donald Graham의 흑백사진을 무단 게재하였는데, 유명 현대 미술가 

Richard Prince가 그 무단 게재한 흑백사진의 댓글을 지우고 자신의 SNS 계정 이름을 적고 풍자적 댓글을 

새로 만들어 넣은 차용예술 작품을 ‘New Portraits’ 전시회에서 전시하였다. 이에 대해 Graham이 Prince를 

 

7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76)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954 F. Supp. 2d 282 (S.D.N.Y. 2013)

77) Id. at 19; “Google’s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is therefore highly transformative.”

78)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79)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804 F. 3d 202 (2d Cir. 2015), at 2

80) The highly transformative nature of the Library Project will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s.

81)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No. 15-849, U.S. Sup

82) Donald Graham v. Richard Prince, et al. No 15-CV-10160 (S.D.N.Y. July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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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명문화한 저작인격권 중 하나이다. 저작인격

권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조차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자 사상 오인의 방지’의 기능을 한다고 하여 

그 제한 폭이 넓다.9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요건의 삭제로 그 어떤 나라보다 과보호적인 동일성유

지권을 갖고 있고99), 그 제한 조항 역시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법원의 판단조차 나뉘게 되어 저작물 이용자

에게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단절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의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상 그 제도적 범위의 한계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0) 미국과 같이 이용자가 자유롭

게 공정이용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정이용이 동일성유지권과 충돌하여 그 제

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원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저작자

의 최고의 공격방법이 되는데, ‘변용적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이용 제도에서 원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의 항변조차 불가능한 현 공정이용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 단순히 원 저작

물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정이용의 도입 취지에 맞추

어 공정이용을 통해 동일성유지권 제한에 적용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101)102)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지면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공정이용 제1참작요소 내의 ‘변용적 이용’의 명확한 기준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의 충돌을 조금이나마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통한 공정이용의 적용은 저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

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진일보하여 문화 향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98) 박준우, 전게 논문, 67쪽, 재인용

99) 정진근, 전게 논문 -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187면

100) 조채영, 전게 논문, 315~316쪽 및 327쪽

101) 박준우, 전게 논문, 81쪽

102) 최호진, 전게 논문, 92~93쪽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93)하였다. 즉 변용적 이용에 

해당하려면 ①단순히 원 저작물의 대체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②원 저작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하게 변형하여야 하고, 원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이해시켜야 하며, ③그 이용이 생산적이면서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용적 이용이 특히 공익의 목적94)이

라면 공정이용 제1요소는 물론, 제4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동일성유지권 제한을 위한 공정이용 적용 필요성

위 컴배콤 사건과 Campbell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공정이용 제도가 저작인격권(U.S. Code    

106A - VARA)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이용자의 최고의 항변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

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의 성질상 충돌이 필연적인데,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정도의 개변을 통해 원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변용적 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저

작자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항변 기회조차 없이 동

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현행 공정이용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95)

이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을 위해 공정이용 제도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과도한 저작자 보호를 막기 위한 이용자들의 하나의 권리이며, 그러한 취지로 한·미 FTA때 도입한 것

이다. 그것은 또한 이용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및 창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다

양한 파생저작물을 만들어 창조 산업96)의 향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97)

5.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원 저작물의 변용적 이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이용 제도는 단순히 동일성을 훼손

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유지권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된 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저

작자로 하여금 동일성유지권의 권리 남용을 가능케 하고 2차적 창작을 위축시켜 문화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

다. 이처럼 공정이용이 저작재산권에만 한정되는 현행법상 공정이용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공정이

용 제도가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 제1참작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서의 변용적 이용에 대해 ‘단순히 원 저작물의 대체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별개의 목적 또는 

새로운 형태나 의미로 변형시키기 위해 원 저작물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여 원 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정

도의 변용적 이용이 있어야 하고(새로운 형태로 이해시키는 것), 생산적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야 한다.’라는 기준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93) Google, Inc. v. The Author Guild, Inc., 954 F. Supp. 2d 282 (S.D.N.Y. 2013), at 27

94) Perfect 10 v. Amazon.com, Inc. 508 F. 3d 1146, 1166(9th Cir. 2007)    

 이 사건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접근력 향상의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구글의 변용적 이용이 크기 때문에 상업적 기능 및 다른 요인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Campbell 판결의 논점을 재차 강조함.

95) 정진근, 전게 논문 -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70쪽

96) 유병한,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권 법제도 발전 전략, 『계간저작권』 제105호(2014), 24쪽

 문화향유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개개인의 창조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하게 하여 그 독특함이 산출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창조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

97) 유병한, 전게 논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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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일본라이센스협회 정회원

- (현)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프로필

제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영상저작물 등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는 시점에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학교수업 및 취업준비, 자격시험준비 등 바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제12회 대학(원)생 저작권우수논문 공모전에 응모하여 주어서 

매우 기쁘고 또 논문을 심사하게 되어서 더욱 영광입니다. 논문 한편 한편에 깃들어 있

는 대학(원)생들의 생각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느끼면서 모두 다 높은 점수, 좋은 결과

를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논문이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그 선정의 의도와 이유를 명확히 하여 연

구의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선행하는 관련 논문 및 

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문제점 또는 쟁점사항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안 및 법제적 대안, 해결방안 및 대응

전략, 개선방안 등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학(원)생들은 아직 연구의 방향

설정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문의 체계와 구성, 논리전개, 결론도출 등에 충분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논문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논문의 방향과 논리 전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논문의 목

차와 실재 기재된 내용이 산만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일부의 논문에는 본인의 창의

력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자료의 일반론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독창성이 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된 경우도 있

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문에는 대학(원)생들의 젊음과 정성이 가득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저작권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논문공모에

의 응모는 대학(원)생으로서 논문작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자

기발전을 위하여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상한 분들에게는 축하를 보

내고, 수상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 노력이 조금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장래의 창의력 

발전에 밑그림으로 삼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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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법에 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심사자로서 언제나 큰 즐거움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할 

부분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맡겨 놓아야 할 부분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법학 

이외의 다른 전공학생들의 논문으로부터는 기술, 경제, 경영 등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

는 계기도 됩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관하여 다

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저작권 분야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

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저작권법의 규정과 관련 판결의 내용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

실적 출발점입니다.

문제의 발견도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논문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 보다는 스

스로 현실적 문제와 현재의 저작권법 관련 판례 사이의 괴리를 인지하여 문제점을 구성

하였음을 논문에서 보여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논문에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법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준

일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응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저작권법 관

련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

초실력이 있는지를 주목하였습니다. 즉, 응모자가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어진 심사기준 및 배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였습니

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대부분의 발표논문이 연구목적의 이해도, 연구내용의 논리성 및 

적절성, 연구결과의 구체성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 제시된 근거에 따라 결론을 내

리지 아니하고 이미 내려진 결론에 근거를 맞춘 경우, 논문의 결론과 반대 입장의 근거

로도 인용될 수 있는 근거만을 제시한 경우, 논문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 양적인 자료를 질적인 평가 없이 인용한 경우 등 옥에 티

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에서 명확한 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글쓰기에서 명확한 사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저작권 우수논문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지식 뿐 

아니라 명확히 사고하는 경험까지 하였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한 학생들의 열의에 박수

와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생들이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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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다수의 논문은 매우 시사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

여, 현안문제에 대해서 창의적 의견을 개진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논문의 형식적 특면, 선행연구분석이나 적절한 출처표시를 통한 인용은 이전 공모전

에 비해 논문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었고, PT발표도 필자들의 의

도를 적절히 개진하는 등 좋은 인상을 주었다.

다만, 논문의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 기존의 것과는 차별성이 없거나 본문의 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는 응모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법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 없이 선

행연구의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질의 및 응답 과정에서 받은 점은 아

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높은 탁월한 주제 선택, 참신

한 접근방법 등은 저작권분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심사총평

- 저작권판례연구회 회원

-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원

-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원

- 한국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원

- 한국경제법학회 회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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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이 철 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프로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저작권 논문공모전의 심사위원으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논문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작년의 경우 ‘인공지능’ 등 특정한 주제에 편향되었었지만, 올

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많아서 심사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전통

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문학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공정이용 법리의 시장대체성 요건 

해석, 동일성유지권과 공정이용의 충돌,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등)이 있는

가 하면,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공공대출보상권, 컴퓨터 게임의 MOD,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 1인 방송 등)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저

작권 쟁점과 연결시킨 논문들(야구장에서의 응원가 공연, 상업형 플래시 몹 등)도 인상깊

었습니다. 

논문의 내용 및 작성방법 측면에서도 선행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한 전

통적인 논문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

을 적용한 논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차 서면심사 과정에서 과연 이 논문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일까, 이렇게 복

잡한 이론을 충분히 소화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 점들에 대해서는 2차 발표심사 과정에

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었고, 개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른다는 솔직한 답변도 좋았

습니다.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앞으로도 저작권 논문 공모전이 계속 발

전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사총평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영국 Dundee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Harvard대학교 방문연구원

- 미국 Fordham대학교 방문학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등 역임

-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정부 대표

-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외교회의 정부 대표

- WIPO 시청각실연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 정부 대표 및 외교회의 부의장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대표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대표

- 한·중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대표

- 『국제지적재산권법』, 개정판, 도서출판 한울, 2017

- 『저작권법 개론』, 도서출판 한울, 2010 외 논문 다수

프로필

저작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법체계를 대입하여 해결하기 곤란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 중 다수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 이론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아쉬운 것은 연구에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어떤 논문이든 기존 연구를 바탕

으로 기존 이론을 다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다수의 논문들은 

이런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 교과서나 개론서에 담긴 내용들을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의존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 기존 논문을 분석하고 비판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연구의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

다. 기반이 튼튼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깊이있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학문

적 숙성과 학계의 성숙을 기대해본다. 

심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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