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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최우수상�원경주, 김한범, 이재훈(서울대학교)

Ⅰ. 문제의 제기

1. 저작권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컴퓨터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마련된 온라인1)상에서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

위들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모든 종류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 서비스제공자와 병용하

기로 한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매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이용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OSP의 책임이 이슈화되고 

그 책임의 법리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경우와 유사하여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실제 통

합법이 존재한다.2)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 저작권법상의 OSP의 책임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화두를 이루고 있

다.3) 학설상의 대립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한미 FTA(Free Trade Association)의 논의 영향으로 한국의 저작권

법 개정안 연구도 활발하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의 온라인 공론장의 실정과 이용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저작

권법상의 OSP의 책임 제한 조항들을 수정해나가기 보다, 외국의 입법례4)를 그대로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1) 온라인이란, 사전적으로는 주변장치나 단말장치가 중심이 되는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제어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 전산용어편찬위

원회 편저, 컴퓨터용어대사전, 서고당, 2005, 764쪽.

2)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199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1쪽.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79쪽. 유럽

연합의 지침이나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이나 일본의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은 통합 책임제한법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유

통자로서 관여하여 책임이 거론될 수 있는 일체의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3)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조항 이전에 책임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은 당연 전제라는 주장과 입법의 과오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한미FTA에 의한 

국내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4)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라 약칭한다)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4

가지로 세분화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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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P의 정의

OSP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하고는 있으나5), 이 정의는 현재의 온라인 현실에 비추어

서 사실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특히 온라인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시시각각 ‘공론장의 구

조변동’6)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목적과 그 서비스장의 기능이 너무 

다양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로 모든 서비스제공자를 하나로 묶어서 그 책임과 

제한을 일거에 규율하려는 것은 점점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7) 2003년 저작권법 내에 처음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저작권법 제104조에 특수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조항이 추가되어, P2P나 웹하드를 운영하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사실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한 것이다.8)

3. 조항 수정 제안의 전제로써 구체적인 논의 방법의 설정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OSP의 책임과 면책 관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의사소통으로 생성된 현실’로 이해해야 된다.9) 따라서 “법의 동태화”와 함께 “법률

은 새로이 그리고 변화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변천을 촉진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스스로의 학습능력

을 구비하여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10) 이러한 “법의 동태화”는 사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논의된

다. 그러나 입법을 문어적으로 이해한다면 법의 제정만을 의미하나, 보통 실무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면 기존법

의 개정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1) 따라서 조항 개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 방법을 설

정해야 한다. 

즉, 우리는 일반적인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 제한과 관련한 개정 논의를 법학적‧제도적‧정태적 접근방법

에서 벗어나서 동태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작으

로 법적 개정의 논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용자의 측면과 저작권자의 측면, 그리고 사

5) 저작권법 제2호 제30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 모델은 공공영역과 사적부분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하였고, 그 때 국가와 사회적 욕구를 중재하는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공론장 자체는 사적 부문에 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들어와 공공영역과 사적 부분이 교착함에 따라 공공

영역과 사적 부문의 통합에 상응하여 특히 한때 국가와 사회를 매개했던 공론장의 해체가 일어났다. 사회학적으로도 법학적으로도 공과 사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재정치화된 사회영역이 출현한 것이다. 인터넷 상의 온라인 공론장은 근대의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혼합

적 성격을 띤 사회영역이라 할 수 있다. ;  Jürgen Habermas,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 나남 (2001), 287~288쪽. 

7) 복합적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네이트(Nate), 네이버(Naver)와 검색정보서비스만을 유지하고 있

는 구글(Google), 알타비스타(Altavista)를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8) 정상조‧박준석,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법학연구지, 제5권, 제5호, 2009 참조.

9) 오늘날 법은 모든 법률조문의 전체 혹은 모든 법규범의 전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적 및 사회적 맥락에 맞춰져야 한다

(kommunikativ generierte wirklichkeit)). 이러한 법이해로부터 출발할 경우 “법률은 공식적으로 공포된 법률조문과 동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규범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규범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 임종훈 ‧ 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5쪽.

10) 법의 동태화(dynamisierung des rechts)를 통한 입법형태가 현대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하다. ; 최윤철,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

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국회법제실 ‧ 한국공법학회 주최 2004 국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요지, 2004, 19쪽.

11) 임종훈 ‧ 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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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치의 자유시장의 측면을 대변하는 OSP의 의사를 모두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따라 

OSP의 책임 조항에 대하여 논문에서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림1: 동태적인 형태의 입법과정 방식>

OSP의 책임과 관련된 개정 논의도 이와 같은 골격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첫째, 착상은 현재 

면책 조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OSP의 면책 조항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후술될 현

실적인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둘째, 협의 과정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 요건 조항의 

설정 가능성에 관한 논의와 OSP 용어의 세분화라는 2가지 방식을 논의한다. 그리고 성문화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크게 세분화한 OSP의 4가지 형태에 따라 책임 요건 내지 면책 요건의 구체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정당화 부분으로서 개정 논의로 주장하는 논의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OSP의 이용자가 발생시킨 저작

권법상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 적용해본다. 이를 통하여 이 글의 제안이 기존

의 입법 형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OSP 책임론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설정

1. 현재까지의 규율상황

1) OSP 책임론의 배경

OSP의 저작권법상 책임은 인터넷상 개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다수 당사자의 참여를 가능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시작되

었다. 책임론에 깔려있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 사업비용으

로 위험까지 인수해야 한다는, 기업책임 내지 위험이 현실화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위험원천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손해에 대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과 유사하다.12) 다른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OSP의 의도 문제이다. 페이지뷰 내지 클릭수에 연동하는 광고로부터 서비스의 수익을 

얻으므로 최대한 많은 방문자를 확보하려 하고,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공급을 고민하게 

되므로, 저작권침해상황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의욕이 없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13) 

12) 윤종수, UCC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 SW Insight 정책리포트 19호, 2007, 31쪽.

13) 노동환, UCC와 온라인저작권, 최형묵 편저,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2009,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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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근거에 관한 논의

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관에 근거를 두는 설14), 형법 제18조가 관련된다는 설15), 민법 제750조의 변용된 운용으로 족하다는 설, 민

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설(민법 제760조 제1항 근거설)16), 민법상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설(민법 

제760조 제3항 근거설)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서는 소리바다1 손해배상 항소심판결 이후, 판례와 학설은 민법

상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설이 지배적인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법논리적으로 가장 모순이 없

어 타당할 뿐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직접침해행위를 반드시 전제한 다음 비로소 부차적으로 인

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언급되는 논리구조를 취할 때라야 미국 판례법상의 기여책임론과 대위책임론 등을 

한국법의 해석에서도 무리 없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대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17).

3) 책임규율방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면책규정에 의하여 역으로 OSP의 책임요건이 분명해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의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장의 현실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요건으로 규율하고자 할 경우, 입법의 

방식에 있어서 포섭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을수록 법의 형식은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일반규정화하게 

되며, 법 규정의 의미는 불가피하게 더 모호해지고 불명확해지는18) 결함을 항상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점

이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현실에서 계속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OSP의 유형들을 미리 예상하고 포섭하

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OSP의 책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의 1998년 DMCA법19)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면책규정 중심의 입법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은 미국 DMCA법의 형식을 고려하여, 제2장 4절의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침은20) 서비스제공자의 설비에 제3자의 자료를 올려놓은 이용자(가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유형21)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22)

14) 이충훈, 전자거래 관여자의 민사법적 지위,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63쪽.

15) 김종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99집, 2003, 48~49쪽

16) 안기순,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정보법학회 사례세미나 발표문, 2002, 34쪽.

17)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60쪽.

18) 박준석, 위의 책, 119쪽.

19) 박준석, 위의 책, 85쪽 ; 1998년 성립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OCILLA라는 제목하에 기존의 저작권법 규정인 법 17편 중 511조

에 덧붙여 512조를 신설하도록 정하면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DMCA법에 의하여 창설된 면책은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법률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일체의 항변권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의 법리 이외에 별도의 방어

수단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DMCA는 책임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면책요건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DMCA가 정한 면책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DMCA의 면책조항(safe harbor)에 따른 면책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그칠 

뿐, 그러한 불이행이 곧바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책임요건에 관한 한은 기존의 저작권법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책임이론, 기여책임이론 또는 대위책임이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0) 미국의 DMCA와 달리 저작권의 침해 외에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536쪽.

21)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단순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우 (면책요건 i) 전송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며 ii) 송신의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

아야 하며 iii)전송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2. 캐싱  3. 서버의 제공으로 나뉜다.

22) 이후 독일에서는 2000년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국내입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01년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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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DMCA법의 일반적 면책요건은 사실상 위험책임을 부담할 만한 객관적인 기술제공자로서의 자격

과, 주관적으로 침해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가지고 기여한 의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SP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 면책요건으로 다

음의 2가지의 적격요건을 서비스 제공자가 일단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

나 네트워크의 가입자들이나 계정보유자들 중 반복적인 침해자들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제거해 나가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위 이용자들에게 정책을 알려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주관적 의

도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으로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23)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

다.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위험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 면책요

건을 각 4가지 유형 ① 일시적인 디지털-네트워크 통신의 경우, ② 시스템 캐싱의 경우, ③ 시스템이나 네트워

크상에 이용자의 명령으로 저장된 정보의 경우, ④ 검색엔진의 경우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설하고 있

으며 한미 FTA협상 진행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면책규정의 유형은 이와 다르지 않다.

4) OSP의 책임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6장과 기타 특별법

현재 국내에서 O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영역에서 OSP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한다.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구 저작권법 제77조와 제77조의2

의 現身인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103조는 면책조항으로 Notice & Takedown 절차24)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를 규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구체적인 면책요건은 저작권법 시

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25)로 정해지고 있다. 한편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이하에서26) 정보의 삭제요청과 삭제조치 및 임시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

법은 온라인서비스법의 개정을 포함하였다.

23) 17 U.S.C. §512(i)(2),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a 공개되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범산업적

인 표준공정에 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폭넓은 공감에 따라 개발되어 왔고, b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누구나 이

용할 수 있고, c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그들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의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88쪽.

24) 저작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OSP에게 복제전송서비스의 중단을 구하는 통지를 미국에서는 침해주장의 통지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라고 한다.  이러한 통지절차의 필요성은 1995년 미국 Netcom 판결(Religious Technology 

Center vs. Netcom, 907 F.Supp. 1361(N.D.Cal 1995)에서 피고 OSP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시된 요건인데, DMCA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17 U.S.C 512(c)). DMCA의 이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EU 지침이나 독일 온라인서비스법에

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 정상조,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984쪽.

25) 목차 Ⅲ 에서 책임 및 면책 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히 인용.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

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

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

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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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으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로 적용되며 2010년 9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2. 현행 규율 상황의 문제점

1) 약관을 통한 당연 면책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2009. 12. 28. 개시된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면, 제32조에 면책조

항27)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항의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통해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분쟁에 대해 포괄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약관28)을 두고 있다.

물론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 약관의 제시를 통하여 약관을 통한 포괄적 면책

이 가능함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면책요건인 Notice & Takedown 정책의 실시가 가입 시에 

약관에 제시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삭제 

또는 차단조치가 정당화되어 온 것이 이제까지의 규율관행이다. OSP의 면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서비스장의 공공성을 고려한 유형의 분류에 따라 약관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OSP의 주의의무 내용을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각 OSP의 약관에 편입되어 자동적

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

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

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7)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개시일: 2009.12.28.

28) 네이버 이용약관 제16조(http://www.naver.com/rules/service.html) [2010.9.2 최종접속]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Daum 서비스약관 제12조(http://www.daum.net/doc/info.html?t__nil_footer=menu5) [2010.9.2 최종접속]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

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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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면책규정의 면책요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현실의 법규정 이탈상태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

2) 이용자의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공정이용의 범위를 축소시켜 콘텐츠의 변형과 재창조를 통해 누리는 이용자들의 표

현의 자유와 사이버 공론장의 공공성29)을 기술적 면책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반감시키고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위축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OSP 책임과 관련된 판례들은 권리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요건

이 미처 입증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피고 측인 OSP가 이미 별도의 면책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피고를 면책시키는 입장으로 보인다.30) 한국의 민사소송실무에서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입증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피고의 항변이 분명하다면 이를 채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설명되지만 실제의 민사 실무에서 그러한 예는 거의 없으므로 OSP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편의주의적 판

단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OSP의 책임은 완화된 면책요건 즉, 책임제한 요건의 충족에 의해 면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OSP의 작위의무나 주의의무에 관하여 다양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손담비 춤 동영상 사건31)에서 부모가 아이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저작권협회의 요청에 의해 OSP인 네이버측이 블라인드 처리를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협회

의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서비스제공자 측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획일적인 Notice & Takedown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하겠다. 제103조에서 권리침해주장자의 입증 수준을 소명에 의하도

록 한 규정 자체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부분의 입법미비로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DMCA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선의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물이라고 주장되는 소재로의 접속차단이나 제거

를 하였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침해물인지 실제로 판명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접속차단이나 제거조

치로부터 생긴 일체의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여 선의의 OSP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저

작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오히려 OSP가 이른바 침해물이라고 주장되는 정보에 관한 ‘소명’ 수준

의 통지를 받고 이를 신뢰할 때 복제 ‧ 전송자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소명을 신뢰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즉 

OSP가 선의이더라도 과실은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할 여지가 있다.

29) 공공성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점진적 과

정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서 공공성에 관한 착상을 얻은 하버마스는 여론 개념에 관하여 경험적 확인을 시도하면

서 비공공적 의견의 의사소통영역과 준(準)공공적 의견의 유통영역을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대중매체를 통한 연결이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얻어진 공식적 의견은 전시적 혹은 조작된 공개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사적 개인들의 의사소통적 연관은 끊어져

버려 공공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한 의견의 공공성의 정도는 다음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 즉 얼마만큼 이 의견이 조직 내

부의 구성원 공중의 공론장의 결과 출현한 것인지, 그리고 조직 내부 공론장이 사회조직과 국가제도 사이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는 외부 공론장과 얼마나 소통되는지가 그 기준이다. ; Jürgen Habermas,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 나남 (2001), 375~376쪽.

30)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97쪽.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 사건 이름은 임의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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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P 용어의 한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미국의 법례를 따르려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 포털의 언론성 인정 여부 문제 인터넷의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책임 문

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32)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는 디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로서는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비밀번호(password),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

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33) 물론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

나,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

최근 10여 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 형태는 저작권법상의 OSP의 면책 조항이 쉽게 좇아갈 수 없을 만큼 발

전하였고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미국의 DMCA나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과 마찬가지로 OSP의 

책임이 면책되는 유형을 나누어서 세분화하여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34) 이러한 4가지 면책규정도 이제 OSP라

는 큰 테두리를 세분화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인터넷에서 이용자, OSP, 저작권자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첫째,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제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이 아닌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또한 보

호받아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나 이용자가 자체의 보호만을 위한 것만이 아닌 문화 창달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은 크게 위의 내용을 병합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OSP의 책임을 면책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면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OSP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기 보다는 단순히 대기업의 시장 논리를 위하여 도리어 그 책

임을 피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둘째, OSP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저작권법 제2조 상 OSP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 도는 실연, 음반, 방

송, 편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위한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과거 OSP는 이용자가 직접 저작물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로써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PSP 서비스, 

블로그, 개인 홈피, 온라인 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OSP로서 검색사업자는 정보 검색 

32) 이대희, ｢한미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인터넷과 법,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III) 2007.12.17~18, 한국법제연구원, 

2009, 55쪽.

33) 이대희‧손경한 편저,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67쪽.

34) 저작권법 개정안 미국의 DMCA나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과 마찬가지로 OSP의 책임이 면책되는 유형을 (i)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ii)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iii) 서비스 이용자의 지

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경우, (iv)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이대희, ｢한미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인터넷과 법,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III) 2007.12.17~ 

18, 한국법제연구원, 2009, 35쪽.

35) 유대종 외 3인, IT와 법률의 균형과 조화,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경인문화사, 2009, 268~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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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았다.36) 그러나 현재의 OSP는 이러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공간이다. 단순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공간에 문서나 음악 파일을 올

릴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러한 행위를 자신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면책 조항을 기술 위주로만 세분화하여서 OSP가 저작권법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

록 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서 OSP가 어떠한 법적 지위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동시에, 책임을 져

야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된다.37)

셋째, OSP의 간접 책임까지 무력화시킨다.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설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매개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한 독일과 미국, EU 지침(안)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신행위, 

일시적 저장행위 등의 책임으로부터 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됨을 규정하여 온라인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의 활성화 도모에만 치우쳐서 사실상의 OSP의 간접 책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지

게 된다. 또한 판단자의 재량에 의해 면책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저작권법 제103

조의 고지 및 삭제 의무를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애초

에 OSP의 위험책임을 묻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2. 해결 방향 설정

반복적으로 새로운 OSP의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책임을 각 재판에서의 판단자의 재량에 의존한다

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온라인 서비스 장에서의 침해 현상이 특수함을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포기한 것이다.38) 

또한 현실적인 조항의 형태도 처음에는 포괄적인 면책 규정만을 내세우다가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책임 제한’과 관련한 제6장 내에 책임요건형식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크게 책임요건과 면책조

항의 적절한 결합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 

1) 책임요건과 면책조항의 적절한 결합 및 면책조항의 구체화 

저작권법 상의 면책요건들을 OSP가 불이행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OSP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규

정이 되어 있다.39) 그러나 초기 동시다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나타났을 

36) 유대종 외 3인, 위의 책, 274~275쪽.

37) 이와 같은 문제는 구글(google)의 도서검색서비스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타난다. 구글의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를 

미국의 한 기업이 독점화한다는 비판이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글의 디지털화된 정보의 독

점 혹은 문화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포함하여 프랑스어 문헌과 관련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갈리카(Gallic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http://gallica.bnf.kr) 이러한 내용은 OSP의 수익 구조의 다변화에 

도리어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9.2 최종접속]

38) 목차 Ⅲ과 IV에서 언급할 ‘썸네일 사건’, ‘엔탈 녹화시스템 사건’, ‘손담비 동영상 사건’, ‘판도라TV 사건’, ‘웹하드 사건' 등에서 면책요건

이 되는 작위의무나 주의의무의 내용은 임의적이다.

39) 학설상의 논란이 있으며, 책임 조항은 없고, 면책 조항만 있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당연 전제로 되는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면책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긍정하지 않은 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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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는 달리 변형적 형태의 제공자들이 생길 뿐 이제는 일정한 분류화를 시도해볼 만큼 그 유형이 몇 가지 형태

로 굳어진 이상, 법논리적으로 책임요건을 구체화한다든지, 책임을 전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면책되는 규정 

조항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현재 면책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세분화된 책임요건을 

설정하는 방법과 현재의 면책조항 자체를 수정해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다양한 OSP의 유형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침해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입법의 방식을 취하여 책임요

건을 각 유형별로 자세히 규율하는 방식의 해결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서비스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판례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판례들과 개정된 법적 규정들은 OSP의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작권법 제102조에 있어서 OSP의 법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OSP는 저작권 침해에 따르는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입장40)이 있다. 

그러나 책임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OSP의 책임에 관하여 최초로 입법을 한 독일의 경우를 참조해 보아

도 책임요건 자체의 명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과거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책임요건으로 OSP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었다. 온라인서비스법 제5조41)의 각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원칙적으로 그 서비스제공자의 의사나 의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42) 특히 제1항의 일반법 즉 민법

상 불법행위 규정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요건은 OSP의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고, 

결국 제5조 각항은 입법자가 단지 기술적 특성에 의하여 각 규정의 적용범위만을 설정하였을 뿐43) 실질적인 책

임요건도 면책요건도 규정 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 면책조항을 

구체화, 세분화해나가는 방식이 타당한데 그 선행 작업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을 유형화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2) OSP의 유형화

(1) 현재 용어의 문제점

OSP라고 모든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자를 묶기에는 사업 주체의 종류와 이용 주체들의 행동이 매우 다

양해졌고, 한편으로 온라인상의 소통기술의 변용은 그 가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일부 네

트워크를 구성하면서 OSP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44) 그러나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 누

40) 이재진‧방성복, UCC의 방송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찰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겨울호, 2007, 64쪽.

41) 독일 온라인서비스법 제5조 

제1항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이용가능하게 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하여는 일반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항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가 이용가능하게 한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하여는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인식하였고 그 콘텐츠의 이용을 차단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

제3항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접속만을 제공한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자동적이고 일시적인 제

3자 콘텐츠의 저장은 접속의 제공으로 간주된다.

제4항 일반법에 따라 불법콘텐츠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는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법 제85조에 따라 통신비밀을 유지하면서도 당

해 콘텐츠를 인식하였고 차단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42) 안효질, P2P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1, 74쪽.

43) 안효질, 위의 책, 76쪽.

44) 과거 하이텔(hitel)이나 심마니(simmani) 등의 텔넷(telnet)을 이용한 사이트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속 가능한 게시판이 아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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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접속할 수 있는 야후(Yahoo)나 마이크로소프트(MSN) 등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OSP의 의미가 확장되었

다. 이때부터는 OS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45) 

이러한 혼동은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가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과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위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er, SNS) 중의 일종인 페이스북(Facebook)이 동일한 수준의 OSP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OSP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면서 OSP의 면책조항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

다. 비단, 면책조항이 가지는 단점만이 아니라, 과거 독일식의 입법례가 간접적으로 시도한 OSP의 책임 요건 

설정방식의 단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

사실 온라인은 인터넷46)과 밀접한 용어이다. 이러한 밀접한 용어 사용이 사실 법적 용어의 정립에 있어서

는 상당한 혼동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라는 용어는 ‘인터넷 언론’, 

‘인터넷 미디어’, ‘온라인 매체’, ‘온라인 미디어’, 혹은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등의 개념과의 명확한 구

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47) 앞서 설명한 온라인과 유사하게 인터넷(Internet)이란, 일반적으로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래한 네트워크(network)의 집합체”, 또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network of networks)”로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48) 일상적으로는 가상공간(cyberspace)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유의미한 용어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포섭할 수 있는 용어는 복잡 다단한 현상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

다.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빚어지는 저작권침해가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관심과 그에 

따른 법적 쟁송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이라는 현실49)을 반영하듯 저작권 분야의 논의가 가장 활

발한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란 용어 대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란 용어를 압도적으로 더 선

부 인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 또는 클럽을 개설하고, 그 내부에서 서로 글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였다. 이때의 하이텔이나 심마니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다만, 추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인터넷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45) 엄밀히 말하자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및 콘텐츠제공자 등의 개념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라는 용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콘텐츠제공자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

권법｣)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이유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

고서 제13호, 2008, 2쪽.

46) 인터넷은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동해 놓은 망의 집합을 의미하는 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의 약어인 internet과 구별하기 위해 

Internet 또는 INTERNET과 같이 고유명사로 표기한다. 랜(LAN) 등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는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다.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ISOC(Internet Society)가 있지만 인터넷망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는 아

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전화망 버금가는 거대한 세계적 정보 

기반이 되었으며 통신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275530 [2010.9.2. 최종접속]

47) 정상우,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3쪽. 

48)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 26쪽.

49)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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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미국 법원들의 용어사용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50) 그러나 ‘온라인’이든, ‘인

터넷’이든 이 용어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러한 혼용은 현재의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인터

넷서비스제공자들의 행동양상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사용되

는 기술에 따른 구분은 기술의 발전상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OSP라

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온라인서비스장(場)에서 오가는 콘텐츠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간

의 관계 및 이용자들 간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OSP를 세분화, 유형화하고자 한다. 온라인과 인터

넷이라는 개념이 혼용되던 10여 년 전의 시절에 용어의 혼동과 정립이 반복되어 온 규율형태를 온라인 범주 내

의 인터넷 개념과 웹 문화가 집대성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도 유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3) OSP의 4가지 세분화

오로지 기술적 관점에서 OSP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저작

권법 제512조는 OSP의 침해책임이 면제되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OSP를 구분하

고 있지는 않다. OSP 자체를 구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면책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생기는, 앞서 논의한 문제점

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각 OSP의 형태에 따라서 면책조항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OSP의 자의에 의해서 

이용자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바탕으로 한미 FTA를 반영하는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OSP의 책임을 면책

하는 사유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면책되기 위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OSP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

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OSP에게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뉴스와 같은 콘텐츠를 올린자(복제 ‧ 전송자)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캐싱을 “OSP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이용자들이 다시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51)

한미 FTA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의 4가지 유형의 면책사유 및 면책요건은 이미 한미 FTA 중 지적재

산권 협상 내용으로 조만간 한국의 입법으로 반영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저작

권법은 미국의 DMCA의 입장과는 달리 단순접속서비스, 검색엔진 등 온라인서비스의 여러 가지 기술적 유형에 

따른 아무런 차이도 외형상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입법 방식에 대하여는 항상 새로운 서비스 방법이 창출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의 현실에서 법의 흠결 없이 법규의 적용에 탄력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히려 좋다는 입

장도 있었다.52) 반대로 기술적 특징, 가령 인터넷 네트워크에 있어서 단순한 접속 제공자는 이용자들끼리 전송

50)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용어들 이외에도 거론되는 것에는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Internet Network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전자게시판 운영자(Bulletin Board System Operator) 등의 용어가 있다. 또한 한국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용어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

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도 존재한다.

51) 저작권법 개정안 제102조, 제103조 참조.

52) 안효질, P2P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1,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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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차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의 경우는 법률적 평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에 따라서 입법하는 태도가 가장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53)

OSP의 기술적 유형을 처음 제공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OSP의 기술적 유형이 변화하였으며 

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후속조치식의 입법으로 좇아 면책규정을 개선하는 노력도 물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변용이 예상되는 온라인서비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 개념의 유형화를 

시도해 볼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O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의 창출 목적, 이용자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의 양상, 주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정도, 공공성 즉 공론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OSP를 구분할 수 있다. 

OSP의 기능과 목적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인식을 고

려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RS)제공자, 

둘째,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tin Board Service, BBS)제공자, 셋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제공자, 넷째, 파일공유서비스(File Sharing Service, FSS)제공자로의 구분을 제안한다. 첫 번째 

유형은 전체 온라인서비스장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형성 ․ 유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저작권 대상인 무

체물의 거래사업이 정형화되기 이전의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서비스장의 주된 내용으로 하되 SNS는 사적인 표현의 자유의 실현 공간으로, 

BBS는 언론으로 기능하여 각 공론장의 창출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법의 ‘오래된 미래’54)

를 실현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엔진으로서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여 일반 공중의 ‘상상력의 

자유(freedom of imagination)’55)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Ⅲ. OSP의 유형 분류에 따른 책임과 제한

1. OSP의 유형분류의 의의와 목적

1) OSP의 유형분류의 의의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서 OSP의 책임을 규제 하고 있으나 개개의 OSP가 갖

는 목적,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인식 및 예방 가능성 등의 서로 상이한 다양한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소송경제적 비효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의 

OSP에게 과도한 책임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재생산

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OSP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책임을 차등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의 단초가 될 것이다.

53)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147쪽.

54) 박성호, 저작권의 역설 : 저작권법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다, 계간저작권 2010년 여름호, 2010, 105쪽.

55) 앞의 논문 106쪽, 111쪽에서 재인용. N.W. Netanel, Copyright's Paradox ; Jed Rubenfeld, The Freedom of the Imagina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17

2) OSP의 유형분류의 목적

OSP의 서비스 제공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또는 면책 요건을 명시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개개의 유형이 갖는 사회적 가치창출 등의 

고유의 공공성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SP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저작권의 적절한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

건을 <표 1>과 같이 세분화 하였다.

OSP의 유형 엄격한 예외적 책임요건

1. IRSP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

1)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자를 직접 결정한 경우

2) 전송된 정보의 공개 수준 및 기타 형태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

3)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직접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면책요건

1) OSP의 책임과 

면책의 사전통지

2) 구체화된 기술적 조치

3) 분쟁 발생 통지 

및 금지조치

게시물의 

저작권자식별기

술의 적용

업로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필터링과 모니터링

면책요건 해당여부

2 SNSP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 ○ × × Notice & Notice

3. BBSP

(인터넷게시 

서비스제공자)

○ ○ ○ ×
Notice & Take 

Down

4. FSSP

(파일공유서비스

제공자)

○ ○ ○ ○
No Notice & Take 

Down

<표 1: OSP의 유형별 책임 및 면책요건에 관한 제안>

네 가지 유형(IRSP, SNSP, BBSP, FSSP)의 분류에 따른 상세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2.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서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와 함께, 사회적 책임론도 제기되는 실

정이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기능을 확대하기까지, 초기의 인터넷포털은 검색서

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Portal)에 지나지 않았다.56) 그러나 현재 포털은 

검색서비스 외 이메일과 카페,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대체하

는 뉴미디어로서의 기능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로서 포털사이트라는 관문이라는 명칭과는 다른 현재의 

포털사이트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후에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

작권법 위반의 문제에서 포털사이트 제공자에게 필요한 책임 요건이나 면책 조항을 새롭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56) 김인희 외, 국내 인터넷 포털의 현황과 특성 - 산업으로서의 포털과 미디어로서의 포털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 Vol.22, No.3,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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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포털사이트의 정의

현재 인터넷 포털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고 있

는 서비스의 속성을 볼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다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

터넷 포털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념이 존재한다.57) 사업자를 규정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면, 인터넷 포털 산업은 인터넷산업의 분류체계상 활용산업으로 분류된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산업의 

영업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인터넷 포털 즉, 

대형 포털로 불리는 대표적 사업자들, 즉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은 검색 서비스를 시작으로 발전하였지

만 최근 10여 년간의 포털 사이트들은 수익구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과다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포털사이트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UCC(User Created Contents)로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 내로 편입

시키거나, 블로그에 이웃 개념을 도입한 SNS(Social Network System) 서비스를 포털사이트내로 끌어 들이는 

등의 인터넷 통합 사이트로 나아갔다. 이러한 최근의 형태는 포털사이트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새로운 형식의 

종합적 사이트를 탄생시켰고 이에 대한 다양한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58) 이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포

털사이트가 이렇듯 통합적인 사이트 형태로 나아가다보니, 포털사이트를 OSP로 동일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

식에 의해서 OSP의 책임과 면책 조항에서 항상 포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와 그 운영하는 요소들을 동일하게 적

용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축소해석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우리가 저작권법상에서의 OSP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포

털사이트란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59) 포털의 의미가 

최초로 들어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정보를 매개함으로써 고정방문객을 확보하며 문화적‧산업적 가

치를 재창출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을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

하고 있다.60)

한편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털사이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확정된 의미는 없지만 포털사이트의 기능에 비추어, 잠정적으로 정보검색의 서비스, 전자우편, 

커뮤니티, 언론기사 제공 등의 포털기능을 가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61) 그러나 포털

57) 법적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상에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격인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과 매개’라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이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역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체‧기업을 말

한다고 볼 수 있다. 

58) 단점 중 하나의 예로 포털사이트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특정 포털사이트 2-3개가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59)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사이트로는 Daum, Naver, Nate, Google, Paran 등이 있다.

60) 박동욱 외 4인, 부가통신사업 유형분석 및 지원정책 연구, 정책연구 01-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63쪽.

61) 정상우,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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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관문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주된 기능이 정보검색서비스인 점에 

비추어서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Provider, IRSP)62) 또는 ‘검색서비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용어는 포털사이트 기능 가운데 특징적인 검색서비스의 역할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초기 야후(Yahoo)의 경우에는 디렉터리 검색만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도 구글(Google)은 이러한 초

기 형태의 검색서비스만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국내의 다음이나 네이트와는 다르게 정보검색에 많은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도 정보검색에만 집중하는 알타비스타(Altavista)도 마찬가지이다.63) 따라서 포털사이

트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든, 그 이전의 포털사이트의 기본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든 간에 정보검색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OSP에서 따로 구분해야 한다. 현재는 단지 그 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상호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검색을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추가로 하고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RSP는 다른 유형보다 높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64) 공론장의 가장 기초

적인 조건의 실현과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4) 현재 OSP의 면책 조항과 IRSP의 관계

(1) IRSP의 역할의 특수성

인터넷상 IRSP는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정보검색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순수

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나타낸 검색서비스이다.65) 이 같은 검색서비스프로그램과 IRSP의 인위적인 편집을 통하

여 만들어지는 검색목록표, 광고, 뉴스와 인기검색어 순위로 구분할 수 있다.66) 광고, 뉴스와 인기검색어 순위

의 경우는 사실상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다만, 인의적인 편집을 통하여 만들어진 검색목

록표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간접책임 또는 기여책임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사실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포털사이트는 단순하게 제공의 역할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편집상의 선택에 의하여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을 IRSP가 간접적으로 종

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67)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최근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판례의 흐름68)을 보

62) 이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IRSP라고 쓴다.

63)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진한M&B, 2005, 504쪽.

64) 유대종 외 3인,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경인문화사, 2009, 232쪽.

65) 검색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로보트” 또는 “크로울러(crowler)"에 의하여 타인의 정보를 찾고 인덱스를 만드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하여 수억 개의 www-페이지와 그림, PDF문서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광대한 데이터가 모아진다.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수집이 검색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어떻게 알고리즘에 의하여 정확하게 나왔느냐에 따

라 검색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검색기능을 실행시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검색결과는 주로 링크

(특정한 인터넷주소로의 연결), 링크내용, 스니페트, 썸네일 등으로 구성된다. ;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

과 그 문제점, 인터넷 법률 통권 제44호, 2007, 31쪽.

66) 이병준, 위의 책, 30쪽.

67) 이러한 지적으로는 Goldman, Searchengine Bias and the Demise of Searchengine Utopianism, 8 Yale J.L&Tech, 2006, 188쪽.

68) 판례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는 없다. 다만,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썸네

일(thumbnail)을 제공하는 기능을 평가하면서, 검색자체가 가지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정한 이용의 형태라고 보고 있다. 즉 “현대생

활에서 인터넷 이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화된 검색의 일부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핵심기능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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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IRSP에게는 앞으로 공공성 보장의 측면에서 면책규정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요건을 명확하게 

한 책임규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색기능을 통하여 찾을 수 없거나 검색결과 내지 검색목록표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이

용자들이 사실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게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검색 

결과의 배치나 순위 등에 대하여 그 책임과 통제를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IRSP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통제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사회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시장주의적 원리에 위배된다. 이는 사업자의 

헌법상의 각종 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언론에서 유지되고 있는 편집권의 행사

에 간섭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진다. 즉, 인위적인 검색목록표의 사용은 순수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나타난 검색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특별히 사정으

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IRSP에게 간접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IRSP의 책임 요건의 필요성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인터넷 포털을 검색사업자로 규제하려고 하였고,69)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

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많은 입법안이 제출되었다.70) 이러한 규정들은 OSP에게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책임을 묻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 흐름은 IRSP에 대하여 정보검색서비스 결과에 대한 편집권과 같은 감시와 통제의 권한을 이용자들

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OSP에게 강한 편집권을 

행사토록 한다면,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면책규정에 대한 논의 쟁점은 크게 법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이 작용하

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공공적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 정보

의 자유로운 소통이 강조된다. 검색된 자료가 저작권법 위반이 확실한 것, 의심되는 것, 위반인지 불분명한 것 

등으로 검색 키워드와 검색된 자료간의 관계도 상당한 법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IRSP가 

낳는 사회적 부작용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71) IRSP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국가에서 행정부 역

할을 담당하게 된 IRSP가 사인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

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나아가 IRSP의 책임 문제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상 명예훼손이나, 기존 언론과의 관

계 등에서 크게 작용하므로, 면책 조항보다는 IRSP의 역할에 맞는 명확한 책임 규정으로 저작권법 관련 논의와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

69) 비슷한 취지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검토보고서(2007. 11)의 54쪽 참조.

70) 검색사업자법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검색사업자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참조.

71) 정상우,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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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SP에 대한 책임 요건 규정

따라서 IRSP에게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기여책임을 긍정하는 책임 요건 규정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색서비스만을 기반으로 하는 서

비스제공자이므로, 단지 소비자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접속수단만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상의 IRSP

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없다.72)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실시하고 있는 OSP의 면책 규정은 검색서비스를 위한 온라인제공자에게는 해당할 수 없다.

다만, IRSP가 저작권법 위반하는 행위가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간접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따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책임 요건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 IRSP가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직접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IRSP

는 검색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지, 그 검색한 사이트에 접속한 후부터는 IRSP의 책임에서 벗어나야 함이 원칙

이다. IRSP는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웹서버를 찾아줄 뿐이다. 즉, 그 사이트나 서버에 사

용자가 접속하는 순간에는 IRSP의 책임은 사라진다. 그러나 콘텐츠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캐쉬나 썸네일의 문제이다. 이것은 기존의 판례의 판시와 같이, 그 검색의 결과가 원본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즉,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전송을 직

접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그 검색에서 발생하는 컨텐츠 내용과 사용자에게 검색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린다면 이때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

둘째, IRSP가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자를 직접 결정한 경우이다. 즉, 정보검색서스제공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발신자를 임의로 특정했고, 그 발신자의 콘텐츠가 저작권법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권의 간

접적 침해를 기여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또는 서

비스에 관하여 검색서비스이용자의 검색횟수, 방문횟수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검색순위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전송된 정보에 대하여 많은 이용자가 접속한 특정 수신자를 먼저 검색결과에 보여주는 행

위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여기서 정보의 발신자를 직접 선택

하는 것은 특정한 OSP, 가령 특정 UCC, P2P제공자의 정보를 인위적으로 검색상단에 배치하는 경우이다.

셋째, IRSP가 전송된 정보의 공개 수준 및 기타 형태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포털서비스제

공자가 이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특정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의 간접적 침해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공개로 되어 있던 정보를 검색하여서 다

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파일의 형식을 변경하여서 누구나 그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73)

72) 이는 간접책임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와는 다르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다.

73) 최근 구글에서는 pdf로 된 파일을 html로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논의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저작권법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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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정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74)란 ‘Social Network Service’로 인터넷을 통해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75)76)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77).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는 네이트78)에서 제공하는 싸이월

드79),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80)81)가 있다. 단순히 자신의 안부를 오프라인 상의 지인들에게 알리는 형성 

초기단계와는 달리, 온라인상의 새로운 인맥 형성,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및 각종 정보의 공유의 수단으

로서, 종합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다.82) 

2) SNSP의 책임 관련 판례와 문제점

(1) SNSP의 책임 관련 판례

① 손담비 ‘미쳤어’ 춤 동영상 사건83)

우모씨가 2009년 6월 자신의 자녀(당시 5세)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반주에 맞추어 따라 부른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84)에 게시하였다. 이에 한국저작권협회는 당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

한다며 당시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네이버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85), 네이버는 동조 제2

74)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SNS라고 표기한다.

75) 용어해설에 대한 내용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학회자료(2009)를 참조.

76) 인맥관리서비스, 인맥관리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 내에서 형성된 

유대관계를 뜻하는 인맥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극도로 개방된 사회적 관계 및 정보공유의 형태를 ‘인맥’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상 괴리가 가져오며,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친목 도모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서비

스를 온전히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77) 이영주, 한국 SNS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08, 49쪽.

78) http://www.nate.com

79) 이용자는 각각 자신에게 할당된 계정에 일정한 형식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서 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사진, 

글, 동영상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손쉽게 게시할 수 있다. 할당된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지역, 학교 등)를 통

해 검색이 가능하며, 각 미니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 또한 검색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80) http://blog.naver.com

81)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

하였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日誌)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364> [2010.9.2. 최종접속]

82) SNS 사업은 웹의 쌍방향성과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가치를 생성하고 축척해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웹 2.0 시대에서 가

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인터넷 조사기관 코리안클릭이 발표한 2010년 4월 월간 따르면, 19세부터 39세까지 인터넷 이용자 1626

만 4806명 가운데 싸이월드 이용자수는 1179만0940명에 달하고 있으며, 무료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마이

크로 블로그(또는 미니 블로그)로 분류되는 새로운 형태의 SNS인 트위터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등 웹 2.0 시대의 쌍방향 의

사소통 및 인맥구축, 정보교규가 이루어지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84) http://blog.naver.com/yang456/140062293006 [2010.9.2. 최종접속]

85)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 [공포번호 제8852호, 시행일자 2008.2.29] 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

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 전

송하는 자(이하 “복제․ 전송자”라 한다)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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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우 씨에게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우 씨는 자신의 동영상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네이버 측에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이에 우씨는 음악저작권협회와 네이버에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② 미니홈피에서의 불법 음악파일 이용사건86)

피고는 이용자들이 개인홈페이지(이하, 미니홈피87))를 개설하여 글이나 사진, 음악 등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피고는 미니홈피에서 각 이용자들의 임의의 설정에 따라 별도의 

로그인(log in)없이도 자료의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기도 한 SNS를 제공하는 자다.88)

해당 이용자에게 경고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자체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불법음악파

일에 대한 단속을 하여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음악인식(Audio Finger Printing) 기술89)을 도입하여 실

행하였다.90)

(2) 문제점

① ‘위축효과’의 발생

두 번째 판례에서와 같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책임의 

감면은 일견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판례에서 나타나듯

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서비스 제

공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통제되는 일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불합리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는 웹 2.0시대에 이용자간의 쌍방향 정보 공유에 의한 새로운 문화의 창

출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억압하는 위축효과91)를 낳을 위험이 있다.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가합9022 판결

87) 이른바 일촌이라는 이용자 간의 관계설정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의 양을 달리할 수 있어 개인홈페이지의 운영자가 글이나 업로드된 파일

의 분류 및 공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88)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미니홈피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고 있으

니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이후에도 삭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음악저작물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와 음악파

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불법 음악파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

에 걸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멀티미디어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가수명을 이용한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검색금지어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수백 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원고가 요청한 350,000여 곡에 대하여 

집중 단속(이른바 모니터링)을 하였고, 음악차트 상위 20위 내의 곡에 대하여는 검색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경고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89) 음악인식기술이란 디지털화된 음악파일을 재생할 때 그 음악의 신호적 특성을 분석하여 고유의 식별특성(Audio Finger Printing)을 구

성하여 음악 파일간의 동일성을 판별해 내는 기술이다.

90)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1. 원고는 

파일의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2. 피고가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점, 3. 이용자들의 음악파일과 관련

된 비중이 지극히 낮은 점(음악 관련 검색비율이 약 1% 내외에 그친다.), 4. 각 서비스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게시물의 게재 여부, 회원가입 여부, 공개수준, 접속권한 결정 등의 운영 및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5. 피고가 약관을 통해 가입자의 지적재사권의 침해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자체적으로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삭제 요청에 조속히 대응하였으며, 음악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 필터링 기술을 도입한 

점 등의 피고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는 점을 꼽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91) 법률이 내재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효과’(deterrent effect)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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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괄적 통제에 의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의 증가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인정 범위에 대한 예

측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특히 각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인 인터넷 게시공간이 

제공되는 SNS의 경우에는 구체화된 필터링이 어려워 일괄적인 통제조치만이 가능할뿐더러, 모니터링이 용이하

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이런 일관적인 통제는 이용자들 또한 자신의 2차 창작물, 심하게는 순수 창작물조차도 각 개인이 

관리하는 개별 인터넷 개시공간을 통해 친분이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큰 불편을 낳게 된다. 

저작권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의해 이러한 불편의 범위가 차츰 확대될 경우,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92), 이 부담 또한 고스란히 서비스 제공자가 안게 되어 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3) SNSP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의 특징 -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1) 이용자의 지시에 의한 저작물의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

2007.6. 한 ․ 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OSP의 면책요건을 위한 기술적 유형 분류에 따르면, SNS 제공자는 

세 번째 유형인 ‘서비스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OSP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저

작권 침해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은 이용자의 게시 행위에 의해 다른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하여 열람 또는 전송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 제공자

의 서버에 저장된다. 이렇게 서버에 보관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를 유도하고 초래할 위험성을 갖는다.

(2) 게시된 저작물의 공개 정도와 저작권의 침해

오늘날 SNS 제공자들은 저작물의 게시자의 선택에 따라 복사와 스크랩 등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이용자들을 게시자가 임의로 설정한 분류에 의해 게시물에 대한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자와 가장 가까운 이용자들에게만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여도 거미줄처럼 짜

인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특성상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14일 싸이월드 총 일촌건수93)

가 10억건을 돌파하였다. 이는 회원 수로 환산하면 1인당 41명의 일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94)95)

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김형석‧임영덕, 미국의 ‘위축효과’와 그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

호, 2009, 100쪽.

92) 실제로, 위 ‘미니홈피에서의 불법 음악파일 이용사건’(2009가합9022)에서 음악인식기술(Audio Finger Printing)기술을 적용한 시기를 

전후하여 각 1주일간의 페이지뷰(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본 횟수)가 약 62.84%가 감소하였다.

93) 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위인 ‘촌[寸]’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져,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싸이월드상의 신조어이다. 게시물

에 대하여 ‘비공개’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접근이 허용되며, ‘관심일촌’으로 설정하거나 일촌 내에서의 그룹 관리(즉, 분류) 등을 통하여 

게시물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허용도 가능하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의 ‘이웃’, 트위터의 ‘팔로워(follower)' 등이 있다.

94) 정현수, "싸이월드 1인당‘ 일촌수는 41명", 머니투데이, 2009.12.14기사.

95) 게시자로부터 4단계만(즉, 게시자와 ‘사촌’인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이 공개되어도 단순 산술적으로는 282만 5761명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단순히 주위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

과는 그 전파력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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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공유서비스로의 기능

대부분의 SNS의 인터넷 게시판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저작물을 게시하고 열람하는 기능 외

에도 ‘첨부파일’96)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리바다 사건 이후 파일공유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이 강화되자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게시판의 ‘첨부파일’기능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자신

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 단속이 용이

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공개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명료하지 않고 허용되는 사적 복제의 범위

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전파력이 큰 각 이용자의 SNS는 묵과할 수 없는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다른 OSP와의 구별의 필요성

(1)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와의 구별

파일공유서비스와 SNS 모두 디지털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자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지고 이 서버에 다른 이용자들이 접근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다. 그러나 파일공유서비스는 순수한 콘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불특정다수를 공유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SNS는 이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공유의 대상이 한정된 범위내의 일부 이용자들에 국한되기 마련

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 내에서 유포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저작권 대상 파일뿐만 아니라 UCC, 즉 

이용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고 재편집하거나 스스로 창작한 것인 경우가 더 많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SNS

는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각 주체의 사적 공간으로 일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FSS와 같이 

엄격한 면책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SNS의 기반을 흔들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2)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와의 구별

인터넷게시서비스와 SNS 모두 이용자들이 스스로 창작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편집과 패러디 등

을 통한 2차 저작물 등의 UCC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SNS의 각 게시공간은 인터넷게시서비스의 게시공간과는 달리,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게시물의 게재 여부, 회원가입 여부, 공개수준, 접속권한 결정 등의 운영 및 관리가 

각각의 게시공간의 개설을 신청한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SNS는 익명의 전체 대중

에게 콘텐츠가 공개되는 인터넷게시서비스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97) 언론 기능을 목적으로 창출된 공간인 인터

96) 어태치먼트 [attachment]. 본래는 동화상 데이터 등 용량이 큰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보충하기 위해 보내는 것을 말하였으나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9996>, 근래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이용자들 각자의 PC에

도 게시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 기능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2010.9.2. 최종접속]

97)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의 본래 목적이 다른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 단지 부분적인 기능이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OSP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

적인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물의 공개 여부, 회원들의 접근 권한 부여 등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과 권리를 각각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SNS

의 경우에도, 그러한 능력과 권리를 서비스 제공자가 온전히 갖는 인터넷게시서비스와 유사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

라 저작권 침해의 적극적이 직접적인 주체인 이용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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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게시서비스와 달리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이용자 개인이 자기결정에 따른 자

기책임 원리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SNSP의 면책 요건

(1) SNSP의 책임 경감과 SNS이용자의 책임 강화의 상호성 필요

이용자들의 권리와 능력에 비례하여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웹 2.0시대를 맞이하여 그 성장이 더욱 기

대되는 SNS의 경우 개개의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 못지않은 자율성과 관리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이용

자들 역시 보다 큰 권리와 높은 자유도를 요구하고 있다98). 이러한 권리와 능력이 개개의 이용자들에 부여된 

이상,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의 책임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위축효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

는 한계를 가진다. SNS 이용자들이 갖게 된 저작권 보호에 대한 1차적인 통제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면책 요건으로 족하다.

(2) 이용자들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무 사전 통지

아래의 ‘(3)’와 ‘(4)’에서 언급할 SNSP의 구체화된 면책요건을 OSP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그 자료에 저작권추적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을 사전 통지 하고 게시하는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터넷게시공간의 개인 이용자인 개별적인 관리자와 게시자가 자기 결정에 의한 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

다는 점을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3) ‘첨부파일’의 ‘기술적 조치’의 구체화․의무화

현재 많은 OSP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검색금지어 설정’은 저작권 보호에 효과

적이기는 하나 선량한 이용자들에게도 광범위한 불편99)을 초래한다. ‘특정 종류(확장자)의 파일 업로드 금지’또

한 마찬가지 결과100)를 초래한다.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는 기술(예를 들어, Audio Finger Printing기

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도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저작권식별기술(예를 들어, watermarking)101)을 사용하여 각종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가 누

구인지를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의 통제만을 실시한다면, 저작권이 침해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

면적인 통제나 모니터링 없이도 문제를 야기한 이용자를 쉽게 찾아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98) 메뉴의 구성 ․배열, 방문자들 간의 세분화된 열람 권한 부여,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 복사의 허용 여부 등의 보다 구체적인 관리능력

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크게 각광받으며 일반화 되었다. 

99) 예를 들어, ‘아저씨’(2010년 개봉된 이정범 감독, 원빈 주연의 한국영화의 제목)를 검색 금지어로 설정한 경우, ‘아저씨’라는 일반명사를 

이용한 일반 자료의 검색이 일괄적으로 불가능해진다.

100) 예를 들어, ‘미니홈피에서의 불법 음악파일 이용사건’(2009가합9022)에서처럼, 음악 파일(확장자가 wma, mp3 등)이나 영상 파일(확장

자가 avi, mpeg 등)등 특정 종류 파일의 업로드를 제한할 경우 파일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용이 제한된다.

101) 디지털 음악, 동영상, 이미지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에 상표, 로고, 자필서명 등과 같은 저작권인증데이트를 삽입하고 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콘텐츠의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침해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삽입된 watermarking정

보를 이용하여 원래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양승두 외, 디지털권리관리(DRM)시스템의 발전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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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SNSP의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자신의 저작권과 

침해여부를 입증하여 SNSP에게 통보하면 SNSP는 그 침해자가 소송상 당사자로 확정되기에 충분한 신상정보

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족하다. 즉, 이용자 스스로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개별적인 게시공간을 통해 

일어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SNSP는 저작권식별기술을 통해 게시공간을 관리했던 이용자와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확보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Notice & Notice

지금까지 OSP에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 ‘Notice & Take down’ 규정은 저작권 침해여

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게시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개별적인 

인터넷게시공간의 관리 권한을 이용자가 갖는 SNS의 경우에는 OSP가 Takedown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그 판단을 관리 권한을 가진 개개의 이용자에게 맡기고 그 책임 또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SNSP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통지 되었을 때, 이를 개개의 이용자들에게 전달 및 주의사항을 알려

주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에서와 같은 임시차단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사적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창출된 

공간적 특성상 분쟁의 발생을 각 분쟁당사자 즉 권리자와 이용자쌍방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의무의 이행을 다했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장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내용은 창작자인 이용자가 애초에 저

작권의 공유를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많으며, 변형이나 편집을 통해 다른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의 정도 및 접근성, 사적 공간으로서의 창출 목적을 고려해야 할 때 일방적인 삭제 또는 차단 조치는 불필

요하다.102)

4.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UCC와 디지털콘텐츠사업

(1) UCC의 정의

손수제작물 또는 이용자제작콘텐츠라 불리는 UCC (user-created contents)는 포털사이트 다음103)의 ‘다

음커뮤니케이션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 1999-2002’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1999년경부터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

작한 개념으로서, 영미권에서는 UGC(user-generated contents)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04). 본래는 사용

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개시한 것으로서, 사용자 가공 콘텐츠(user-modified 

102) UCC 공유서비스는 분명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저작권침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

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발달은, 문화생산을 전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맡김으로써 개인을 수동적 문화이용자

로 전락시켜버리고, 나아가 매체(mass media)와 시장을 자본과 권력에 일방적으로 종속시켜 정치 ․ 경제적 의사형성을 왜곡함으로써 주

권자 내지 소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CC 공유서비스는 개인에게 문화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개인이 만들어낸 문화를 분산되고 통제되지 아니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이동진, 동영

상UCC(User-Created-Content) 공유와 저작권,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통권 제16호), 2008, 89쪽.

103) http://www.daum.net

104) 이대희, 특집: 디지털엔터테인먼트; UCC와 저작권,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지,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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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와 사용자 재창조 콘텐츠(user recreated contents) 등을 모두 UCC로 통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미

권에서 보다 널리 이용되는 ‘UGC’는 창작의 개념이 보다 강조된 용어이다105). 

(2) 최근 산업 현황

UCC는 이른바 웹2.0 스타일의 콘텐츠 비즈니스, 즉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콘텐츠의 개방적 플

랫폼상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하여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탄생시켰

다106). 초기에는 단순한 글과 사진, 그림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형태였으나, 동영상 파일107)의 플래쉬 

변환을 통해 별도의 플레이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손쉽게 게시, 재생 할 수 있도록 한 유튜브108)의 성공 이후, 

국내에서도 2007년 판도라TV, 곰 TV, 엠엔캐스트, 엠군 등의 동영상전문사이트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냈

다109). 2008년에 들어오며 페이지뷰 수의 감소와 수익의 악화 등을 보이며, UCC 산업 전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110).

2) 인터넷게시서비스의 정의

이 글에서의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ntin Board System)111)’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작성 ․ 가공된 글, 

사진, 그림, 및 동영상 등의 저작물(일명, UCC)을 이용자가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게시

된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 보관, 관리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3) BBSP의 책임 관련 판례와 문제점

(1) BBSP의 책임 관련 판례 - 비아콤 vs. 유튜브

최근 UCC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 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소구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112). 특히, 미국에서 비아콤(Viacom)이 유튜브를 상대로 2007년 3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113)은 

105)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21450 [2010.9.2. 최종접속]

106) 윤종수, UCC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생체제 - UCC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안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425쪽. 

107) 코덱의 종류에 따라, 국제 동영상 표준화 그룹(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서 만든 mpeg형식, 애플사에서 만든 동화상 형식의 

mov, 프로그레시브사(progressive networks)에서 개발한 realvideo,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avi 형식, 엠펙4를 발전시킨 고화질

의 DivX 형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코덱이란, 코더(coder)와 디코더(decoder)의 합성어로, 음성과 비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어 

주거나 그 역과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이다. 

108) http://www.youtube.com

109) 코리안클릭 Newsletter, 2007 Hit Site, 2007. 12. 12. 제155-1호; 판도라 TV, 곰 TV, 엔엔캐스트, 엠군 사이트는 전체 인터넷 이용

자중 20%이상이 방문하는 핵심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판도라 TV의 경우는 순방문자가 2007년 1월 대비 19.9% 증가

하며, 이용자수 천만 명을 돌파(10,959,882명)하였다.

110) 인기와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저작권 분쟁이 뚜렷한 결론을 내놓

지 못하여, 일부 동영상에 대한 검색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활동을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제약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

다. 애초에 사용자들의 창작의 자유를 기반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사업이기에, 저작권을 빙자한 무분별한 검색제한 및 일방적인 

삭제 조치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며 사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 류의성, UCC '끓기도 전에 식어버리나?‘, 이데일리, 

2008.07.04 기사.

111)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는 BBSP로 칭한다.

112) 박유리 외,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9-16, 2009, 73쪽

113)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No. 07CV2103(S.D.N.Y. March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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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시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의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Viacom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상대로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소

송을 제기하였다. Viacom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직접 침해 책임뿐만 아니라,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및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등의 간접 침해 책임의 부담을 주장하였다. 이에 유튜브는 DMCA 제512조(c)

의 면책 조항(safe harbor provision)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미국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

가 요구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거나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며, 유튜브의 항변을 인정하여 비아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현재 면책 요건의 문제점

우리 법원은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

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114)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115)하며 미국의 유튜브 사례와 유사

한 사건에서 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116). 법원은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

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

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

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DMCA와 유사한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 제103조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와 상반된 

판결이 나오게 된 까닭은 법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면책조항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취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시에 탄력적 적용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4) BBSP 저작권법상 책임의 특징

(1) 저작권 침해의 고위험성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원활한 회원 확보를 위해, 가입에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을 허락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게시된 자료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에 제한이 없어, 저작권이 쉽게 광

범위하게 훼손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높은 인식가능성

BBSP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게시공간을 분류, 관리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

하는 주체이므로, 자료에 대한 사전검사와 실시간 이용 현황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3366 판결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1629 판결

115) 이환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인터넷 법률신문, 2009. 10. 13. 기사.

116) 2010년 2월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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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BSP의 구체화된 책임감면요건

(1) 이용자들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무 사전 통지

아래의 ‘(2)’와 ‘(3)’에서 언급할 BBSP의 구체화된 면책요건을 OSP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그 자료에 저작권추적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을 사전 통지 하고 게시하는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인터넷게시공간의 개별적인 관리자와 게시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2) 게시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구체화․의무화

BBSP가 갖는 저작권식별기술의 의무화 외에도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관리의무를 갖는 BBSP의 경

우 업로드 시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요청 목록과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는 

기술적 조치117)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BBSP는 저작권식별

기술을 통해 게시공간을 관리했던 이용자와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게시단계에서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을 확보하여 이와 사전대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BBSP의 공론장 제공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적으로 적극적 필터링 조치까지 요

구한다면 검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전적 조치로 충분한 것으로 규율해야 하겠다.

(3) Notice & Takedown

저작권 제103조의 면책조항 등 현재의 통지 및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절차는 전체 대중에게 무차별하게 

콘텐츠가 공개되는 인터넷게시서비스의 특성상 이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를 규율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이용자들이 창작하고 변형하는 콘텐츠일 경우 그 내용상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할 수가 있으며, 저작

권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BBS에서도 SNS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패러디 등 기존 저작물의 편집과 변형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경우 이익형량

을 통한 저작권의 새로운 경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른바 ‘인용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정립을 옹호하는 견해118)

가 주장되기도 한다.

5.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1) 파일공유서비스의 최근 발전

정보공유기술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디지털저작물의 유통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고 인터넷공론장의 활성화

에 기여한다. 특히 매개축소현상(disintermediation) 속에서 창작자들이 직접 스스로 저작물을 판매하고 배포

117) 예를 들어, Audio Finger Printing기술이 있다.

118) 이동진, 동영상UCC(User-Created-Content) 공유와 저작권,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통권 제16호), 2008, 96쪽 ; 원본

출처와 저작권을 표시하고 저작권자와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인용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

기 되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UCC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규제가 아닌 활성화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권 개념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 ; 그러나 인용권은 개인(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공공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

는 점에서 BBS제공자에게 인정하는 것에 의문이 없지 않아 아직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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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저작물의 배포를 각 이용자 개인들이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해 실행함으로써 저작권의 내용 

중 복제권과 전송권의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 파일공유서비스119)의 의의와 종류

(1) P2P

P2P 환경 하에서는 각각의 인터넷이용자가 정보의 제공자이자 수신자가 된다. P2P는 서버의 유무와 역할

에 따라 혼합(Hybrid) P2P방식과 순수(Pure) P2P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류는 P2P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가장 유용한 분류방법이다.120)

(2) 웹하드

웹하드 또는 웹스토리지는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파일을 관리하고 저장 공간상의 업로드와 다

운로드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는 파일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파일 공유의 수단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현재의 규율상황

현재 P2P서비스나 웹하드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임을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제공자

는 저작권법 제104조상 특수한 유형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에 속한다. 동법 제102조와 제103조는 침해주장의 통지 및 제거절차라는 골격의 

근본취지에 따른 책임제한을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FSSP를 규율하는 제104조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104조는 일반적인 OSP와 달리 개인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P2P, 

웹하드 등 기존의 공개된 형태의 서비스와는 그 형태가 다른 폐쇄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책임과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04조의 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하여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24호121)는 유형예시까

지 들고 있는데 동 고시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수단을 통해 상업적 이익이나 수익

119) 파일공유서비스는 P2P와 웹하드를 통칭하는 것으로 File Sharing Service이다. 이후 FSS로 칭한다.

120) 김영철, 음악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계간저작권 2009년 봄호, 103쪽.

12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

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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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한 유형으로 보기보다 FSSP로 따로 규율하는 것이 명확성을 더하

는 길일 것이다. P2P환경을 제공한 시스템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미국의 냅스터 판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종류의 P2P프로그램, 혹은 웹하드서비스 등 새로운 종류의 파일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파일 공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시 제4호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포

괄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FSSP의 책임 규율의 특수성

(1) 책임의 필요성

특히 P2P서비스에서는 교환되는 파일이 중간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개별 컴퓨터들 사이에서 전

송되는 경우 실시간 추적을 하지 않으면 개별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불특

정 다수일 경우 여전히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122)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해 기

여책임의 법리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근거로 삼아 소리바다에 관한 제반사건에서 법원은 방조의 책

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사건 이후에도 Pure 혹은 Post P2P기술에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부과의 곤란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법상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규정과 같은 일반

규정의 해석만으로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후 대표적으로 FSSP를 특수한 유형의 OSP로 취급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와 행정명령으로 책임추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분쟁발생 이후 긴급히 마련한 형

식적 근거일 뿐,123) 특수성의 내용은 비어 있어 그 수익적 성격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2) 행정적 강제의 강화 

특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저작권법 제133조의2의 입법에 의해 2009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불법복제물 등

이 전송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OSP에게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서 적극적 필터링 사업모델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강제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124) 최근 웹2.0기술과 그에 기반한 사업모델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

로 신중히 실행되어야 한다. 강력한 이행확보수단이 생겼으므로 책임과 면책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5) FSS의 객관적 면책요건

(1) 저작권 존중을 위한 사전통지의무의 이행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할 때의 약관에서는 물론, 각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파일

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조치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시스템을 취해야 한다.

122) 실시간 추적을 통해 특정 IP주소를 탐지하더라도 유동 IP가 많이 사용되면서 특정컴퓨터가 접속하였다는 확증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리

고 IP 주소가 밝혀지더라도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로부터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권의 침

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199쪽.

123) 저작권법 제104조는 소리바다1과 소리바다2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온 2003년 이후 2006년 입법이다.

124) 정상조‧박준석,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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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적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125)으로 정하여 검색제한조치 등과 같은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의무의 전제인 기술적 통제가능성과 관련하여, 소리바다 사건의 피고들은, 소리바다 서버는 

이용자들의 검색이나 다운로드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이용자들의 검색이나 다운로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

며, 그에 대한 기술적통제가능성 또한 없다며 저작인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

은 소리바다 사건의 피고들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MP3파일들을 가려내어 다운로드를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종합적인 사정126)을 고려하여 기술적 통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저작인접

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기술적 통제가능성은 중요한 책임요건이나 면책요건이 될 수 없음에도 이후 행정입법은 사전적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에 치중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적극적 필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제104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파일공유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요건의 내용은 각 대통령령에 의하

여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원은 소리바다5 가처분항고심 결정에서 필터링 기술 및 그린파

일 시스템,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만으로는 여전히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진 음원에 대한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취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

적하면서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7) 법원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128)에 관한 판단은 이용허락계약관계의 부존재를 곧바로 피고의 면책항변 배척의 근거로 삼고 있는 

125) 저작권법 제104조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

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

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2. 7. 9. 자 2002카합77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i) 소리바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상황 ii) 

소리바다 서버의 구조 및 소리바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태양 성질 iii) 서비스 제공 이후의 소리바다의 운영상황을 전

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들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거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면서 실질적으

로 침해행위에 기여하였는지,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관리‧지배하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따져 이

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

127) 서울고등법원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소리바다5 서비스 사건>

128) 위 판례. 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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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사실상 다름없어서, 적극적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기술적 조치와 이용허락계약관계의 유무를 서로 혼동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9) FSSP에서의 저작권침해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규율하는 면책요건과 규

정을 분리하여 명확화하고, 행정명령 등에 의해 임의로 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에 포괄시킬 수 있는 제104

조와 같은 긴급조치식의 입법은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영화나 음악 파일 등의 복제 기술의 발전으로 진품성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기술복제시대의 저작

물130)은 창작 사업의 활성화와의 유인의 제공을 위해 복제 파일의 전송을 통제할 필요성이 큰 편이다. 따라서 

파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등과 같은 가장 강화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서비

스제공자에게 요구하고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것은 파일공유서비스에 한정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3) Notice & Takedown과 No Notice & Takedown의 병행

웹하드사건131)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OSP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

석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관리단체에서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저작권 대상 목록이 FSSP에게 제공되

고 등록된 경우 다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와는 달리 각 침해에 대한 개별 권리자의 요청이 없이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파일공유서비스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저작권등록제도나 집중관리제

도의 정비가 이루어져가는 과도기에서, 개별 통지로 인한 삭제 및 임시조치의무가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한 필터

링 기술과 결합하여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제안

장차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의무를 강제하기보다 저작권자와의 협의와 이용허락관계에 기초한 전자상거

래시스템에서의 중개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겠다. 각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시스템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지 않는 이상, 이용

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FSSP의 책임은 기술적 통제가 무한정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설명하였다.

129) 정상조 ‧ 박준석,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7쪽.

130) 발터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최성만 옮김, 길, 2007, 106쪽,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6. ;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복제기술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낸다. 복제기술은 복제

를 대량화함으로써 복제 대상이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대신 대량으로 나타나게 한다. 또한 복제기술은 수용자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개별

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그 복제품을 현재화한다.

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이른바 불법도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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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가 중개료에 의해 직접 수익을 취득하는 등의 제한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법 개정안의 중개

자132)로 보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의 인터넷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사업자)와 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논의의 상당부분을 P2P환경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및 면책요건의 논의에 유추하여 중개자와 각 당사자의 연대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5) 면책이 안 될 경우 주관적 책임요건으로 불법성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133)

객관적 면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관적 책임요건으로서 불법성의 인식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검

색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모두 해당되지만, 특히 FSSP의 경우 불법성

의 인식이 추정된다.134)

OSP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책 규정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에 있

어서는 책임규정으로 그 성질이 변모하게 되며 기존의 OSP면책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저작권법 제104조는 

기본적으로 P2P와 웹하드 등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그리고 제104조의 ‘불법

적’이라는 표현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을 해치고135) 저작권 영역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음란물과 같은 타 법에서 

금하는 콘텐츠의 전송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열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중규제로서 저작물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할 책임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부담시

킬 수도 있으나, 기술적으로 개발가능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불명확하고 가변적이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104조 제2항136)은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의 불법성

을 알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한 개연성을 의미하는지 적극적 인식을 요하는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

명확성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필터링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검열을 금하는 헌법의 기본원칙

132) 현행민법에는 중개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개정안 제692조의 2에서는 중개를 전형계약으로 규정하면서 중개의 개념

을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알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하고 있다.

133) 독일 TDG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냅스터사와 같이 단지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파일공유여부는 이용자들의 판단하며 내용물에 대한 접근

수단만을 제공하는 access-provider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면책되고 있다. TDG 제5조 제4항은 다른 법률(예컨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불법내용물의 이용을 금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TDG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건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내용물을 알고 있고 내용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 금지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보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야 한다. 요컨대 독일 TDG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냅스터사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정도

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고, 운영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갖고 있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135) 김윤명,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9, 253쪽.

136) 저작권법 개정안 제104조 제2항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

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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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위배된다.137) 또 침해사실의 입증책임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나친 의무를 부

여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방조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제104조나 그 개정안이나 침해사실을 알고 있다는 요건만으로 

침해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섣부른 편의주의적 입법이자 입법권의 남용이다. 제104조는 저작권자는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바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책임규정이므로, 만약 특수한 

유형에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법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공론장

의 파괴를 낳을 수 있다.

Ⅳ. 사례적용

1. IRSP

사례1

  A사는 IRSP로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들(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또는 

그 복제물이다.)을 A사의 서버에 저장해두었다가, 이용자가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때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와 동시에 미리보

기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다른 사이트의 내부이미지와 동일한 수준의 상세보기 서비스를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참고판례: 

2009다76256)

1) 기존 판례에 의한 A사의 면책조치와 문제점

대법원의 판결은 검색 서비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발생하는 썸네일에 대하여 OSP의 책임은 묻지 않

는 반면,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IRSP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으려고 시도한 원심의 판결은 뒤집은 결과였

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현재 저작권법에서 OSP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간접 책임은 당연 전제로서 면

책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2) 새로운 제안에 의한 A사의 면책조치

(1) 저작권을 위반한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IRSP의 서버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해서는 안 된다. A사는 상세보기 서비스를 하면서 그 파일

을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하고 그것을 전송하지 아니했다. 첫 번째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의 임의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A사가 특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검색 상위에 링크를 시

켜놓는 다거나,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놓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책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37) 김윤명,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9,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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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의 사진이미지를 IRSP가 전송된 정보의 공개 수준 및 기타 형태를 선택,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는 복제권과 전시권에 관련한 문제로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한 다른 사이트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공

개한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검색을 통하여 공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도 

A사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A사는 OSP 책임에서 면책된다.

2. SNSP

사례2

  B사는 친밀도에 따라 이용자들을 분류 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다. 한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다섯 살 된 자신의 딸이 어느 가수의 음악을 흥얼거리는 것을 촬영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판례: 2009가합18800)

1) 기존 판례에 의한 B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와 문제점

(1) 게시물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게시중단 처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

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게시요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면책을 위해서는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2에서와 같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지극히 낮은 경우에도 임

시 게시중단 처리를 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이용자의 콘텐츠조차도 개재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장기

간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아 이용자에 의한 가치 재창출이라는 웹 2.0시대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

2) 새로운 제안에 의한 B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

(1)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이용자들의 책임을 사전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2) 음반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 되었을 때, 사례2의 동영상의 게시와 배포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족하다.

(3) 저작권 침해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서로의 상대방에게 원활히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고 적극적인 조

치는 요하지 않는다.

3. BBSP

사례3

  C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활용, 유형별로 

분류된 방송 등 항목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디지털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BBSP이다. 그러던 중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호대상 지상파 방송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방송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참고판례: 2009고단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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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판례에 의한 C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와 문제점

(1)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방송프

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

(2) 문제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아닌 경우에 조차 사이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을 야기할 만큼의 과도한 기술

적 조치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 즉,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책임을 면하

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의 지출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2) 새로운 제안에 의한 C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

(1)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이용자들의 책임을 사전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2)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 되었을 때, 사례2의 동영상의 게시와 배포에 책임이 있는 당사

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외에도 이용자들이 자료를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술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게시물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게시중단 처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게시요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족하다.

4. FSSP

사례4

  D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D사의 웹서버에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참고판례: 2008카합968)

1) 기존 판례에 의한 D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

(1) 사후적으로 이를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는 이유만으로 OSP의 침해정지 등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2) 문제점

현 저작권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문언에 충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자의 재량에 의하여 높게 

설정된 주의의무에 비추어볼 때 의무 이행이 불충분하게 되고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는 법

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제공자들에게조차 과도한 조치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 이용자들의 창조적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나아가 서비스제공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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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제안에 의한 D사의 면책을 위한 조치

(1)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이용자들의 책임을 사전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2)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 되었을 때, 사례2의 동영상의 게시와 배포에 책임이 있는 당사

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외에도 이용자들이 자료를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

야 하며, 검색 금칙어 설정을 통한 필터링과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게시물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게시중단 처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게시요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

라,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게시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

Ⅴ. 결어

기존의 저작권법 제6장은 책임요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민법에서의 공동불법책임 및 방조책임

을 유추 적용하였다. 저작권의 침해여부가 모호하고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양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요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버리면 새로운 형태의 침해를 규율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책임과 그 감면 여부가 판단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법문언의 요건을 충족해도 면책 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존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보

았다. 또한 최근의 판례가 제104조의 적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면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하여 일부 

OSP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온라인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재

생산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OSP의 책임에 관한 기존 규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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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저작권의 적절한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조항은 일반 조항과 병존할 수도 있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IRSP)는 다른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위한 접속수단의 제

공을 서비스의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진시켜준다는 공공성이 대단히 강

하므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① IRSP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

텐츠의 전송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서버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하거나, ②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관련 정보의 발신자를 IRSP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③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공개 수준 및 기

타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IRSP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진다.

둘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SNSP)는 온라인상의 이용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형성시켜, 정보를 공유

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며, 콘텐츠를 확대재생산한다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파일의 저장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OSP 책임보다 상대적으로 면책요건을 완화해야한다. 게시물의 저작권자(혹은 저

작권침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도 면책된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게시물

에 대한 직접적 금지조치는 배제하고, 저작권 침해자를 특정하여 저작권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원활하

게 상호 통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Notice & Notice)를 갖추는 것만으로 족하다.

셋째,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BBSP)는 온라인상에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게시공간의 전반적인 관리

와 게시물의 통제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

가 요구된다.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외에도, 자료의 게시 전에 저

작권 보호 요청 목록과 대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경

우에 면책된다.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경우

(Notice & Take Down)에 면책된다.

넷째,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FSSP)는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각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다 

자유롭게 이용․가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열람이나 정보의 공유가 아닌,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독립된 파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가장 높고 공공성은 매우 낮아 까다로운 면책요건을 가진다. 저작

권자식별기술, 게시전의 침해여부 심사조치 외에도 검색어 제한 등의 필터링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조치를 할 경우에 면책된다. 저작권침해 주장 없이도 저작권의 침해가 명확한 불법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에 면책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분류와 각 책임 및 제한 요건 설정의 시도는 온라인이 가지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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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라인이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실재를 재현하는 공간이 되어간다고 해서, 섣불리 온라인 전체를 수직적이고 획일적으로 통제할 위험성

이 각 사인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저작권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모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모순

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제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가기 위하여, 각종 저작권의 침해

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방법의 발전에는 각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장에서 의사소통하는 주체들이 가진 잠

재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항상 병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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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수상�이상미(연세대학교)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가 간 지적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

권 집행 강화와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1)

ACTA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표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국제적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2) 협상은 지난 2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협정문의 공개에도 열람제한을 두

었다. 때문에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렵 배제와 불투명성, 비민주성 등을 

이유로 그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협상 비참여국가들 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3) 이에 따라 참여국들

은 본 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지난 4월 21일 협정문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 본 논문은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제8차 협상 종결 후인 2010년 4월 21일에 공개된 협정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3차례 협상

이 더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일, 제11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총 37개국 간의 협상이 잠정 타결 되었는데 완성된 통합 협정문

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0.10.25)

1) 2008년 6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멕시코, 모르코,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이 참여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차 협상이 진행되었고 다음 회의는 올 9월에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정보공유연대 IP left : http://www.ipleft.or.kr/node/2616 

(마지막방문 10.8.2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 

no=329254&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마지막방문 10.8.26))

2) 기존의 TRIPs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해서 회원국들에게 최소한의 수준의 기준만을 제시하였으며, 회원국들이 TRIPs의 기준을 넘어서

는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종종 “TRIPs-plus” 불린다.) ACTA는 이렇듯 TRIPs의 최소한 기준을 넘어서는 

TRIPs-plus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던 WTO나 WIPO 내에서의 추가적 협정이 아니

라 독립적이고 새로운 다자간 협정을 의미한다.(Emily Ayoob, Recent development :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28 Cardozo Arts & Ent. L.J. 175, 179 (2010))

3) ‘시민단체, “ACTA 문안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 2008.9.16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24946&cDateYear=2008&cDateMonth=09&

cDateDay=16 (마지막방문 2010.8.27)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47

공개된 ACTA 협정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자간 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

하고, 본 협정의 핵심을 다룬 제2장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만을 그 범위로 한다. 이하에서는 지난 2007년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두 협정이 발효될 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살펴보고 ACTA

의 국내이행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민사집행

ACTA의 체결 시 민사집행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해야 할 규정은 (i) ‘법정손해배상제도’

와 (ii) ‘중개인에 대한 잠정조치명령 규정’이다. 전자는 한미FTA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후자는 ACTA에서 새롭

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미FTA에서도 잠정조치명령 규정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침해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ACTA는 침해자뿐만 아니라 ‘중개인’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이하에서는 위의 쟁점들과 더불어 ACTA에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중지명령’과 ‘잠정조

치’, ‘침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일반적 손해배상’, ‘몰수와 폐기’ 규정을 살펴보겠다.

1. 침해의 중지명령(injunction)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ACTA와 한미FTA에서 모두 중지명령과 잠정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5) 아래에서는 협정문의 내용을 검토

하고, 우리나라의 중지명령이라 할 수 있는 (i)저작권법 및 상표법 상 ‘침해의 정지 청구 조항’ 그리고 우리나라

의 잠정조치라 할 수 있는 (ii)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 (iii)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 (iv)‘불공정무역행

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잠정조치’에 대해 보겠다.

1) ACTA

협정문의 중지명령 조항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지속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중지명령

(injunction)을 내릴 수 있으며, 침해상품의 상거래 내로 유통 또는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서비스를 제공한 중개인에게도 적용된다.6)

중지명령과 유사한 본격적인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에 대한 내용은 제2.5조에서 다룬다. 이 조항

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i)임박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목적이나 (ii)소송이 시작되기 

4) 중개인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용이라는 규정은 EU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EU지적재산권집행지침에서 이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동법 제9조에서는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중개인(intermediary)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신청할 권한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규호, ‘FTA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집행 분야의 잠정적 구제책 및 교정

적 구제책에 대한연구’, 계간저작권 제81호, 2008, p.5)

5) 두 협정의 중지명령(injunction)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는 TRIPs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TRIPs는 제44조에서 중지명령

(injunction)을, 제50조에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속적인 침해를 막고자 적용하지만 후자는 임박

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ACTA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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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와 관련된 증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잠정조치(interlocutory injunction)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중개인

에게도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잠정조치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일방적 잠정조치(inaudita altera parte)’7)

가 포함된다.(1항)

사법당국은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 자료(materials), 침해행위에 사용된 도구(상표위조 사건에서는 침해

와 관련된 증거서류)등을 압수(seizure) 또는 보호관리(custody)할 수 있으며,(2항)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원고

에게 침해의 증거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3항)

2) 한미 FTA와의 비교

한미 FTA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지명령8)과 일방적 잠정조치9)를 포함하는 잠정조치10)를 규정하고 

있다.11) 다만, ACTA와는 다르게 ‘중개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국내법 검토

(1)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의한 중지명령

앞서 언급한 ACTA의 중지명령(injunction)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123조와 상표법 제65조를 들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i)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에 (ii)침해행위

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iii)제1항이나 2항의 경우 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표법도 제

65조에서 상표에 대해 이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

ACTA의 잠정조치는 (i)임박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민사집행

법에 따라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

7) 일방적 잠정조치 또는 일방적 구제절차(relief inaudita altera part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without 

hearing the other party) 행해지는 구제절차를 뜻한다. 미국법상 일방적 잠정조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의 

주장 없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다는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임시적인 일방적 잠정조치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 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구제조치를 의미한다.(이대희, ‘한미 FTA 관련 SW분야 대응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보고서, 2006, p.116) 우리나라는 현재 민사소송법 제379조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

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방적 잠정조치를 두고 있다.

8) KORUS FTA 제18.10조 4항, 14항

9) KORUS FTA 제18.10조 17항

10) KORUS FTA 제18.10조 8항, 18항

11) 미국은 연방민사소송법상 잠정조치 규정으로 잠정 가처분명령제도(Temporary Restraining Order)와 일방적 압수명령제도(Ex parte 

impoundment order)를 두고 있다. 잠정가처분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예비적인 구제책으로써,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만의 신청에 따라 발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이 잠정가처분명령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잠정가처분명령의 목적은 현상을 보전하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즉각적인 손해가 잠정가처

분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잠정가처분명령은 본안에 대한 판결에 도달하기 보다는 현상을 보전하는데 그 주

안점을 두는 제도이다. (이규호, ‘일방적 구제절차에 대한 미국법제 연구-지적재산권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2호, 200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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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가처분이 가능한데,12)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가처분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및 가처분제도에 의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가압류, 제조

금지, 판매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3)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

ACTA의 잠정조치는 (ii)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기된 침해와 관련된 증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소송계속 중에는 직권으로도 가능13))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

여 두는 증거보전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14) 이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인데, 부수적이라는 점에서 잠정조치의 

일종으로써, ACTA와 한미FTA에 규정된 잠정조치와 비슷하다.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조항에서는 통관을 한 수입물품을 포함한 상거래의 유입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보

호대상 또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통관을 한 수입물품을 포

함한 상거래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조치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i) 임박한 지적재산권

의 침해 방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위 제도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를 신청하였거나 직권으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ACTA의 잠정조치제도를 완전히 수용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15)

2. 손해배상

ACTA와 한미FTA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실제손해액을 추정하여 산정

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미리 정해진 법정손해배상액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는 규정하고 있지만, 

후자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이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법안을 준비 하고, 특히 법정손해액의 상‧하

한선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협정

문이 규정하는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보고, ‘실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

법과 비교‧검토 하겠다.

1) ACTA

실제손해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은 (i)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ii)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으로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특히 권리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

12) 민사집행법 제300조

13) 민사소송법 제379조

14) 민사소송법 제375조

15) 이재근, ‘TRIPs협정의 국경조치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호, 2006,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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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16)

법정손해배상제도(또는 ‘선확립된 손해배상(pre-established damages)’)는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

로 야기된 권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액수를 사전에 결정하여 이에 따르는 시스템을 말한다. 

ACTA에서는 특히 이 시스템을 두었을 때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

며, 특정한 경우에만17) 법원이 직권으로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최소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종결 시, 손해배상과 더불어 승소자는 패소자로부터 소

송비용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

2) 한미 FTA와의 비교

한미 FTA에서도 ACTA와 같이, 실제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둘 것을 요구하며, 권리자에게 선택

권을 부여하고19), 손해배상 외에 소송비용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

3) 국내법 검토

우리나라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고, 실제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범위는 저작권 침

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며21), 여기서 의미하는 재산적 손해에

는 적극적 손해인 침해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저작권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하여 판매

되지 못한 저작물, 침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과 침해방지를 위해 예방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의 소극적 

16)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손실 액수나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

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17) 침해자가 고의가 없었거나, 침해행위임을 알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8) ACTA 제2.2조

19)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504조의 (c)(1)에서, “동조 (c)(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자는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 실제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관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이상, 미화 30,000달러 이하의 

금액 중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정손해의 판정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willful)에 의한 침해행위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정손해액의 상한이 15만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innocent infringer)에는 하한이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다. 이때 고의로 인한 침해행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

며,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412조에 따라 침해행

위가 있기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상표법은 실제손해(actual damage)와 3배 보상(treble damages) 그리고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손해의 경우 (i)침해자의 이익, (ii)원고의 실제손해, 그리고 (iii)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위조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3배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위

조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사실심(trial court)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때 원고는 실제손해배상금(actual damage) 대신에 법정손해배상금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금은 (i)상표나 서비스표의 위조표장마다 500달러이상 또는 100,000달러 이하, (ii)법원이 위조상표의 사용

에 대하여 고의(willful)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 위조표장마다 1,000,000 달러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최경진,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 2007, p254)

20) KORUS FTA 제18.10조 5항, 6항, 7항

21)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로 보고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

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대법원 1996.6.11.선고 95다12798호), 침해와 동시에 저작 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를 가져오

는 경우에는 인격권에 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5.4.7. 94가합6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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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포함된다.22) 그러나 사실상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23)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의 특

칙에 의해서 손해를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24)

3. 몰수와 폐기

ACTA와 한미FTA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써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상품 및 그

의 제조에 사용된 도구 등의 몰수‧폐기 규정도 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민사적 구제로서 몰수와 폐기 규정

을 두고 있으므로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25)

4. 침해에 관련된 정보 제공

ACTA와 한미FTA는 지적재산권침해의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시, 권리자가 소송에 필요한 침해 관련 정

보26)를 침해자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 

이러한 정보청구권28)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규정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제출의무’와 ‘제출명령제도’29)

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법적 규정에 불과하다. 즉, 권리자가 요청을 하여도 침해자가 이를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강제이행을 할 수 없고, 기껏해야 자유심증의 원칙이나 침해자의 제출이 자백된 것으로 보는 소송법상

의 효과만이 발생한다.30) 그러나, 이는 다행스럽게도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협정에서는 ‘민사사

법절차 내에서’ 즉 소송법상 권리자에게 정보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

5. 소결

위에서는 ACTA의 민사집행규정을 한미FTA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협정 체결 시 국내이행을 위해 (i)‘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ii) ‘잠정조치의 적용대상 중개인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제손해액 추정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해주고, 손해배상액수를 미

2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p.505

23) 특히 소극적 손해의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소비의의 기호변화, 광고비의 투입여부 및 침해자의 영업적 능력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어 침해자의 이익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24) 김용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성균관법학 제20권 3호, 2008, p.561

25) ACTA 제2.3조, KORUS FTA 제18.10조 9항, 저작권법 제133조‧139조, 상표법 제97조의 2

26) 여기서 말하는 침해관련 정보에는 침해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연루된 자들의 신원정보 등을 포함

된다.

27) ACTA 제2.4조, KORUS FTA 제18.10조 10항

28) 정보청구권은 이미 TRIPs에도 있었던 내용이다.(제47조) 그러나 TRIPs는 이러한 정보청구권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는 

TRIPs협정 가입 후에도 위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및 제출명령제도가 존재

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전자정보형태의 검증물에 대한 제출명령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규

정의 국내법 반영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국내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 민사소송법 제344조

30) 김용진, ‘지적재산권집행 제도로서의 정보권의 입법방향-최근체결된 FTA의 통일적 국내수용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1권 

제4호, 2009, 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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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함으로써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또한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의 운용경험이 없

으므로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정손해배

상액의 상‧하한선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잠정조치를 중개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중개인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있을 것이다. 저작권의 경우에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간접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조

치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중개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31)

Ⅲ. 국경조치

본 협정은 지적재산권 침해물의 수입, 수출 및 환적에 대하여 ‘통관보류(suspend)’할 수 있는 국경조치를 

둘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국경조치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 국경조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ii)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으로서 환적이다. 

공개된 협정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와 저작권이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경조치에 의한 보호여부를 

각 당사국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었다. 때문에 위의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i). 그러나 각국에서는 그 보호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현재 그 범위를 확장시키자는 논의가 협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32) 또한, 우리나라는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으

로써 수입‧수출‧반송물품만을 규제한다. 그러나 협정문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기 위해 자국의 육지

에 일시적으로 양륙한 경우(환적)에도 국경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개정이 요

구되는 부분이다.(ii)33)

이하에서는 국경조치의 범위로써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쟁점뿐만 아니라, 이행상의 문제가 없는 국경조

치 대상범위의 제한으로써 여행자의 수화물 등의 규정과 국경조치의 절차(직권에 의한 국경조치를 포함)에 대

해서도 상세히 보겠다.

31) 이규호, ‘FTA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잠정적 구제책 및 교정적 구제책에 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81권, 2008, p.11

32) 최근 열렸던 제10차 협상 결과 보도에 의하면 EU측은 '지명을 이용한 상표표기(Geographical indicators, GI)'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샴페인과 코냑처럼 특정 지명을 딴 주류제품과 식품상품을 보호하고 성명에 명시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막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샴페인‧코냑...표기 제동걸리나?’, 

이투데이, 2010.08.2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349503(마지막방문 

2010.8.30)

33) 미국은 수출입화물은 물론 통과화물도 국경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참여국들은 그 대상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Michael Geist, “Putting Together the ACTA Puzzle: Privacy, P2p Major Targets”, Feb 03, 2009,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3660/125/> (마지막 방문 2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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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조치의 범위

국경조치의 보호범위와 절차적대상의 범위가 문제 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국경조치의 보호범위를 최소한 

상표와 저작권으로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행상의 문제가 없으나, 범위의 확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

과를 지켜봐야겠다. 그러나, 협정 체결 시 절차적 대상의 범위는 ‘환적물품’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ACTA에서는 여행자의 수화물 등 소량으로 수출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

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있는 규정이므로 이행상의 문제가 없다.

1) 국경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ACTA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34)”이란 기본적으로 TRIPs에 규정된 것35)을 의미하지만, 상표위

조36)와 저작권침해37) 이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에서는 명

시적으로 국경조치의 대상을 상표와 저작권으로 하고 있다.38) 우리나라도 관세법에서 국경조치의 대상으로써 

상표권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39) 현재까지는 이행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

로의 협상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40)

2)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

ACTA는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을 수입‧수출‧환적물품(in-transit merchandise)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41)와 동일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국경조치를 수입‧수출‧반송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34) 이 조항은 또한 상당히 유사한 상표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포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

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고, 상표가 만들어진 곳과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된 곳의 공중에게 혼란을 일

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절의 국경조치 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승인 없

이 지닌 상품에도 적용된다.(ACTA 제 2.X조 제2항 각주 22)

35) TRIPs에는 지적재산권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동 협정 제2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류수현, ｢관세법론｣, 무역경영사, 2010, 

p.67); 그러나 TRIPs는 상표권과 저작권 이외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재량으로 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 수출되는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TRIPs 협정이 권리소진문제에 대하여 명확

한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병행수입에 대한 적용여부도 체약국의 재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Thomas Dreier, “TRIPs and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iedrich-Karl Beier & Gerhard Schricker, From GATT to TRIPs: Studies in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Law(Munich: Max Planck Institute, 1996), p.265)

36) 이 절의 목적상, 위조된 상표 상품이라 함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이 절의 국경조치 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

표를 승인 없이 지닌 상품을 말한다. (ACTA 각주 25번)

37)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이 절의 국경조치 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할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ACTA 각주 26번)

38) KORUS FTA 제18.10조 1925항

39)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의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이 해당되지만 저작권 등에서는 등록이 저작권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

40) 일본 관세정률법은 국경조치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인접권,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권 및 육성

자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확장하고 있고, EU도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국경조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특

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식물변종, 지리적 표시권 및 원산지표시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재근, 위의논문, 2006, p.113); 

따라서 일본과 EU는 국경조치의 대상을 지리적표시(GIs), 특허권 등에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TRIPs 협정 또한 

상표권과 저작권 이외의 지적재산권은 각 회원국이 임의로 국경조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우리와 같이 국

경조치의 대상을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41) 미국 행정법규에서는 “수입(imported)” 시점을 화물이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양륙(the intent unlade)된 때라고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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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42) 특정한 경우에만 ‘환적물품’에도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국경조치의 일반적 대상범위

를 ‘환적’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조치제도에서 그 절차적 대상이 되는 수입 ‧ 수출 ‧ 반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관세

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43)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

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44)을 의미한다.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수출입의 시기는 ‘수출입신

고가 수리되었을 때’로 보고 있다.45) 반송물품도 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

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6)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세법은 특정한 경우에만 ‘환적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인정한다. 여기서 특정한 경

우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47) 중 원산지가 우리

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 중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48)를 말한

다. 때문에 환적화물과 관련해서는 ACT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경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상표법과 저작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환적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않는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는 상표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

위를 말한다.49) 따라서 단순히 상표권 침해상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양륙하거

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환적을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50) 저작권법에 따르면 “수

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

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51)”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다.(Headquarters Decision No. 455338 in which Customs noted in defining “imported”) 판례도 외국 무역선이 상표권 침해물품

을 선박으로부터 일시양륙 한 후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

다. (United States v. Watches, watch parts, calculators & Misc. Parts, 692 F. Supp. 1317, 10, 10 Int’l Trade Rep. (BNA) 

1988, 8 U.S.P.Q.2d 1529(S.D. Fla. 1988) 이와 같은 미국행정법규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제조된 상표 위조품과 불법복제

품(음반 포함)이 제3국으로 운송되기 위해 미국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세관의 단속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박재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화물과 관세법적 규제의 가능성’,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2008, p.112) 이는 우리나라의 ‘환적’의 개념에 해당하며, 협상

에서 미국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42) 관세법 제2조 13호

43) 관세법 제2조 2호

44) 관세법 제2조 1호

45)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시점’을 수출입 신고가 수립된 경우라고 보아 그 시점부터는 해당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는 정상적인 경우 구체적인 반입

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 즉 외국물품이 관세법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거나, 사실상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여

지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을 다음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한다 하더라도 동 물품은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

이라 보고 있다.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p.59)

46) 관세법 제2조 2의2

47) 관세법 제2조 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

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3의2.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48) 관세법 제231조 7항

49) 상표법 제2조 1항

50) 박재수, 위의논문, 2008, p.106

51) 저작권법 제124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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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환적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52)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ACTA에서 요구하는 ‘환적’물품에 대한 적용 규정을 만족시킬 만한 조항이 없는 실

정이다. 협정체결 시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 범위를 ‘환적물품’에 까지 확대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상범위의 제한

ACTA의 국경조치는 여행자의 개인용도 수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한미FTA에서도 같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시행령 제243조에서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상

의 문제는 없다.

2.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국경조치

ACTA는 권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경조치의 절차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FTA에서도 이 규정을 

두고 있다. 단, ACTA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미FTA는 권한당국이 통관보류 된 상표위조 의심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담보를 기탁하는 방식으로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ACTA는 예외적인 경우에 피고가 담보를 기탁하고 통관허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미FTA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ACTA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ACTA의 이행에 충분한 국경조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협정 체결 시 국경조치 절차 규정의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

1) ACTA의 국경조치 절차

ACTA는 각 당사국이 국경조치의 절차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의

심상품에 대해 통관보류(suspen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이 절차에서 권한당국은 권리자에게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권리자는 자국 영역 내 세관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물품에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권리자가 선택한 시점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통관보류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당사국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당국은 통관보류 신청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통보

해야 하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청자에게 적용가능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각 당사국은 신청자가 이 과정을 

남용하는 경우 또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53)

권리자의 신청이 제출되면, 권한당국은 권리자에게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52) 정상조,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P.1157

53) ACTA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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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해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피고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

를 보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되도록 각 당사국은 규정할 수 있다.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54) 피

고가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기탁하고 상표 위조 의심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도록 허가 

한다.55)

이렇게 통관보류 절차가 시작되면, 의심받고 있는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채택해야 한다.56) 그리고 위의 절차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 내려진 상

품은 권한당국이 폐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폐기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방법으로 당해상

품을 상거래 밖에서 폐기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상표위조 상품의 경우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

로는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 밖에, 침해물품의 폐기뿐만 아니라, 권한당국은 

침해자에게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57)

이 밖에, 권한당국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청수수료나 물품보관 

수수료 또는 폐기 수수료 등을 산정할 수 있으며,58) 수입물품 중 권한당국이 압수한 침해의심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보라 함은 당해물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가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예컨대 물품의 명세나 수량, 탁송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 그리고 그 물품의 원산지국과 제조자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세관의 압수 또

는 침해 결정이후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59) 또한 수출된 물품 또는 자국을 통해 수송된 물품의 경우, 최종 

행선지 당사국이 요청할 시, 각 당사국은 침해 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

록 협력해야 한다.

2) 한미FTA의 국경조치 절차

한미FTA에서도 국경조치의 절차를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절차상 ACTA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

선 두 협정 모두 일반적인 경우 통관보류 된 불법복제 의심상품 및 상표위조 의심상품에 있어 피고가 담보를 기

탁하더라도 해당물품의 통관허용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다. 단, 한미FTA에서는 이를 ‘어떠한 경우

라도’ 금지하지만, ACTA는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복제 의심상

품’과 ‘상표위조 의심상품’만 제외하고 피고의 담보 기탁으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FTA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의 담보기탁에 의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의심상품의 통관허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며, ACTA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54) 당해 조항에 대해 한미 FTA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법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상표위조 

의심상품이나 저작권침해 의심상품, 두 가지의 경우에는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기탁하여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55) ACTA 제2.9조

56) ACTA 제2.10조

57) ACTA 제2.11조

58) ACTA 제2.12조

59) ACTA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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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국경조치 절차 

우리나라는 ACTA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치의 절차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 우리나

라의 국경조치 절차를 살펴보면, (i)권리자는 본인의 상표 및 저작권 등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60) (ii)세관

은 신고 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시 이 사실을 권리자와 수출입신고자에게 

통보한다.61) (iii)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과세가격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

하고 해당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62) 수출입신고자도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63) (iv)통관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

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64) (v)통관보류 사실을 요청인 및 수출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65) (vi)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관보류 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지만, 요청인이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사실을 통보한 다면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66)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출입신고자는 (i)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ii)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된 물품(market articles parallel importation)을 제외하고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67) 그 밖에 관세법시행령 제239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68)

4) 몰수 또는 폐기

ACTA에서는 국경조치에 의한 구제책으로 통관보류 된 상품 중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이 내려진 

물품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9) 이는 한미FTA에도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국경조치에 

의한 폐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 관세법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 중에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0) 따라서, 이행상의 문

제는 없다.

60) 관세법 제235조 2항, 여기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등록을 권리발생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등

록을 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절차가 개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신고 

되지 않은 침해의심 상품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61) 관세법 제235조 3항, 고시 제3-1조 1-3항

62) 고시 제3-1조 4항

63) 고시 제3-1조 5항

64) 고시 제3-1조 6항

65) 고시 제3-1조 7항

66) 고시 제4-2조, 제4-3조

67) 관세법 제235조 제5항, 고시 제5-1조

68) 고시 제5-2조

69) 이 때 위조된 상품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70) 관세법 제24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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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ACTA는 위의 국경조치를 세관당국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한미FTA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를 규정하므로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71)에는 세관이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이러한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는 국경조치제도가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허용

하고 있다. 

4. 소결

위의 국경조치분야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보호대상과 절차적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절차를 권리

자의 신청에 의한 것과 직권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협정 체결 시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으로는 관세

법상 국경조치의 절차적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환적’으로 확장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

산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적 환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하지만 통과화물에 대해 세관통제를 강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통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우리로서는 관세법상 수입

개념을 재정립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72)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국경조치를 도입할 지 

여부는 ACTA의 최종협상 결과를 지켜 본 뒤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Ⅳ. 형사집행

본 협정의 형사집행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다. 

ACTA는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i)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침해행위와 (ii)위조된라벨의 유통행위 그리고 (iii)영

상저작물의 녹화행위로 규정한다. (i)은 국내 이행에 문제가 없으나, (ii)는 우리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iii)은 사적복제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 있어 명시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ACTA는 위의 세 가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의 대상을 ‘법인’과 ‘선동 ‧ 교사 ‧ 방조’한 

자에까지 적용하고, 직권으로도 형사집행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 현행법상 (i)의 경우 법인도 저작권침해의 형

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선동 ‧ 교사 ‧ 방조’한 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특정한 경우 직권으로도 형사집행이 가능

하다. (ii)와 (iii)의 경우도 개정을 통해 일단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면 ACTA의 형사집행 규정을 

71) 여기서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 함은 (i)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ii)권한 있는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경우, (iii)수출입자가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iv)기타 감정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식재

산권 침해 감정서 및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당해 물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도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 통지서에 의거 통관보류 사

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고시 제3-4조)  

72) 박재수, 위의논문, 2008,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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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i)(ii)(iii)의 규정과 형사책임의 대상, 그 밖의 형사적 절차로써 침해상품 등의 몰수 ‧ 폐기, 직

권상 형사집행(비친고죄화)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침해행위

ACTA는 ‘최소한 상업적인 규모73)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

될 형사처벌을 하도록 요구한다.74)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규모는 침해행위로 인해 직 ‧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을 시 금전적 이득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미FTA에서도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75) 우리나라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특허법76)에서는 그 침해행위가 반드시 상업적 규모일 것

과 금전적 동기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상의 문제는 없다.77)

2. 위조된 라벨의 유통행위

본 협정 체결 시 국내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상표는 상품에 사용될 때만 그 침해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ACTA에서는 위조된 상표 자체의 유통만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지 않아도 이를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전통적인 의미 그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부착되지 않은 단순한 위조된 라벨의 유통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1) ACTA

ACTA의 규정을 살펴보면, (i)당사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필수적(essntial)인 부분이 똑같거나 구분하기 어

려운 상표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적용(applied)된 경우나 (ii)고의적으로 상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도록 한 수입자,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78)(제

2.14조 2항) 이 규정에 따르면 상표는 독립적으로 보호되며 위조된 라벨만을 유통한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73) 상업적 규모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Danial Gervais, The TRIPs Agreement: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2nd ed.,(London:Sweet & Maxwell, 2003) p.327)

74) ACTA 제2.14조의 각주 36번을 보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상품의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willful) ‘수출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75) 미국 경우, 저작권침해에 있어 상업적 이득 또는 경제적 이득의 취득(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을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반드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180일 동안 1개 이상의 음반이나 저작물로서 소매가격이 총 1,000달러가 넘는 경우에 전자적인 수단을 포함한 복제 또는 배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상업적 규모”로는 보기 어렵다. (김병일,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

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제78권, 2007, p.23)

76) ACTA의 법문 해석상, 특허에 대한 규제는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77) ACTA 제2.14조 1항, 한미 FTA 제18.10조 26항,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 1항, 특허법 제255조

78) ACTA 제2.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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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FTA와의 비교

한미 FTA에서는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품에 부착 ‧동봉 ‧첨

부되거나 부착 ‧동봉 ‧첨부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위조된 라벨 또는 불법라벨의 고의적인 거래만으로 형사처

벌이 적용79)되도록 규정고 있다.80)

3) 국내법 검토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하며,81) 상표의 사용

의 의미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82) 또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일정기간동안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83) 보호되는 상표의 의미를 그 사

용에 종속된 전통적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조라벨의 유통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3. 영상저작물의 실연 녹화 금지

ACTA는 공공영화상영시설에서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의 실연 중 이를 복제‧전송하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인에 대해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한미

FTA에서도 이 조항을 두고 있다.84)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명시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실연 중 복제행위를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영상제작자의 ‘복제권’85)을 침해하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이

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제136조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행위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공정이용의 하나인 사적복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지 영상저작물의 녹화행위 만으로 저

작권침해행위라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또한 이 조항 후문에 있는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인에 대한 형

사처벌’은 국내법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79)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종속적(appurtenant)이었다. 따라서 상표 자체로는 상표의 사용을 떠나서 독립적

(in gross)으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상품에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할 수가 없어, 

위조된 상표라벨만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랜햄법상 위조 상표 상품의 유통행위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미국은 2006년에 법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위조라벨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적처벌이 가능하다.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글누리, 2006, p205)

80) KORUS FTA 제18.10조 28항

81) 상표법 제50조

82) 상표법 제2조 1항 제6호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다. 상품에 관한 광

고 ‧ 정가표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8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84) ACTA 제2.14조 3항, KORUS FTA 제18.10조 29항

8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영상제작자는 해당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 공개상영 ‧ 방송 ‧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에서 복제권이라 함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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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적 책임과 벌금 그리고 직권처벌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ACTA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행위의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적 또는 

비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과 이를 ‘선동, 교사, 방조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적용할 것, 그리고 ‘직권으로도 형

사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미FTA에서는 세 가지 중 직권에 의한 형사집행 규정만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죄를 법인과 이를 선동‧교사‧방조한 자에까지 물을 수 있고 특정한 경우 직권

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침해행위’의 경우는 이행시 문제가 없고, ‘위

조된 라벨 유통행위’와 ‘영상저작물의 녹화행위’의 경우도 개정을 통해 일단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

립하면 ‘법인’과 ‘선동 ‧ 교사 ‧ 방조’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1) ACTA

ACTA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권 또는 저작권침해행위’와 ‘위조된 라벨 유통행위’, ‘영상저

작물의 녹화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도 형사적 또는 비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선동, 교사, 방

조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위의 범죄에 대해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할

만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ACTA는 형사집행을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한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적어도 상당한 공중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제3

절과 제4절에 규정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조사 또는 법적인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즉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86)

2) 한미 FTA와의 비교

한미FTA의 형사집행도 기본적으로는 ACTA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이

나, 선동‧교사‧방조한 자의 형사책임 규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국내법 검토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선동‧방조‧교사한 자

도 처벌이 가능하고,87) 특정한 경우 직권으로 형사집행을 할 수 있다.88) 따라서 위의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행위 중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침해행위’의 경

우 현행법으로도 이행상의 문제가 없다. ‘위조된 라벨 유통행위’는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기 

86) ACTA 제2.15조, 제2.17조

87)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리바다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리바다라는 법인에 민사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을 부과하였으며, 그 판결이유로 P2P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의 방조죄를 들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88) 우리나라는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권 등에서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침해죄를 제외한 특허 및 저작권침

해 등의 지적재산권 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소정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비친고죄화 하였

다.(저작권법 제1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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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까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개정으로 일단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영상저작물의 녹화행위의 경우에도 사적복제로 볼 여지가 남아있지만, 일단 저작권침해가 성

립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몰수와 폐기

ACTA는 형사절차에서 침해상품 및 이와 관련된 물건, 그로인해 얻은 자산의 압수(seizure) ‧ 몰수

(forfeiture) ‧ 폐기(destruction)를 규정한다. 한미FTA도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상품과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 그리고 침해행위로 생긴 자산을 몰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은 폐기할 수 있도록 형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상의 문제가 없다.

1) ACTA와 한미FTA 비교

ACTA는 ‘위조의심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행위에서 직 ‧ 간접적으로 얻게 된 모든 자산’을 압수(seizure) ‧ 몰수

(forfeiture) ‧ 폐기(destruction)할 수 있다. 한미FTA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89)

2) 국내법 검토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몰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이 있으며,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0) 몰수는 다른 형을 선고할 때에 이에 부가하는 

형벌이지만, 유죄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몰수형의 요건이 되면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91) ACTA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 “위법행위를 하는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는 형법 48조에 말하

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거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위법행위를 하는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몰

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을 하는데,92) 기본적으로 검사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 한다.93)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94) 저작권법은 저작권등의 권리를 침해

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 인쇄자 ‧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95)

89) ACTA 제2.16조, KORUS FTA 제18.10조 27항 (b)(c)(d)

90) 형법 제48조

91) 형법 제49조

92) 형사소송법 제483조

93) 형사소송법 제484조

94)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다만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참조.

95) 저작권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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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위에서는 ACTA에서 요구하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위조된 라벨 유통행위’ 규정이 국내 이

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지적하였다. ‘위조된 라벨 유통행위’ 규정은 최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로의 수출

‧수입을 통한 위조된 상표 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보호범위를 상표 자체에까지 확장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미국의 커먼로에서 가져온 개념이므로 국내 이행 시에는 우리나라 법규를 고

려하여 이에 적합한 개정이 요구된다. 

Ⅴ.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집행에 관한 특별 조치

이 절에서는 총 세 가지 (i)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책임제한, (ii)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관련한 구제조치, (iii)권리관리정보 보호관련 구제조치를 다룬다. 이 중 협정 체결 시 국내 이행상 문제가 되는 

것은 (i)의 OSP의 정보제공의무와 (ii)의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의 금지 규정이다. OSP의 정보제

공의무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 시에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고려해

야 할 것이며,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법에서는 다뤘으나 현

행 저작권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ACTA는 OSP의 ‘침해자 관련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OSP에게 

정보를 무제한 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개정 시 엄격한 요건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CTA는 또한 OSP의 책임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OSP

의 책임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예외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만 ACTA와 차이가 있다. 한미 FTA는 큰 틀에서는 ACTA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에 

OSP가 저작권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1) ACTA

ACTA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 협정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민형사상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OSP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3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구제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제한, 예외, 방어책 또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OSP는 저작권 또는 관련된 권리가 침

해되었다는 정당한 근거를 주장하는 통보를 한 권리자에게 신속히 이와 관련된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OSP의 책임감면을 위한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문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만큼 OSP의 책임감면사유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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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옵션에 따르면 OSP는 (i)자동화 기술 과정이나 (ii)제공자가 그 자료(material)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제공자로부터 개시되거나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행위의 경우, (iii)온라인상의 장

소에 이용자들을 소개하거나 연결만 해준 경우에 그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OSP가 침해를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어야 한다.

두 번째 옵션에 따르면, OSP는 (i)자동화 기술 과정이나 (ii)제공자가 그 자료(material)를 선택하지 않았

을 때 그리고 제공자로부터 개시되거나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행위, (iii)서비스 수신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그에 의해 제공 되어진 정보의 저장의 경우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OSP가 

침해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침해자료 또는 침해행위를 신속히 제거하거나 접

근을 불가능하게 해야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OSP가 책임을 감면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i)저작권등의 권리로 보호받는 자료의 

허가받지 않은 저장이나 전송(transmission)을 다루기 위한 정책을 채택, 이행하는 OSP 일 것 (ii)침해에 대한 

통보를 수령하였거나 권한당국으로부터 요구(order)를 받았을 때, 신속히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OSP일 것이 그 조건이다.96)

2) 한미FTA와의 비교

한미 FTA는 OSP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OSP책임이 감면되는 것을 네 가지의 개별적인 사유, (i) 콘텐츠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전송, 전송연결

(routing), 연결제공하거나, 이러한 전송 등의 과정에서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ii) 자

동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캐싱(caching), (iii) OSP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

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하는 경우, (iv) 정보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일정한 위치에 이용자를 전송시키

거나 연결시키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둘째,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

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침해자 또는 이용자의 정보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미 FTA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저장하고 송신하는 것을 억제함에 있어서 OSP가 저작권자와 협력 하도록 하

기 위한 법적 동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7)

3) 국내법 검토

우리 저작권법은 OSP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의 특성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그 도입의 필요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OSP에게 정보를 무제

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내지 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OSP는 침해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96) ACTA 제2.18조 1항, 2항, 3항

97) 이대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 계간저작권 제78호, 200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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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당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책임이 면제된다.98) 또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99)

현행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는 이처럼 전반적으로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협정

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이후 협정문의 개별적 예외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책임감면 사유를 보

다 상세히 규정하는 의미이지 OSP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것은 아니다.100)

2.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 관련 구제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와 ‘권리통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후자는 저작권(복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금지

하는 입법의 유형은 (i)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과 (ii)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행위를 금지(도구의 거래금지, 예비적 행위의 금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ACTA는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다. 다만 입법의 유형에 

있어 현행 저작권법은 (ii)예비적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i)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의 금지 규

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서는 보호대상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채택하여 많은 논

란이 제기된 된 바 있으며, 이로써 ACTA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ACTA

ACTA는 ‘권리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 사용되어지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대해 허가

받지 못한 행위(unauthorized acts)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문의 해석상 ‘권리통제’

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ACTA는 고의적인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

회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행위를 규제한다. 물론 각 당사국이 제한‧예외규정을 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1)

2) 한미FTA와의 비교

한미FTA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ACTA와 차이가 있다. 접근통제를 위

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단 저작물에 접근한 이후에야 가능

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미FTA 협상 당시 접근통제가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 밖에 한미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i)역분석, (ii)암호연구, (iii)미

성년자 보호 (iv)컴퓨터 안전성 등의 시험, (v)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행위, (vi)법집행목적 

98) 저작권법 제102조

99) 저작권법 제103조

100) 이대희, 위의논문, p.17

101) ACTA 제2.1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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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의 행위, (vii)비영리 도서관 등에 의한 접근 접근, (viii)비침해적 이용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있다.102)

3) 국내법 검토

우리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103)이다. 여기서 ‘보호되는 권리’라는 법문상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입법의 경우에는 저작물 자체

에 대한 불법사용(예컨대 복제 등)을 통제하는 이른바 ‘권리통제’ 형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상정하고 있다.104)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행위라고 하여105), 예비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의 체결 시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우회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권리관리정보 보호관련 구제조치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조건 등의,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표시하는 정보이다. 이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CTA는 고의 또는 과실로 (i)전자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ii) 전자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 ‧ 방송 ‧ 공중전달(communicate)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106)

한미FTA는 단순히 ‘권리관리정보’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만을 보호하는 

ACTA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예외규정으로 법집행, 정보 수집, 치안 기

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무 담당자가 권리관리정보를 삭제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ACTA와 같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는 

대상행위를 (i)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나 (ii)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을 거래한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ACTA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 보호의 예외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102) 이대희, 위의논문, p.9

103) 저작권법 제2조 28호

104) 오길영, ‘기술적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2호, 2006, p.217-218

105) 저작권법 제124조 2항

106) ACTA 제 2.18조 6항,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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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협정 체결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한미FTA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OSP의 침해자 관련 정보의 제

공의무’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 자체의 금지’를 지적하였다. OSP에게 침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한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저작권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도입할 시 필수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남용의 소지와 이용자의 사생활 내지 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OSP의 정보제공의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조건 하

에서 OSP의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신청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만 신상정보를 사용하도

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

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비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AC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통제를 위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107) 그러나 통합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도구의 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어, 협정 체결 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Ⅵ. 결론

오늘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수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 이를 위해

서는 TRIPs보다 한층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집행 수단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당위성과 세계적 요구 속에서 등

장하게 된 것이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TA는 그 시작부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개도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108) 

협정문이 최초 공개 되었을 때 세계시민단체는 ACTA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보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과 자유의 향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9) 이처럼 저작권을 비롯

한 지적재산권에 있어 그 집행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권리남용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

제를 수반한다.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경우 권리자는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권리남용의 

소지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익의 균형과 조화는 이룰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107)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구 저작권법 제92조

108) Margot Kaminski, The origins and potential impact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34 Yale J. Int'l 

L. 247, 247-248 (2010)

109)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전세계 시민사회 긴급성명” 

http://ipleft.or.kr/node/2615 (마지막방문 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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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CTA를 한미FTA와 비교검토 하였고 큰 틀에서 두 협정은 동일한 내용의 규제들을 촉구 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의 민‧형사상 집행 강화와 국경조치의 강화, 그리고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간 지적재산권

의 집행수준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미FTA와 한EU FTA등을 추진하며 강도 높은 수준의 집행강화

를 대비해 왔다. 또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미 한미FTA 협상체결 시에도 논쟁이 되었던 것들

이라는 사실을 확인 한 바,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더라도 ACTA가 체결 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이에 대한 

국내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시에는 ACTA의 목적 자체가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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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에서의 사적복제 규정의 한계와 

대안 제시

▶▶▶ 우수상�이하경, 장성우(광운대학교)

Ⅰ. 서론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터

넷이라는 환경은 저작물을 쉽게 창작 ․ 복제 ․ 배포를 가능케 하고 ‘퍼가기 문화’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디지털 특

유의 성질은 일반 공중들이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여 2차 저작물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결과적으로 

대량 불법복제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디지털 딜레마로 인하여 일반 공중과 저작권자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례로 공

개된 저작물을 비공개 웹 스토리지 또는 개인 하드디스크에 복제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하

나인 사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이를 사적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디지털 환

경에서의 사적 복제 규정이라는 같은 사안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이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아날로그 환경에 머물러있는 저작권법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저작권의 제한 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아날로그 환경에 적용되었던 일반 공중

의 방어권인 만큼, 디지털 환경의 경우 복제권 침해의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규정에 대한 적

용은 저작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기존의 아날로그 작품에서보다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2) 사적이용

이라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을 경우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더 이

상 일반 공중의 방어권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개정 움직임

이 있는 저작권법 제30조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일반 공중의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제30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판

례와 비교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최신판례를 분석한 후, Ⅳ장에서는 대안으로서의 저작권법 제30조 개정을 검토

하고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및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종석, ｢사적 이용 복제의 허용 범위｣, �저작권 문화�, 저작권위원회, vol.175, 2009. 3, p. 28.

2) 최상필,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 복제 -서울 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을 참고하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

학회, Vol.18 No.2, 200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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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적복제에 관한 법제의 검토

1.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의 정의

우리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사적복제는 개인이나 한정된 범위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한

정된 수량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 복제는 저작물의 창작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사적 복제는 저작물을 손으로 필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복제

의 개념적 핵심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저작물의 사용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3)

여기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 이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적 

복제를 통하여 획득한 복제품은 오로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야 할 뿐 다른 사람의 효용

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작된 복제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벗어나는 것

이 된다. ‘개인적 이용’이라는 표현은 사적 복제를 통해 제작된 복제품의 이용 용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 장

소는 여기서 문제되지 않는다.4)5)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영리성’을 뜻하는데, 이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의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는 것을 말

한다.6)7)

그리고 ‘저작물의 사용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용 장소에 관한 문제로서, 조문에 명

시되어 있는 대로 저작물을 사용할 시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가족 혹은 좁은 의미에서의 친구 등 자신 이외의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격한 

장소적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8)9)

3) 김현철,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 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권연구자료41�, 2004.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 19.

4) 최상필, 앞의 논문, p. 18.

5) 개인적 이용은 인적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용 장소에 관한 문제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6) 민경재,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2월, p. 120.

7)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사업체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과 변호사나 의사 등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넓히기 위해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영리성이 없다고 한다.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 박영사, 2000, p. 339 

(민경재,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각주 368번 재인용).

8) 최상필, 앞의 논문, p. 18.

9) 독일에서는 복제물이 단지 가족 혹은 좁은 의미에서의 친구와 같은 인적인 범위 내에서 비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사

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이미 1970년대부터 한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 최상필, 앞의 논문, 각주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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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영역에서의 30조의 한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첨단 디지털 복제 기기와 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여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는 달리 누구나 용이하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복

제를 반복하여도 복제물과 원본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복제가 가능하며, 디지털 네

트워크를 통하여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0)

한편,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디지털환경의 도래는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저장, 

전파 등으로의 이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특히 웹하드나 P2P서비스 등은 개인들에게 용이한 불법저

작물 이용의 출처로 기능하고 있다. 기술발달에 따른 개인의 저작물 향유 확대는 자연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법제도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 등 궁중에의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통한 개인의 불법물에의 접근을 차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웹하드나 P2P서비

스 제공자와 불법 업로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그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11)

이 때문에 각국의 법제도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개인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저작물 유통의 종국적 문

제는 이용자의 사적 복제에 귀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제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불법복제가 

만연함에도 통제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의 사적복제 환경이 ‘저작물

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한다는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는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

적 복제 대상에서 불법저작물을 제외하는 입법적 선택을 하기도 하였고12)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사적복제규정이 아날로그 환경 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

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이용방법까지 변화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3. 국외 입법 동향

1) 미국

미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한 면책규정은 없고, 유명한 소비 베타맥스 사

건14)에서처럼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인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15)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규정은 비평이나 논평, 학교 교육 같은 일정한 경우 이용자에게 저작자

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복제 혹은 배포할 것을 허락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해 명문규정을 

10) 김현철, 앞의 논문, p. 21.

11) 이영록,｢디지털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사적 복제 대상의 제한｣,�Copyright issue report�,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 57.

12) 이영록, 앞의 논문, pp. 57 - 58.

13) 손호진,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환경으로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p. 24.

14)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114 F.Supp.2d 896.

15) 이해완, ｢(제1회 저작권 포럼)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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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과 달리 미국 저작권법은 허용되는 사적 복제에 관한 판단을 이러한 포괄적

인 저작권 제한원칙인 공정이용의 성립여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16)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한 사람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비배타적인 네 가지 요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네 가지 요인으로는 사용의 목적 및 성격,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저작물의 양 및 침해적인 사용에 의한 시장에의 영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분석에 있어 동일한 비중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17) 

2) 독일

사적복제 규정과 관련하여 2003년에 개정된 독일의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인이 저작물을 

임의의 매체로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아니며, 명백하게 위법 제

작된 복제본이 복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복제할 권능이 있는 자는, 무상으로 행해지거

나 종이 혹은 임의적인 사진기술적인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이용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

해지는 한도에서, 복제본이 또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8)

여기서 “임의의 매체로”라고 한 것은 2003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EU 저작권지침에 따라 디지털 

복제도 사적 복제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이고, “명백하게 위법 제작된 복제물이 복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복제물을 재차 복제하는 것을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

한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역시 2003년 개정법에 반영한 요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

정만으로는 예컨대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명백하게 위법 제작된 복제물인지 알 수 없어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공중

의 이용에 제공된”이라는 표현을 추가19)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20)

3) 일본

일본에서도 역시 2009년 6월 19일자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사적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적복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일본의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

16) 최상필, 앞의 논문, p. 9.

17) 이규호 〮‧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 48.

18) 2003년에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19) 2007년에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①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연인이 저작물을 임의

의 매체로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아니며,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었거나 불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복제본이 복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복제할 권능이 있는 자는, 무상으로 행해지거나 종이 혹은 

임의적인사진기술적인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이용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해지는 한도에서, 복제본이 또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할 수 있다.

20) 이해완, 앞의 논문, pp. 53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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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이 있고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2호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기술적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호의 제

거 또는 개변(기록 또는 송신 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제거 또는 개변을 제외한다) 하는 

것에 의해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방지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억제되는 행위의 결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에 의

해 가능해지거나 그 결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 새로 신설된 규정

인 제3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 졌다

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포함)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1)

이렇듯 개정된 해당 조문에 따르면, 사적복제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경우 사적 복제로 면책되지 아니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벌칙 규정인 제119조 1호22)에서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를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적 복제로 면책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민사책

임만 있게 된다.23)

Ⅲ. 사적복제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분석

1. 국내 판례의 분석

저작권법 제30조와 관련된 국내 판례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P2P 관련 사건부터 최근의 네트워

크를 통한 녹화시스템 사례까지 매우 다양했다.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사적복제에 해당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주요 판례를 기준으로 국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소리바다 사건

(1) 사실관계

P2P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자면 소리바다 사건24)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

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음반제

작자들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소리바다 운영자는 이러한 복제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

2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22) 일본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자 (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2 제3호의 경우도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행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드는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23) 이영록, 앞의 논문, p. 59.

24) 서울고등법원 2005. 1.12. 선고 2003나211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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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고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행위가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음반 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25)

(2) 판결의 내용 및 검토

법원은 이용자가 MP3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고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기만 하면 최대 5.000명에 이

르는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에 점근하여 별다른 절차를 거침없이 자유로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점,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의하면 다운로드폴더는 공유폴더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다운로드폴더로 다운로드 된 MP3파일은 그 즉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점, 이용자

들 사이에는 MP3파일을 공유한다는 공통의 목적 외에 별다른 인적 유대관계가 없고, 아이디만을 확인할 수 있

을 뿐 아무런 개인적인 정보도 공유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록 회원의 수 및 접속규모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

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6)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공유폴더’에의 저장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파일 제공과 그를 통한 연쇄

적, 동시다발적 공유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어도 그러한 공유파일에 파일이 저장되도록 설정된 상태에

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의 행위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는 어렵기27) 때문에 법원의 판결 요지

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웹스토리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업체의 회원들은 파일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업로

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업로드 된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거나 자신의 웹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으

며, 피신청인들은 회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영화에 대한 저

작권 등을 보유한 신청인들은 이러한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영화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금지와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28)

(2) 판결의 내용 및 검토

법원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

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

25) 김수동,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 2003, p. 237 이하: 이창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

접권 침해 여부, 외법논집 제 15집, 2003. 12, p. 353 이하.

26) 허명국,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pp. 101 - 102.

27) 이해완, 앞의 논문, p. 52.

28) 이종석, 앞의 논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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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

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

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29)하였다.30)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법원이 원본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사적복제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복제

의 대상과 저작권의 침해를 관련지어서 판단한 것으로 현행법과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본의 적법성 여

부에 따라 사적복제인가를 판단한 법원의 논리전개는 저작권자의 보호적인 관점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31)

3) 엔탈 녹화시스템 사례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방송콘텐

츠 제작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며, 이용자들

의 사적 복제행위에 관여하는 피고의 서비스는 적법한 사적 복제행위의 방조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2)

(2) 판결의 내용 및 검토

법원은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들이 아니라 피고이고, 이용자들이 이 사건 복제행위의 주체라 하더라

도, 이용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다시보기(time-shift)

하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확산을 야기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피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

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

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33)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본 사건에 있어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만을 근거로 사적복제인지를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녹화해위에 사용된 시스템 등 장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사건에서 엔탈 녹화시스

29)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판결.

30) 이영록, 앞의 논문, p. 51.

31) 이해완, 앞의 논문, p. 52.

32) 서울 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33) 서울 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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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경우는, 서비스 업체가 녹화시스템 전체를 조달하고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VCR(Video Casette 

Recorder)이나 일반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2. 국외 판례의 분석

1) 미국의 판례 분석

미국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한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는 않지만 공정이용 규정을 바탕으로 사적복제가 허용되어왔다.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관련된 미국의 중요한 

판례로는 2001년의 Napster 판결과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콘텐츠 제작사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마무

리 된 Cablevision 사건이 있다.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종래의 판례 동향과 최근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

겠다.

(1) Napster 판례

① 사실관계

미국 음반협회는 1999년 12월 Napster 이용자들의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Napster를 제소했고, 이 재판에서 Napster측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다운로드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는 없다며 항변하였다.34)

② 판결의 내용 및 검토

위와 같은 Napster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잠정폐쇄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올라

가게 되었다.35)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호스트 유저(host user)들은 음악파일을 익명의 요구자들에게 배포함으

로써 개인적 이용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Napster 유저들은 원래는 구매하여야 했을 음악을 (비록 변형된 형태

이지만)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보급으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여부가 

문제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P2P방식에 의한 OSP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이 일반 이용자들

에 의한 파일교환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다. 본 사건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특히 

본  판결은 인터넷과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

임한계에 대해서도 판단한 것으로 21세기정보사회에서의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

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36)

34)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제1심은 114 F. Supp. 2d 896(N.D. Cal 2000), 항소심은 239 F.3d 1004(9th Cir. 2001).

35) 최상필,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인터넷법률�, 법무부 상사법무과, vol.43, 2008. 7, p. 30.

36) 최상필,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 복제 -서울 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을 참고하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

학회, Vol.18 No.2, 2005. 6, pp.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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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blevision 사건37)

① 사실관계

케이블 방송사인 Cablevision은 2006년 3월에 “new Remote-Storage DVR System”(이하 “RS-DVR”)서

비스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정에 PVR을 설치하고 녹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Cablevision

이 제공하는 웹하드에 방송콘텐츠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

다.38)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Cablevision이 단순히 일시적 복제와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자신의 저장장치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접 침해가 아

니라 직접 침해라고 주장하였다.39)

② 판결내용 및 검토

하급심인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07년 3월 RS-DVR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VOD 

형태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40)

그러나 2008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Cablevision의 서버에 콘텐츠가 저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Cablevision이 복제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가

입자 개인이 이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서비스 구조에 비춰볼 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

다.41)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Cablevision 사건은 우리나라의 엔탈 녹화시스템 사건과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한 녹화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특히 Cablevision은 1984년 Sony의 Betamax 

VCR42)43)이 저작권 침해 논쟁이 휘말렸을 당시를 거론하며,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전적으로 소비자 개인일 뿐 

사업자가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였고,44)45) 이에 대해 항소심은 서버에 콘텐츠가 저장되는 

37) Cablevision Systems Corp. v. FCC, 570 F. 3d 83 -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2009.

38) Cablevision의 RS-DVR 서비스는 법정 공방이 달아오르기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2006년 3월에는 1.000명이 채 안 되는 소위 ‘프렌들

리’(friendlies)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Cablevision은 가입자 한 사람당 80기가바이트의 전용 서버 공간을 할

당했다. SD급 영상을 80시간 정도 녹화할 수 있는 용량이다. -starbase, “네트워크 DVR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美 케이블진영과 미

디어 진영의 분쟁현황 -trend watch 2008. 8. 21”, 각주 1번.

39)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인터넷법률�, 법무부 상사법무과, vol.43, 

2008. 7, p. 90.

40)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tems Corp., 478 F. Supp. 2d 607 (S.D.N.Y.2007).

41) strabase, “네트워크 DVR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美 케이블진영과 미디어 진영의 분쟁현황 -trend watch”, 2008. 8. 21, 

<http://www.strabase.com> (2010. 8. 20. 방문).

42) Sony Corp. Amer.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43) 소위 “time-shifting(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을 제시간에 보지 못하는 시청자가 나중에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

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허용되는가가 주요 판단대상이 되었

던 Betamax VTR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자신의 작품을 free-TV에서 방영할 것을 허락한 실질적인 저작권자들(대본작성, 연출, 촬영 

등을 한 자들)이 개인 시청자들의 time-shifting방식에 의한 시청을 반대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time-shifting

은 비상업적 ․ 비영리적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혹은 저작물의 가치를 해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였다. -최상필,｢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인터넷법률�, 법무부 상사법무과, vol.43, 2008. 7, p. 30. 

44) strabase, “네트워크 DVR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美 케이블진영과 미디어 진영의 분쟁현황 -trend watch”, 2008. 8. 21, 

<http://www.strabase.com> (2010. 8. 20. 방문).

45) 과거 Sony에서 베타맥스 VTR이 출시됐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984년 대법원은 사용자가 VTR을 이용해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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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Cablevision이 직접 복제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가입자 개인이 이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서비스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비침해라고 하였다. 결국 시스템에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도 

불법복제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이용자라면 시스템 운영자는 비침해로 볼 수 있는 논리이므로 콘텐츠

제작자 또는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콘텐츠창작자에게도 사적복제와 침해유무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준 판례라

고 할 수 있다.46) 

2) 독일의 판례 분석

독일의 사적복제 규정과 관련된 판결 중 Rapidshare 사건4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독일의 웹

호스팅‧웹하드 서비스 업체인 Rapidshare가 Rapidshare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해 서비스운영자로서 책임이 있

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Rapidshare가 서비스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을 뒤집고 

2010년 5월 독일 법원은 Rapidshare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독일법원은 Rapidshare의 

경우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라는 정당

한 범위 내에서 Rapidshare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Rapidshare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공정이용)까지 봉쇄시키는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이

유로 들면서 현행과 같은 Rapidshare의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48)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용자의 수를 감안했을 때, 파일 공유의 행위가 사적 복제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3) 일본의 판례 분석

(1) 마네키 TV

① 사실관계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등 일본 내에 거소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로케이션 프리49)를 설치할 곳이 없

기 때문에 마네키TV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본 내에서 로케이션 프리를 설치, 관리해주고 매월 월정액

목적으로 녹화하고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네트워크 DVR 서비스도 사용자 개인이 녹

화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케이블 사업자의 컴퓨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는 RS-DVR 방식은, 

전통적인 DVR이나 VCR과 비교할 때 RS-DVR의 저작권 침해 위험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strabase, “네트워크 DVR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美 케이블진영과 미디어 진영의 분쟁현황 -trend watch”, <http://www.strabase.com>, 본문 인용.

46) 정원일 변호사,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

라쿠 판결”, 2009. 7. 1, <http://wiclaw.wordpress.com/> 

    (2010. 8. 24. 방문).

47) 정원일 변호사, “독일 법원과 미국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010. 5. 28, 

<http://wiclaw.wordpress.com/> (2010. 8. 21. 방문).

48) Spencer Dalziel, “Rapidshare wins legal battle as US Congress attacks it”, 2010. 5. 21,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1649842/rapidshare-wins-legal-battle-us-congress-attacks>(2010. 8. 21.방문).

49) 마네키 TV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V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환장치인 로케이션 프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집안의 TV안테나선과 로케이션 프리를 연결만 하면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TV를 볼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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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의 방송사들은 마네키TV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50) 

② 판결의 내용 및 검토

일본 법원51)은 “마니케TV를 통한 전송행위의 주체는 이용자 개개인이다"라고 판시하며 방송사측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 방송사측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고52), 일본 최고재판소는 방소사측의 상고를 불허함

으로써 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서비스업자가 하는 일은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복제기기(로케이션 프리)’를, 그

것도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개발, 제조한 복제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53), 우

리나라의 엔탈 녹화서비스 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로쿠라쿠 사건

① 사실관계

‘로쿠라쿠’54)는 상기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회원은 반드시 

‘텔레비전PC’를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업자는 다분히 사적 복제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BM을 

구성했는바, 굳이 각 개인별로 자신만이 사용하는 컴퓨터(テレビパソコン: 텔레비전 PC)를55) 구입하도록 강요

하였고 이를 사업자 사무실에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수 관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용자가 텔레비전 PC를 원격 ․ 조정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한 미국의 “Cablevision”과는 달리 ‘나만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것이

고, 단지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치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조정할 뿐이므로 가정에 설치한 기존 

VCR에 보다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일본 방송협회는 가정용 VCR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녹화넷’을 

운영하는 유한회사 에프에이 비전(有限会社エフエービジョン)을 상대로 저작인접권56)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57)

50) 정원일 변호사,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

라쿠 판결”, 2009. 7. 1, <http://wiclaw.wordpress.com/> (2010. 8. 24. 방문).

51)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20年 12月 15日, 平成 20(ネ)10059.

5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 20年 06月 20日, 平成 19(ワ)5765.

53) 정원일 변호사,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

라쿠 판결”, 2009. 7. 1, <http://wiclaw.wordpress.com/> (2010. 8. 24. 방문).

5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17年 11月 15日, 平成 17(ラ)10007. 원심 결정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 16年 10月 7日, 平成16(ヨ)22093. 

55) 텔레비전 PC(テレビパソコン)는 이용자마다 별도의 TV튜너를 배정하여, TV프로그램의 복제와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송신하는 서버로

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각 텔레비전 PC에 내장된 튜너만으로는 화상이 열화되는 경우가 있어 부스터로 출력을 높인 뒤 분배기를 

경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허브 및 라우터를 경유해 인터넷과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최진원, 앞의 논문, 각주 19번.

56) 저작인접권 중 하나인 복제권(일본저작권법 제98조)침해.

57) 최진원, 앞의 논문,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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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결의 내용 및 검토

1심 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복제기기를 설치, 관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서비

스제공자가 복제행위자에 해당되고, 동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58)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였

다. 즉, 동 재판소는 “로쿠라쿠 서비스를 통한 복제행위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이다. 그와 같은 이용자 

개개인의 복제행위는 사적복제행위로서 적법하고, 서비스제공자가 복제행위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

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59)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이용자의 사적 복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서비스 운영자를 복제의 

직접 주체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는바, 이는 간접침해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이론인 '가라오케 법리60)'가 변형

되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61),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방송사측이 녹화기기와 관련 시스템 전체를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것이 서비스제공자가 복제행위자라고 판단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가라오케 법리”를 

달리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62) 결국 간접침해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권

리가 축소되고 저작물 침해에 대한 방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3. 판례의 분석을 통한 비판적 고찰

1) P2P관련 판례

소리바다 판결의 경우,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복제하는 행위는 

일체로서 저작물의 집단적인 이용행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각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복제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63) ‘공유폴더’에의 저장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파일 제공과 그를 통한 연쇄적, 동시다발적 

공유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어도 그러한 공유파일에 파일이 저장되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5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21年 01月 27日, 平成20(ネ)10055.

59) 본 사건에서는 “본건 서비스도 이용자의 적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조건 등의 제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대 ‧누적했다고 본래 적법한 행위가 위법으로 바뀔 여지는 없고, 이에 의해 방송사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60) 일본에서는 ‘저작물의 사용주체성’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간접침해자를 직접침해자로 볼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

고, 침해의 주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지배 관리성과 영업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직접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가라오케 법리’를 만들어 냈다. 캬바레나 노래방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음악저작물의 공연 등에 관하여 해당 업소를 경영하는 업주의 책임 여부가 ‘직접주체성’(直接主體性)을 통해 다루어진 캐츠아이 사건(ク

ラブㆍキャッツアイ)에서 유래하여서 이후 ‘가라오케 법리’라고 불리고 있다. - 최진원, 앞의 논문, p. 98.

61) 최진원, 앞의 논문, pp. 90 - 92.

62) 정원일 변호사,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

라쿠 판결”, 2009. 7. 1, <http://wiclaw.wordpress.com/> (2010. 8. 24. 방문).

63) 허명국,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pp. 104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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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이용자의 행위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64) 미국의 Napster 판결 역시, 

해당 음악 CD를 소유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개별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것이 되어 개인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소리바다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P2P 서비스가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2) 웹스토리지 관련 판례

웹스토리 서비스에 관한 판결은 영리목적, 한정범위 사용 이외에 복제대상 파일의 원본 여부에 따라 사적

복제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65), 판례가 내세우는 이유는 해석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입법론적인 사유에 가까워, 결국 입법적 해석을 시도한 셈인데, 우리의 법체계상 저작재산권 침해는 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

을 확대하여 처벌범위를 넓게 하는 해석이 되므로, 해석론으로 취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적 이용

을 위한 복제로 면책시키는 것이 권리자의 보호에 충실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 가처분결정이 가진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입법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66)

3) 인터넷 녹화기 관련 판례

인터넷 녹화기에 대한 법적 분쟁 판례를 분석해 보면, 각 국가마다 법체계와 사업 환경이 제각각임에도 불

구하고 ‘간접침해’와 ‘사적복제’에 법적 쟁점이 모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리자들은 녹화를 지시하고 복제

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별 이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녹화기를 기획하고 운영

하는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녹화기 사업자는 VCR 제조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항변하였다.67) 이에 대해 법원은 권리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국외 판결의 경우, 사업자에게 법적 책

임을 묻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최종 판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복제기기를 이용한 경우까지 녹화기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손수 타인의 책을 베끼던 시절의 사적 복제와 아날로그 VCR의 등장한 후의 상황, 그리고 지금 디

지털 복제기기의 사용과 인터넷 녹화기의 위력은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치부하

기엔 무리가 있다.68) 따라서 우리법원의 입장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미국, 일본의 판결보다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64) 이해완, ｢(제1회 저작권 포럼)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 52.

65) 이종석, ｢사적 이용 복제의 허용 범위｣,�저작권 문화�, 저작권위원회, vol.175, 2009. 3, p. 28.

66) 이해완, 앞의 논문, p. 52.

67) 최진원, 앞의 논문, p. 93.

68) 최진원, 앞의 논문,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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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복제제도의 발전방향 제시

1. 원본의 적법성 명시

우리 법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적복제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본의 

적법성 여부이다. 사적복제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본저작물이 반드시 복제자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CD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되나, 그 원본 저작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

면 원본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일 때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69)

독일의 저작권법은 복제원본으로 적법하게 생성된 것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통한 사적복제가 차단되고, 결국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소비자

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량의 불법복제도 적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70)71) 물론, 소비

자들은 복제원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흔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적복제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복제원본의 속성이나 그 출처 또는 그곳이 제공된 상황 등으로부터 그것이 

불법복제물인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본다.72) 만일 원본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사적복제가 허용된

다고 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적복제의 원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적복제 규정의 본래 취지를 잃게 된다.7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적복제의 대상으로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개정안74)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원본의 적법성이 명시된 사적복제규정이 도입될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

법 복제물 유통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나 면책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된 경우 그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저

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무차별적인 고소남발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복제였으나 면책되지 않는 경우라도 형사책임은 조각시키는 방법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75)

2.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의 기준 제시

저작권 30조에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이용은 가족 혹은 좁은 의미에서의 친구 등 

자신 이외의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격한 장소적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76) 우리나라의 경우, 

69) 손호진,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환경으로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p. 42.

70) 미국의 경우에도 Marobie-FL, Inc. v.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Equipment Distributors 983 F. Supp. 1167(N.D.Ill. 1997) 

판례에서 복제원본이 적법할 것을 밝히고 있다. - 손호진, 위의 논문, 각주 89번. 

71) 손호진, 위의 논문, p. 43.

72) 손호진, 위의 논문, p. 20.

73) 손호진, 위의 논문, p. 43.

74)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일부인 저작권법 제30조의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75) 이영록, 앞의 논문, p. 60.

76) 최상필,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 복제 -서울 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을 참고하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

학회, Vol.18 No.2, 2005.0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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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판례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녹화행위는 사적복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관련 서비스들은 가정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기준을 마련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지인들과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니홈피

나 블로그와 같은 개인미디어 공간을 통한 저작물 게시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을까?

1) 개인미디어를 통한 저작물 공유

현재의 저작권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보자면, 이메일을 통해 지인들과 저작물을 공유했을 경우, ‘복제’ 및 

‘전송’의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복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

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메일로 

지인들에게 저작물을 보내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전송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적으로는 전송으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77) 

블로그,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미디어의 경우, 미니홈피의 운용형태를 본다면 실제로도 친목을 위한 비영

리의 운영형태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또 하나의 ‘개인적 또는 가정 등의 범위’라 평

가 못할 바 아니라는 점, 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권 제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둔 제도적 취지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는 점78)을 들어 가정에 준하는 범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임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79)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듯, 위와 같은 개인미디어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의 필요성

개인미디어라는 공간의 문제는 이용자들과 권리자 및 관련 법률의 집행기관 간의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

다. 온라인상 저작권 문제를 조사한 결과 블로그의 경우는 분석대상의 45.0%가 사적 공간이라고 인식했고, 공

중으로부터 일반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개인홈페이지 비공개영역’과 ‘사이월드 비공 개영역’에 대해서는 사

적공간이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80)81)  

이러한 일반 공중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원본의 적법성 요건

77)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 정책 Q&A- 저작권 보호법에 관한 질문”, 2009. 6. 18,

<http://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jsp?flag=3&faq_no_n=28471&civil_no_c=1371000&peti_

no_c=200> (2010. 8. 13. 방문).

78) 안병한 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 디지털 타임즈, “디지털 산책, 미니홈피와 사진저작물 복제”, 2006. 9 .21,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60921031108261&p=dt> (2010. 7. 16. 방문).  

79) 법무부 법교육팀, 매일경제, “내 미니홈피 ‧블로그에 타인의 글 ‧그림 올리면 저작권침해 해당돼요”, 2010. 4. 28,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0020&newsid=20100428143947745&p=mk> (2010. 7. 16. 

방문).

80) 손영숙, 세계일보, “네티즌 38% 기사는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2008 .6 .24, 

<http://media.daum.net/digital/internet/view.html?cateid=1048&newsid=20080624160210971&p=segye> 

(2010. 7. 16. 방문).

81) 위의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이슈 심층 분석 월간지 ‘미디어 인사이트’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문제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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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공간의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개정방향은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일부인 저작권법 제30조에 제3호를 추가한 것이다.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

안만으로는 개인미디어를 통한 저작물 공유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정 

방향은 제3호를 추가하여, 개인미디어를 통한 저작물 공유는 해당 조문에 의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인미디어라는 공간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공간이 아님을 명시하고, 메일을 통한 저작물 공유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미디어를 통한 저작물 공유는 저작권자

의 전송을 침해하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3. 법제의 개정방향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 적용

되었던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해 일반 공중과 저작권자간의 이익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저작권법 제 30조로는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관련 규정에 대해 수차례 개정작업을 진행

해오거나 검토 중이고, 우리 법원의 판단 역시 현행법보다 앞서가는 판결을 하여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또한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나가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원본의 적법성 여부”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를 저작권법 제 30조에 

반영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30조 개정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개정방향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3. 전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미디어를 통해 동의 받지 않은 저작물을 전송한 경우  

【개정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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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적 법리로서의 공정이용 도입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제를 개정한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의 ‘사적복제’는 좁은 방향으로 해석해

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이용자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가 축소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권리조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작권법 제30조의 보충적 법리로서 공정이용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 저작권법 제 28조82)는 아날로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조항인 만큼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상

황이 발생하는 디지털 영역에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최근 국내의 판례는 저작권법 제 28조를 확대 해

석83)하여 공정이용 법리를 인정하거나,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들어 판결84)하는 등 점차적으로 이용자의 권

익을 넓게 보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환경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면 거꾸로 저작권자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는 현재에 우리 저작권법 제 

28조의 한계, 공정이용의 방어권적 성격 및 공정이용 법리 도입의 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권법 제28조의 한계

권리침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

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정이용을 명확히 규

정한 조항이 없다. 최근 국내의 일명 ‘네이버 미쳤어 판결’85)에서 보이듯 이미 저작권법 제28조를 일반조항으로

서의 공정이용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정이용조항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

을 수 있지만, 제28조는 어디까지나 ‘인용(引用)’에 관한 조항이므로 그것을 저작물의 ‘이용(利用)’ 일반에 무한

대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조항이 아닌 것을 억지로 일반조항으로 해석, 운영하는 것이 사실이라

면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일반조항을 잘 구성하여 규정하고, 인용에 관한 규정은 개별조항

으로서의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정책상 타당하다.86)87)

82) 다음 ‘(1) 저작권법 제 28조의 한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83) 본문 각주 87)번 참고.

84)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자 2009가합18800 손해배상(기) 판결 ; 원고는 2009. 2. 2. 다섯 살 된 원고의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

쳤어(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부르면서 춤추는 것을 UCC 형태로 촬영(이하 “이 사건 동영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물”)하였는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 협회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피고 회사 측에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6. 17.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 중단 처리하였고 

2009. 6.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09. 

6. 23. 피고 회사 측에 위 조치에 대해 항의하면서 수차례 재게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게시 요청기간(30일)이 도과하였고 원

고가 이 사건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게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협

회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구병문, ｢네이버 ‘미쳤어’ 판결에 관한 소고｣, �Copyright Issue Report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2010. 3. 30, p. 1.

86) 이해완, 앞의 논문, p. 64. 

87)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 협회의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였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복제, 전송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어 그 복제 및 전송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적으로 원고의 복제‧전송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법원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용의 목적으로서의 ‘보도, 비평, 교육, 연구’가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열거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용의 목적도 ‘제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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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권적 성격의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서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88) 다시 

말하면,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이 요구되는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ownership of 

copyright) 및 피고에 의하여 무단복제 되었다(copying)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

른 소송에서처럼 실체적인, 절차적인 이유에 의한 방어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다. 즉 fair 

use에 의한 방어수단으로서는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의 포기(abandonment of copyright),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동기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점(defense of unclean hands), 저작권에서의 권리행사가 남용된다는 점

(defense of misuse of copyright), 금반언의 방어방법(defence of estoppel, 예컨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침

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묵시적 승인(acquiescence, 예컨대 침해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용인된 

경우) 등이 사용된다.89)

3)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에 따른 이점

공정이용 조항을 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일반조항과 열거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조항이란 저작물

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인 또는 포괄적인 형태의 기준

만 만족하면 허용하는 형태를 말하고, 열거조항이란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공정이용이 허

용되도록 한 입법형식을 말한다.90)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미국과 같이 공정이용

의 원리와 같은 일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개별조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저

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91)(저작권법 제22조 내지 34조)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저작권제도의 균형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이용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정이용 법리 도입 시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공정이용의 원리는 미국 저작권법상에서도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하다. 나날이 변

모해가는 기술발전 속도에 개별규정으로 적시성 있게 대처하기는 힘든 현실에서 공정이용의 원리는 새로운 기

술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자나 이용자들에게 예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특허법이나 경쟁법 

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의 복제, 전송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이 곤란해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

니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엄격 해석은 우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적복제(제30조) 규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사적복제로서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이 블로그에 게시됨에 따라 또 다른 저작권법적 문제를 야기한 것

인데 만약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통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곧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한 복제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사적복제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병문, 위의 논문, p. 4.

88) 장은익, ｢인터넷상의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소고｣, �저작권연구�제 4호, p. 117 - 이호열, “WTO체제하의 저작권 대책-미국 저작

권법상 공정사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 51 재인용.

89) 장은익, 위의 논문 -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Vol 10, 2000, p. 341 재인용.

90) 장은익, 위의 논문, p .140.

91) 저작권법 제 22조에서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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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보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자와 이용자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지대(safety zone) 규정92)을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도 이와 같은 체계선상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법 분야에서 안전지대조항을 신설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법체계 변화에 

맞추어 안전지대에 준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는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공정이용의 원리는 개별제한 규정에 대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완충제(buffer)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정이용의 원리는 한국적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시대는 정보 전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많은 지식정보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저작물 이용자 입장에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

에서 공정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93)

4) 소결

이러한 면에서 최근 입법이 예고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긍정적이다. 공정이용 조항이 있더라도 적어도 

저작물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이용을 이유로 허용될 수 없음이 사법당국 

및 관계자들에 의하여 쉽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

고 생각된다. 공정이용 조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

식 및 지식을 보급하여 저작권 등의 보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94)

공정이용은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게 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고, 이를 축소 

해석할 경우 원활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있다.95) 일반규정의 도입에 의해 유연

성이 확보되는 한편으로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고에서는 

일반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필요에 응하여 개별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정이용의 

도입에 의해 무제한으로 이용이 확대하는 것은 아닌가, fair를 가장한 위법한 이용이 만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우려도 나왔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은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일정 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반규정 속에 적용시의 고려

요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96)

92) 미국 특허법 35 U.S.C § 271.

93) 장은익, 앞의 논문, pp. 140 - 141.

94) 이해완, 앞의 논문, pp. 62 - 63.

95) 양혜경, ｢인터넷 著作物의 公正利用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학위논문, p. 24.

96) 이해완, 앞의 논문,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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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화된 환경은 기존의 저작권체계가 뿌리부터 균형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

넷 등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를 구축하고 배양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엄청나게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와 인터넷 등을 통한 미디어의 발전은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유형과 성격의 저작권 침해를 낳게 되었다. 특히 신속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규모성이라

는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침해의 특징은 기존의 저작권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다.97) 이러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환경에 머물러있는 저작권법으로는 충분히 저작권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복제 적용의 한계를 살펴보고, 외국의 법제와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한 결

과,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복제 규정을 넓게 적용할 경우 불법복제물 유통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

금의 현행 규정보다 좀 더 엄격하게 사적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까지 처벌받

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개정방향으로 갈지라도 아날로그 환경뿐만 아니라, 디

지털 환경에서도 좁은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사적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공정이용 제도를 사적복제 규정의 보

충적인 법제로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용자의 방어권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를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까지 저작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범위 밖에서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98)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권리자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도,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에 관한 규정역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97) 로렌스 레식, �자유문화�, 필맥, 2005, p. 27 - 김시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법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2월, p. 1 재인용.

98)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2007), p. 2 - 김시열, 위의 논문, p.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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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Twitter)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

▶▶▶ 장려상�김지선(고려대학교), 황혜선(이화여자대학교)

Ⅰ. 서론

혁신적인 정보 매체의 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

양한 법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물이 개인들로 하여금 저작물의 복

제와 생산, 그리고 배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저작권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개개인들의 이용행태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고,1) 복제의 질적 향상, 조작과 편집의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가능

성은 더욱 높아졌다.2)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3)의 네트워크 기능에 콘

텐츠 생산과 공유의 개념이 강화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개념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4) 소셜 미디어 중 빠른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로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될 트위터(Twitter) 또한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그이다.5) 트위터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웹사이트와 연동

되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6)로, 전 세계적으로 전체 가

입자수가 4450만 명에 달하고, 국내에서는 올 8월 100만 개가 넘는 계정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7) 인터넷 

1)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Digital Dil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National Academy Press, 

2000, at123.

2) 조연하, “디지털 미디어시대 방송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디

지털 미디어시대 방송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연구, 4면.

3) SNS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라 불리는 것으로서, 사회적 구조를 온라인 커뮤니티로 구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주목적은 사람들이 다

른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그들의 일상이나 생각, 모든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용 경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서비스로의 진입이 쉽고 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며, 면

대면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입과 탈퇴가 쉽다.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해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해왔으며 대표적인 SNS

로는 국내의 싸이월드, 미국의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일본의 믹시, 중국의 샤오나이 등이 있다.

4) 최민재, 양승찬(2009)는 소셜미디어의 유형을 ‘커뮤니케이션 모델’, ‘협업모델’, ‘콘텐츠공유모델’, ‘엔터테인먼트모델’의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소셜네트워킹’, ‘이벤트네트워킹’으로 구분했다.

5)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일반적인 블로그나 여타 소셜 미디어와는 달리 간단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타 이용자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이트를 의미한다.대표적인 마이크로블로그로는 미국의 트위터와 국내의 미투데이 등이 있고 그 밖에 런파이

프, 잇글링, 플레이톡, 톡픽 등의 여러 서비스가 있으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트위터와 미투데이이다.

6) M.D.Georgia, Columbus Divi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v. John Mark Shelnutt, No 4:09-CR-14(CDL). Nov. 2, 2009.

7) 이혜미, “국내트위터 100만 시대 한국을 뒤바꾸는 140자 혁명”, 헤럴드경제 2010.8.6. (2009년 1월 1만 4600여명에 머물렀던 트위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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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나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 글을 올리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앞에서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층을 넓

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 간의 콘텐츠의 실시간 복제와 전송, 공유행위는 

저작물 이용과 배포에 대한 새로운 방법 내지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저작권자들

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8) 결국 소셜미디어의 하나인 트위터상에서의 저작권 문제 또한 기존의 미디어와 차별

화된 트위터만의 기능적인 특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저작

권 적용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9)

그러나 트위터상의 저작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권리자 보호가 과도하면 자칫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개방성을 생명으로 하는 트위터라는 공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자 간 정보의 확대재생산이 곧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트위터상에서의 저작권 문제 역시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중의 자유로

운 이용간의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바로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이다. 미국에

서는 판례를 통해 그 법리가 발전하여 1976년 이래 저작권법 제107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과 예술

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용을 우선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10) 더

욱이 공정이용 법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저작권자의 배타적 이익 간의 대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1)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조항은 없으나 저작권을 제한하는 개별적인 규정12)을 두

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저작물 이용과 침해의 

양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개별적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특히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그대로 참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에 근간하여 그간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올 초에는 

입법예고안이 발표13)되어 현재 그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저작물 이용의 촉진과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정이용의 법

용자 수가 같은 해 8월에는 82만 3000명으로 급증했고, 2010년 8월 100만 1847명으로 집계됐다.)

8) National Reserach Council, supra note 1, at121.

9) 김기태, “공정이용의 조건과 광고”, 광고정보, 2009.

10) 미국연방법원이 공정이용 법리의 정당성을 연방헌법의 저작권규정(U.S.Constitutions art I. §8)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rlin 

v. E.C. Publications Inc., 328 F.2d 541 at 544(1964).

11) Eldred v. Reno, 239 F. 3D 372, 375 (D.C.Cir.2001), quoting Harper&Row, 471 U.S. at 560, 105 S.Ct. at 2218: “the balance 

between the 1st amendment and copyright is preserved, in part, by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doctrine of fair 

use.”

12) 저작권법 제23조-36조.

13) 올해 2월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된 저작권 법률개정안에 공정이용이 포함되었다. 법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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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 혹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 그 적용의 필요성이 제

기되는 바, 본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기존의 공정이용과 관련한 법리를 어떻게 적

용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트위터라는 새로

운 매체에 주목하여,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행위의 법적 성격과 향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적 쟁점을 논의의 중

심으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을 지향하는 견지에서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이 현행법상의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 트위터의 저작물 이용이 개별적 제한사유로

서 보호될 수 없다면 공정이용의 법리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저각권법상의 인용규

정 및 공정이용의 법리가 사실상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트위터이용과 관련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

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

정이용의 법리가 입법예고되어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논의의 가치는 크다. 본 논의

를 통해 트위터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도 보호해 주기 위한 저작권보호와 

이용의 균형추로서의 공정이용의 개념을 재정립해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저작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대

립이라는 난제 속에서 우리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

1. 트위터의 의의와 특성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마이스

페이스와 같은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트위터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SNS와 차이를 보인다. 트위터

에서는 관심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우(follow; 구독)’라는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자 간의 소통이 이

루어지는데, 트위터에서 작성된 ‘트윗(tweet; 글‧메시지)’는 ‘팔로어(follower; 구독자)’에게 즉각 전송되고, 팔

로어들은 이를 다시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Retweet;전달 ‧ 소문내기)’함으로써 정보의 신속하고 폭넓은 

전파가 이루어진다.

트위터의 기술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트위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글은 최대 140자로 

제한되고,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 또한 메시지에 한정된다.14) 이용자들이 전송하고 받아보는 모든 종류의 메시

지를 ‘트윗’이라 하는데, 작성된 트윗은 작성자의 팔로어들에게 실시간 전송되므로 팔로어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트위터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트윗을 실시

14) 트위터에서는 메시지만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에 링크를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트위터 코리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구성하였다.



트위터(Twitter)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

99

간 직접 받아볼 수 있다.15) 140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용자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링크

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둘째,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일방적으로 자신을 타 이용자의 팔로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여타 SNS의 

‘친구맺기’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팔로어로 등록할 경우에 자신이 팔로우하는 이용자가 작성한 트윗이 즉각적으

로 자신의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전송되므로16) 만약 작성자에게 팔로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트윗

은 누구의 타임라인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결국 팔로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이용자의 트윗의 전파력

과 영향력은 막대해진다.

셋째, 팔로어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할 수 있다. 리트윗이란, 이용자가 트윗을 작

성하였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전달받은 그의 팔로어들이 해당 트윗을 다시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즉각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결국 이용자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리트윗하는 내용은 그것이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전송받는다. 이것이 바로 트위터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서, 이를 통해 트위터에서의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배포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회원들이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반면 트위

터는 작성 가능한 메시지를 140자로 제한하고,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도 이에 한정하였다. 이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 간결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현재 가장 빠른 커뮤니케이

션 수단이자 정보 유통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과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140자의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하 “트윗저작물”). 다음으로 이용자가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서 140자를 발췌하여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이하 “기존저작물”).

1) 트윗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트윗저작물의 경우 이용자가 작성한 140자의 단문 메시지인 트윗의 저작물성이 전제되어야만 논의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트윗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트윗의 저작물성

140자의 단문 메시지에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 및 정보를 담은 트윗이 과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15) 트위터는 스마트폰, pmp, pda, 아이폰, 아이팟터치 등의 무선 기기를 이용해 이동 중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2009년 

10월 중순 wap방식의 무선 인터넷 전용 서비스인 ‘트위팅(tweeting)'을 시작하여 일반 휴대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 현재는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도 시작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글을 받아볼 수 있다. 김은령, “skt, 모바일 트위터 서비스 출시”, 

머니투데이, 2009.10.11.

16) 트위터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나오는 첫 페이지로, 본인 또는 다른 이들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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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 및 사실은 보호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바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17)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

분하다.18)19) 

그러나 일반적으로 짧은 분량의 표현일수록 그 안에서 창작성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트윗이 저

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140자에 불과한 단문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법원은 소위 ‘하이트맥주 사건20)’에서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짧은 광고문구에 대해 창작성의 결여를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으나, ‘왕의남자 사건’21)에서는 대사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에 

대해선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즉, 그 분량이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창작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으므

로 이로 인해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트윗이 일상적인 대화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영화

에 대한 비평 혹은 맛집탐방에 대한 소감 등을 담고 있다면, 분량과는 관계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단순히 영화나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글이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트윗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2)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트윗저작물이라 함은 이미 이러한 개별적인 판단을 통하여 그 저작물성이 

인정된 트윗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

우선 트윗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리트윗기능과 관련한 부분

이다. 리트윗이란 옮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트윗을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재전송하는 것으로, 원문 그대로 

리트윗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트위터의 핵심 기능이다. 트위터 이용자는 트윗을 작성할 때 자신의 트윗이 팔

로어들에게 실시간 전송되어 그들이 언제든 자신의 글을 리트윗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23) 

17) 1976년 미국 저작권법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독창성, 그리고 표현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To be 

eligible for protection, a work must be original, creative and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such as a book, 

painter's canvas, film, videotape or sound recording. Copyright, however, protects only creative expression, not facts or 

ideas.” John Gibeaut, “ZAPPING CYBER PIRACY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has Turned into a Battle Over 

Space Turf, Raising Constitutional Questions of Owners' Rights vs. Public Access”, ABA Journal, Feb 1997, at 62.

1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19) 미국 연방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미 동일한 저작물들이 이전에 수없이 창조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전의 작품들

을 베끼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창조해낸 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81 F 2d 49, 54 (2nd Cir. 1936). 

20)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21) 서울고등법원 2006. 11.14. 선고 2006라503 결정.

22) 그러나 트윗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 창작적 요소가 어느 정

도인가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트윗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트윗저작물의 구분은 추후에 논의할 공

정이용의 두 번째 기준인 ‘저작물의 성격’을 판단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3) 트위터웹사이트 가입시 가입자에게 보여지는 “terms of services”는 이용자가 트위터서비스를 통해 제출, 게시 또는 전시한 모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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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순히 리트윗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트윗이 불특정다수에게 복제‧전송될 수 있다는 데에는 트위터 이용자

들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바, 특별히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

은 특수한 태양으로 트윗을 리트윗할 때 빈번히 발생한다. 

① 리트윗하면서 트윗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경우 

타인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Retweet’아이콘을 눌러 바로 리트윗하는 자동적

인 방법24)과, 원작성자의 아이디 및 트윗 내용을 따로 복사하여 작성창에 붙이고 ‘RT’라는 표시를 스스로 입력

하는 수동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이 경우 원본 메시지에 임의적으로 내용

을 첨가‧삭제하거나, 수정 및 편집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트윗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의

적인 수정‧변경은 원작성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25)을 침해함은 물론, 2차적저작물작성권(동법 제

22조)26) 또한 침해한다. 

② 리트윗하면서 저작자 ID및 ‘RT’표시를 없앤 경우

수동적인 방법으로 리트윗할 때 원작성자의 아이디를 없애고 ‘RT’표시도 입력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원

작성자의 성명표시권(동법 제12조)27)을 침해한다.28)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그러한 콘텐츠는 트위터의 타이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약관은 따라

서 가입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만을 트위터에서 제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use of the Services, for any content you post to the Services, and for any consequences thereof. The Content you 

submit, post, or display will be able to be viewed by other users of the Services and through third party services and 

websites. You should only provide Content that you are comfortable sharing with others under these Terms. Tip: What you 

say on Twitter may be viewed all around the world instantly. You are what you Tweet!”)  

24) ‘Retweet’버튼을 누르면 해당 트윗의 내용과 원작성자 ID가 자동복사되어 리트윗되면서 트윗앞에 리트윗하였음을 상징하는 특수마크가 

나타난다. 트윗아래에는 ‘Retweeted by 리트윗한 이용자 ID’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25)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호에 개변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래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생

겨야 한다. 이와 반대로, 개변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서 그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에

는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즉, 원작에 대한 개변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 할 수 없고 전혀 새로운 독립적 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344면. 

26) 복제물이 피복제물의 시장수요를 명시적으로 잠식한다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잠재적으로 잠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

에, 저작권법은 원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하여 원저작자가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저작권자를 보호하

고 있다.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멀티미디어 디지털 저작물의 창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저작

물의 경우 그 매체의 특성상 원저작물의 이용과 개변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저작물도 지속적

으로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문제가 발생한다. 정상조, 전게서, 449-450면 

참조. 

27)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경우 성명표시권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화되어 이용되는 어문‧음악‧사진‧영상저작물 등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 등 저작물

과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있어서, 위 규정은 성명표시권과 관련한 저작자와 저작자물이용자의 이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입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상조, 전게서, 341면.  

28) 형사상으로는 부정발행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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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트윗이 반복됨에 따라 원작자표시가 누락되는 경우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리트윗이 반복되다보면 트윗 안에 그간 리트윗 한 이용자들의 아이디가 계속적으로 

나열됨에 따라 140자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최초작성자 아이디가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는, 중간에 리트윗을 해온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주는 것이 약속이나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원작성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상 ①~③과 같은 경우의 리트윗으로 인하여 트윗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리트윗을 

통해 단순히 트윗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원작성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묵

시적 동의가 전술한 경우들처럼 트윗에 임의적인 변경 등을 가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행

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①~③은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리트윗하면서 원작성자의 아이

디를 표시하지 않고 그 원본 메시지도 자신이 임의로 수정한 것은 ①과 ②가 함께 발생한 경우로서 원작성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전술한 저작권침해행위가 바로 추후에 본 논문에서 제28조 인용규정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게 될 저

작물이용행위로서, 정리해보면 트윗저작물을 그대로 리트윗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임의적으로 수정 ‧ 편집을 

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다시 출처표시(원작성자아이디 및 RT표시)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림 11)> 자동적인 방식의 리트윗의 경우

Retweet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본 트윗이 복제되어 전송된다.

<그림 2> 수동적인 방식의 리트윗의 경우

원본 트윗의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임의로 원작성자 ID 및 ‘RT’표시를 없

애거나 본문의 내용을 수정 ‧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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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동적인 방식의 리트윗이 반복될 경우

2) 기존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이는 트위터 이용자가 소설이나 시, 논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저작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140자 남짓의 부분을 이용해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트윗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29)과 전송권(동법 제18조)30)만이 침해되지만, 발췌과정에서 임의적 수정 ‧ 편

집이 이루어질 경우는 복제권과 전송권은 물론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한 추가적으로 침해된다. 

더욱이 기존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작자의 성명표시권 역시 추가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최초의 트윗작성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전송된 기존저작물은 그 후 끊임없이 리트윗되는 과정에서, 전술

한 트윗저작물의 저작권침해와 같은 양상으로 추가적인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표시 있음 출처표시 없음

그대로 발췌 복제권, 전송권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수정‧편집 복제권, 전송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복제권, 전송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 

<표 1>

이하 추후에 제28조 인용규정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존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정리해보면 우선 기존저작물을 그대로 발췌하여 트윗에 작성하는 행위와 수정 ‧ 편집하여 트윗으로 작성하는 경

우이다. 이 두 경우는 다시 각각 출처표시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나뉠 수 있다.

29) 복제개념은 광범위하게 파악된다.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아

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방식의 것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이가 없다. 예컨대, 컴퓨터파일 형태로 된 저작물을 컴퓨터하드디스크

나 CD와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복제권

은 다른 저작재산권과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서 여타 권리와는 별도로 이용되고 침해될 수 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373-374면.  

30) 전송이란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으로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띄워 이용자들로 하여

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송에 속한다. 전송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인 공중송신권의 일부 권리

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및 제18조). 전송권의 경우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등록 송신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전송행위를 전후

하여 복제를 하게 되지만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는 등 점유이전이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복제가 수반되지 않는 전송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송권이 달리 인정되지 않아도 복제권의 적용으로 전송행위가 배려될 수 있다. 송영식 ‧ 이상정, 전게서, 165면 

참조, 정상조, 전게서, 375-376면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104

3. 트위팅(tweetting)과 표현의 자유

전술하였듯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원저작물의 수정과 개작이 빈번하게 일

어나고 이것은 곧 저작권의 침해로 귀결된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변형을 동반하는 이러한 이용행위가 원활해질

수록 트위터상에서 더욱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트

위터 이용자들이 더 이상 정보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닌 프로슈머(Prosumer)31)의 지위를 획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은 단순히 제공된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정보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가공, 재생

산,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특히 트윗저작물에 있어서는 원본 트윗의 작성자가 원저작자임과 

동시에, 또 다른 트윗저작물의 이용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 정보는 수많은 팔로어들의 리트윗을 통해 공유되어 트위터 이용자들은 ‘지금 이 시

각 동시대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는 여타의 인터넷

공간과 달리 트위터에서는 시시각각 즉각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

이다. 즉 트위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

한다. 

결국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

보의 공유’라는 트위터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더 강화되기보다 도리어 

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저작자

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사유를 두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트위터상 저작권 이용행위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트위터의 저작물 이용이 

개별적 제한사유로서 보호될 수 없다면, 일반적인 면책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 저작재산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뿐이지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구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트위터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하 트위터상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법상의 개별적인 저작권제한사유와 

입법론상의 일반적인 공정이용 법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개별적 저작권제한 사유와 공정이용의 법리

는 모두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일뿐이므로 트위터상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따로 논

의하도록 하겠다.

31) 프로슈머는 posumer(생산자) 또는 producer(전문가)과 professional(소비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

되었다는 것은 소비자이기는 하지만 제품 생산에도 기여한다는 의미이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결합한 경우는 비전문가이지만 타전문가의 

분야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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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 고려 가능한 개별적 저작권 제한사유 

트위터상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의 개별적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면책되고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된다. 전술한 바 있는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그리고 수

정과 편집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으로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과,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제30조의 사적복제32)는 저작물이 개인적으로 이용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될 것을 결정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

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표(publication)”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는 “공공의(public) 정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33) 

물론, 트위터 상에서 작성되는 글은 작성자의 팔로어에게만 전송되므로 만약 팔로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작성자의 경우 그것이 사적복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팔로어가 없다는 것은 트윗이 팔로

어에게로 전송되어 그의 타임라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누구나 기타의 방법- 예를 들어 검색-등

을 통해 작성자의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작성된 트윗들을 직접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것이 개인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라 인정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별적 제한 사유 중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만이 고려대상이 된다.

2.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당하게 저작물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은 요건은 ‘정당한 범위 내’와 ‘공정한 관행에의 합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정당한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에 양

적 ‧ 질적 주종관계가 성립하여야34) 한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시되어야하고,35) 인용의 

목적이 보도 ‧ 비평 ‧교육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사실상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36)

32) 사적복제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 ①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④ 이용자에 의한 복제일 것, 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 ⑥ 필요한 한도 안에서의 복제일 것.

33) “Placing a copy on a publicly accessible web page would almost certainly be viewed as a publi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web page would be considered public.” National Research Council, supra note 1, at108. 

3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93면; 오승종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5, 342면; 이해완, 저작권법, 2007, 374면; 정상조, 

전게서, 516면.

35)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597면; 이해완, 전게서, 376면.

36) 제107조 후단은 ①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②저작물 자체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③전체적인 저작물과 이용된 저작물의 양의 상당성(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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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실상 많이 참작하고 있다.37) 예컨대 어린 여자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던 사안38)에서 대법원

이 이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 판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래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규정이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인용’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는 데 일반적인 공정이용의 기준을 참작하는 것은 부당한 확대해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8조의 인

용규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제28조가 본

래 규정하는 좁은 의미의 인용으로 돌아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트위터상 저작물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의 양태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트윗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보면, 리트윗 과정에서 팔로어들에 의해서 원작성자의 아이디가 삭제된 경우와 트윗의 메시지가 임

의로 수정‧편집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메시지의 수정‧편집 여

부와는 관계없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제28조의 인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 일어나는 수정‧편집은 구체적으로, ①원본 트윗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내용을 단순

히 첨가하거나, ②원본 트윗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그 부분을 자신의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③원본 트윗

의 내용 전체를 개작하는 태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28조의 인

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원작성자의 아이디를 표시해 주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할 때,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인용한 경우도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

자들은 인용의 과정에서 피인용저작물을 수정 ‧ 개작하여 그것이 2차적 저작물에 이르른 경우는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없다고 한다.39) 법원 또한 피인용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40) 제28조의 인용규정이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협의의 ‘인용’에만 국한한다고 보는 견지에

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시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행위로 돌아가서 논의해 보면, 전술한 행위 중 ①의 경우는 피인용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용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반면, ②의 경우는 원본 트윗의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원본 트윗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왜곡‧변형될 수 있고, ③의 

copyrighted work as a whole), 그리고 ④사용으로 인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을 규정하고 있다.

37) “저작권법 제25조(현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

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38)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에 맞춰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전체 가사 31줄 중 후렴

구 3줄 가량을 몸짓과 음성으로 반복하여 흉내낸 동영상을 어린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이에 손담비측에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해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39) 이해완, 전게서, 376면; 정상조, 전게서, 522면.

40) 법원은 “적법한 인용행위란 피인용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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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개작으로 인해 원본 트윗의 동일성 자체가 상당 부분 상실된다는 점에서 피인용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

이 이루어진 경우라 볼 수 있다. 

결국, 주종관계를 비롯한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오로지 ①의 경

우만이 정당한 인용으로 포섭될 수 있다. 반면 ②와 ③의 경우는 피인용저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음으

로 제28조의 인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문제는, 사실상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은 ①과 같은 양태보다는 ②나 

③과 같은 양태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140자라는 트윗의 글자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용

자들이 트윗을 작성할 때 그 공간을 되도록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데, 때문에 리트윗하는 원본 메시지 -즉 피인

용저작물- 의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에는 그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결국, 제28조 인용의 법리로는 트위터상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인용 저작물에 대한 수정 ‧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른 조건의 충족은 차치하더라도 

공정한 인용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법리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설

령 그러한 이용이 정당한 것일지라도 현행 저작권제한사유로는 그러한 이용행위를 보호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

는 것이다. 또한 출처표시가 없는 인용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정당한 이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률의 흠결이 더욱 드러난다고 하겠다.

‘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처를 표시하고 그대로 발췌하여 인용하는 경

우를 제외한 모든 양태의 이용이 제28조의 인용에 포섭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41) 이러한 문제는 트위터

상에서 기존저작물을 수정 ‧ 개작하여 트윗으로 작성한 행위가 패러디로 인정될 경우에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패러디란, 원작을 왜곡‧변형하여 풍자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원작의 

상당 부분을 복제할 수밖에 없고 출처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패러디는 동일성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주종관계요건을 비롯해 출처표시의무도 충족하지 못해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패러디의 경우와 같이 협의의 인용의 범주 안에는 포섭될 수 없으나, 저작권법의 본질적 목적과 배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당하게도 우리 법원은 미국의 공정

이용의 법리를 적용하고 이를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판단하며 그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부

당한 확장해석이며 더 나아가 유추해석에 이른 정도라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법리를 

실상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커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8조는 협의의 인용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것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으로서 침해문제로

부터 면책시키고, 이로써 그 보호가 불가능한 행위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법리로서 그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

해 줄 필요가 있다. 

41) <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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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저작물의 이용 기존저작물의 이용

정당한 인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제28조 인용이 되기 위한 여타의 

요건들은 충족되었음을 전제함.)

원본 트윗의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내용을 단순히 첨가하고, 원작자의 아

이디와 RT표시도 해준 경우

기존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고 출처표시

도 해 준 경우

정당한 인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원본 트윗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이를 자신

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출처표시불문)

∙ 원본 트윗의 내용 전체를 개작하는 경우(출처

표시불문)

∙ 원작자의 아이디와 RT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그대로 발췌하였으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정 편집하여 발췌한 경우 (출처표시불문)

<표 2>

Ⅴ. 공정이용

1. 공정이용의 의의 

1) 논의의 필요성

공정이용이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다.42) 미

국저작권법 제107조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2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발표된 ｢저작권법률개정안｣에서 공정이용이 입법예고43)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앞서 그간 국내에서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이는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저작물 이용과 침해의 양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개별적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간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이 나열하고 있

는 저작권제한사유에 포섭되기 어려운 저작물이용행위이기는 하나 그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한 저작권침해행위를 면책시켜주기 위하여 공정이용의 법리가 명문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온 것이다.

물론 공정이용의 법리 또한 추상적인 고려요소들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이용 법리의 추상성은 오히려 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상 공정이용 법리가 기존의 제한사유로는 규율할 수 없었던 디지털저

작물의 이용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44)   

42) Kimberly M. Bonner, Th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Neal-Schuman Publishers, Inc. 2006, at39.

43) 저작권법일부개정(안), 2010.2, 문화체육관광부: 제35조의 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

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44)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10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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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 수정과 개작을 동반하는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은 제28조 인용규정에 포섭될 수 없었다. 그

러나 이러한 이용행위가 트위터상의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하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국내에 공정이용의 법리가 입법예고되어 그 도입

이 확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가치는 크다.  

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은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저작권법의 취지가 저작

권자의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 이용촉진을 통한 문화 창달이라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45). 이렇게 저작권법 추구하는 이익-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촉진- 간의 균형을 

위하여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허용한다.46) 저작자에 대한 독점권의 부여와 이에 대한 제한 사이의 균

형이야말로 저작권법 체계에 있어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서,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

어진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47).

미국에서 공정이용의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1841년 Folsom v. Marsh 사건48) 으로, 이후 판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로 성문화되었다. 제107조는 전문에서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연구와 같은 정당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함으로써 

공정이용의 개념을 설명한다. 열거된 이용의 예들은 예시적으로 나열된 한정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범주 외의 

이용이라도 공정이용이라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동 조 후단에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상호배타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ⅰ)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ⅱ) 저작물의 성격, ⅲ)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ⅳ) 문제의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공정이용 여부는 하나의 관점

에서 속단되어 질 수 없고,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이다49). 

45) 조연하, 전게논문, 4면.

46) Ralph S. Brown & Robert C. Denicola, Copyright, 9th ed. (2005), p.360.

47)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ard Law Review 1105, (1990).

48) Folsom v. Marsh 9 F.Cas. 342 C.C.D.Mass.(1841) : 출판업자 Folsom이 일찍이 워싱턴 대통령의 생애에 관한 책 1권과 워싱턴 대통

령의 편지와 교신서한, 공적인 행적 등을 담은 약 7000쪽 분량의 부록 11권을 출간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Marsh가 워싱톤 전기 2권을 

발간하면서 Folsom이 출판한 부록 중 300쪽 정도를 그대로 사용해 출판함으로서 folsom이 저작권침해로 제소한 사건. 이 사건에서 

Story판사는 저작자가 저작을 함에 있어서 다른 저작물을 인용, 발췌, 요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원저작물을 무가치하게 할 정도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로 ⅰ) 발췌부분의 성질 및 목적(the nature and 

objects of the selection made), ⅱ)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 및 가치(the quantity and value of the materials used), ⅲ) 문제의 이

용이 원저작물의 판매에 해를 끼치는 정도(the degree in which the use may prejudice the sale or diminish the profits), ⅳ) 원저

작물을 대체하여 그 이익을 감경시키는 정도(the degree in which the use may supersede the objects of the original works)를 

제시하였다.

49) Arlene Bielefield & Lawrence Cheeseman, ｢Techonology and Copyright Law｣, 2nd ed., Neal-Schuman Publishers, Inc., 

2007, at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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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1)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이용의 목적이나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이 변형적인 이용

(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변형적 이용이란 원저작물과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창조적인 변형을 가하여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50),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의 이용이 반

드시 변형적인 이용일 필요는 없으나 새로운 저작물이 더 변형적일수록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업성

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은 더 적어지게 된다.51)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변형적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는 원저작물을 이용한 목적과 원저작물에 가한 변형의 정도 두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이용목

적이 변형의 정도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라 판시하고 있다. 52)변형의 정도가 클수록 원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

능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요건은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저작자의 창조적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

로 변형적 이용이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07조가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명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인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형적 이용 여부가 실제 분쟁에서 미국법원이 공정이

용의 첫 번째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성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준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53), 원저작물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변형적 이용은 저작물이 실제로 공정한 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잣대

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54). 

(1) 트윗저작물 

리트윗과정에서 트윗저작물에 임의적인 수정과 편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본 트윗저작물의 표현

(expression), 의미(meaning), 메시지(message)를 변경하여 창조적 요소가 부여되었고55) 그것이 결과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이를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리트윗과정에서 수정과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적 

기여를 통해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기보다는 원저작물의 일부를 단순히 수정하거나, 저작물의 전달

방식만을 달리해 이용함으로써 원작물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면, 공정이용이라 인정되기 어렵다56). 예

컨대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es 사건57)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에 실린 원고의 사진저작물은 감상

50) Bonner, supra note 41, at41.

51)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14 S. Ct. 1164 (1994).

52) Anthony R. Reese, Symposium: Fair Use: “Incredibly Shrinking” or “Extraordinarily Expanding?”  TRANSFORMATIVENESS 

AND THE DERIVATIVE WORK RIGHT,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Summer 2008. at485.

53) 이규호 ‧ 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30면.

54) 이규호 ‧ 서재권, 전게논문, 30면.

5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at 569 (1994).

56)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 Mark A. Lemley,｢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revised 4th 

ed., Aspen Publisher, 2007, at545.

57)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es, 293 F. Supp. 130 (S.D.N.Y. 1968) : Thomson이라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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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피고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의 책이 판매되는 것은 사진에 대한 피고의 독

창적인 설명 때문이라고 보아 피고의 사진저작물 이용행위를 변형적 이용이라 판시하였다.58)

문제는 텍스트트윗저작물에 있어서 140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2차적저작물에 이를 정도의 창조적인 

변형이 인정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부분을 변형하게 될 경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원본 트윗 

내용의 상당부분을 삭제하고 그 공간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본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상

실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변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수

정․변형하는 재포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140로 제한되는 트윗을 연속적으로 작성하여 그것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트윗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하 “연속적트윗저작물”)는 다르다. 이 경우는 140자

라는 공간이 제약이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편, 리트윗과정에서 원작성자의 아이디와 RT표시를 없앤 경우가 문제된다. 그러나 인용규정과 달리 공

정이용에서는 출처표시를 필요요건으로 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서 참작할 뿐이다. 이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의도를 보아야 하는데, 예컨대 리트윗이 반복됨에 따라 원작성자 아이디가 삭제된 경우

라면 공정이용 판단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

신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과 같은 악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면 공정이용이라 인정되기는 사실상 어려

울 것이다. 

(2) 기존저작물

트윗저작물에서와는 달리, 어문저작물을 이용하여 트윗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장르에 

따른 분량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원저작물이 시와 같은 단편 장르의 경우라면 140자 안에서 충분히 상당한 양 혹은 그 전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트윗저작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에 이를 정도의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지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소설과 같은 중‧장편 장르일 경우 변용된 부분은 원저작물의 전체 양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이므로 새롭게 작성된 트윗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사실상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

되기 어렵다. 하지만 중 ‧ 장편 장르의 저작물일지라도 여러 개의 트윗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40자의 

제약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안에서 창조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트위터상의 기존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에 있어 주목할 것은 그것이 패러디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59).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트윗이 논평, 비평 등의 기능을 하면서 원저작물을 변형한 것이라

책을 피고인 Bernard Geis Associates 사를 통해 발행 배포하였는데, 그 책에는 원고인 Time사가 발행산 Life잡지에 실린 암살 장면 

사진이 실려있었고, 이에 Time사가 Bernard Geis Associates 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피고의 Fair Use 항변을 

인정한 사건. 

58) 송영식 ‧ 이상정 ‧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9정판, 2008, 261면.

59) 패러디는 불가피하게 대중에게 알려진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만 문제가 될 뿐, 트윗저작물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112

면 패러디로 인정되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패러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패러디물 간의 연관

성을 그 이용자가 인지해야 하므로60)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상당한 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61) 패러디의 

변용적 가치는 명백하고 원저작물을 대체하여 그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적어 저작권법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

기 때문이다62).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이 패러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이 복제되었는지 여

부가 아니라, 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양을 사용했는지 여부이다.63) 여기서 다시금 트위

터의 140자의 제한이 문제가 된다. 140자라는 공간 안에서, 그 트윗이 원저작물을 패러디하고 있음을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을 복제함과 동시에 논평과 풍자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시와 같은 단편장르의 저작물을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140자 내에서 그러한 원작의 변형과 풍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연속적트윗저작물의 경우도 140자의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이유는 공정이용의 근본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64), “공공의 이용을 촉진하

여 문화산업증진을 이루기” 위해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공중접근의 허용정도를 달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용되는 저작물이 학술논문과 같이 사실적인 저작물(factual works)에 대해서는 소설과 같이 예술적이

고 창조적인 저작물(artistic and creative works)보다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이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65) 

(1) 트윗저작물

창작성과 사실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적인 양과 창작적인 양을 구분하여 사실적인 양이 많을수

록 공정이용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66) 따라서 트윗저작물의 경우도, 하나의 트윗 내에서 창조적인 부분

보다 사실적인 부분이 크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쉬울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이용자가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

위터에 그 소식을 전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소식을 전하는 트윗은 이용자만의 창작성이 가미된 표현으로 

작성되었을 때, 그것이 팔로어들에의해 리트윗되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표현에 수정‧변형이 일어난 경우 이것

60) 법원은 공중이 피고의 저작물을 통해서 그것이 원고 저작물이 전하는 메시지를 풍자적으로 비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Abilene Music,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Inc., 320 F. Supp. 2d 84(2003).

61) Merges et al, supra note 55, at555.

62) 이규호․서재권, 전게논문, 56면.

63) 따라서 패러디물이 설령 원작의 “핵심”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패러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원작의 “핵

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핵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패러디물은 원작자가 기대한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64) 이규호 ‧ 서재권, 전게논문, 32면.

65) Bonner, supra note 41, p42.

66) 이규호 ‧ 서재권, 전게논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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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트윗이 전하는 내용이 공익에 직결된 사실이므로 

일반 대중이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비록 전파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 의

해 단순한 수정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야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반면 어떤 이용자가 같은 사고를 접하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여 트윗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그 

트윗은 사실적 성격보다는 창조적 성격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리트윗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

로 수정과 변경이 가해졌고, 이것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 또한 없다면,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이라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기존저작물

우선 어문저작물의 경우, 논문이나 역사서 등과 같은 사실적 저작물에서 적시된 사실을 사용하여 트윗으

로 작성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 인정될 소지가 큰 반면67), 소설이나 시와 같은 순수창작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

해 트윗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정이용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과 같은 창작적 저작

물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창작적인 부분과 사실적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트윗을 작성하는데 이용된 

부분이 보호가치가 더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68)

3)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세 번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되

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복제의 양이 클수록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더 나아가 저작물 전체가 재생산

된 것이라면 사실상 공정이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증가하는 만큼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

의 양이 복제되었을 때 그것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69), 사용

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상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트윗저작물

140자 안에서 일부를 임의로 수정․변경하여 리트윗한 경우 그대로 복제된 부분의 양이 140자의 원저작물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원작에서 핵심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공정이용 판단 

여부가 달라진다. 즉 공정이용의 판단은 양적이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 즉 이용된 부분이 

지닌 가치 또한 고려한다. 따라서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였음에도 공정이용이라 판시된 적이 있고70), 그

67) 전화번호부에 있는 정보는 독창성과 창의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499 U.S. 340 (1991).

68)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2Cir F.2d 119.121.참조

69) 법원은 저작물의 사용의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단순한 양적 비례에 의한 판단을 거부하면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원고의 저작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공정이용의 법리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정이용은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판단되어질 수 없기 때

문이다. 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States, 203 Ct.Cl. 74, 487 F.2d 1345(Ct.Cl.1973).

70)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49-450; 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Wtates, 

487 f.2d 1345, (Ct.Cl.1973); Hoffman v. Capital Cities ABC, Inc., 36 U.C. Davis. L. Rev. 54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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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다른 판결들71)에서는 원저작물에서 아주 경미한 부분만을 발췌하였음에도 그것이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예컨대 Meeropol v. Nizer사건72)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곡의 저작물 중 1956자의 글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원저작물 전체의 1퍼센트도 되지 않는 경미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단어들이 원

저작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 하여 공정이용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연속적트윗저작물의 경우 이들 중 일부의 트윗을 수정‧편집하여 이용하거나 원작성자 아이디를 삭제

한 경우가 문제된다. 가령 10개의 트윗이 연속적으로 게재된 경우 작성자의 팔로어들이 이들 중 7-8개의 트윗

을 리트윗한다고 하였을 때, 전체에서 복제의 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복제된 양

이 핵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기존저작물

중‧장편의 어문저작물의 경우 140자 정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트윗으로 작성하는 것은 기존저작물 전체의 

양에 비해 그 양이 매우 경미하다. 따라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정이용

이라 판단될 소지가 크다. 반면 연속적으로 트윗을 작성하여 원저작물의 상당부분을 복제‧전송하게 될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이용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원저작물에 있어서 차지하는 질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 봐야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시와 같은 단편장르의 경우이다. 시는 그 전문을 트윗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할지라도 단 몇 개의 트윗을 연결하여 쓰는 것만으로도 전문의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

용 목적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양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만약에 트위터에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문을 

적기 위해 시의 전문을 함께 실었다거나, 패러디를 목적으로 시의 전문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

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상을 목적으로 기존 시집에서 상당량의 시를 복제하여 트윗으로 작성한

다면 기존저작물의 대체물로서 트윗이 기능할 수도 있게 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4)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의 영향

미국 대법원은 네 번째 요건인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의 영향이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판시한 바 있다.73) 저작권침해로 인해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대체되거나 그 판매시장이 위축될 경우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형적 이용이라면 원저작물을 대

체하거나 경합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점에서74), 네 번째 요건은 저작물이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첫 번째 요건

71)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Inc. (1985); Meeropol v. Nizer, 560 F.2d 1061 (2nd Cir.1977)(1997); 

Robertson v. Batten, Barton, Durstine & Osborn, Inc., 146 F.Supp. 795 (S.D.Cal.1956).

72) Meeropol v. Nizer, 560 F.2d 1061 (2nd Cir.1997).

73)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at 566, 105 S.Ct. at 2233

74) 법원은 변형적 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기준은 새로운 창작

물이 원작의 시장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2차적창작물이 원작물의 시장에서 원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능했는지 여부이다. 

Jeannine M. Marques, “FAIR USE IN THE 21ST CENTURY: BILL GRAHAM AND BLANCH V. KOON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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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저작권자의 시장을 해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면 원저작물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혹은 상당한 정도의 양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도 함께 판단해보아야 

한다. 결국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네 번째 요건이야말로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75).

(1) 트윗저작물

타인의 트윗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창작물이 원본 트윗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를 고려해보기에 앞서, 우선 그 잠재적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트윗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

나 다름없다.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이용자의 팔로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작성된 트윗은 작성자의 팔로

어에게 무조건 전송된다는 점,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트윗을 허락없이 리트윗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하고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트위터상에서 트윗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 또한 그러한 이용행위에 대해 수익을 기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트위터상에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트위터라는 공간을 현실공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트윗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트위터 내

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예컨대 이용자가 자신이 창작한 트윗저작물들을 모아서 출판한다면, 트위터

라는 공간 밖에서 트윗저작물에 대한 잠재적 시장이 생성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작성자로서는 자신의 트윗이 하나의 저작물로서 새롭게 출판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잠재적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트윗작성자가 유명한 문예창작가인 경우라면 그 기대이윤은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상에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원본으로 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수정 변형하거나, 

원작성자의 아이디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원작성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원작성자가 기

대하는 경제적 이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더욱이 새로운 창작물이 변형

적 이용이라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창조성을 지니지 않은 단순 수정에 그친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경쟁관계에 서게 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소지의 더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위터상에서 작성되는 트윗이 복제와 전송에 있어서 비배타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

을 띠며 자유롭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그것이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하나의 출판물로서 

나올 경우를 미리 상정하고 그 잠재적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트위터내에서의 트윗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트위터의 근본적인 기능 내지 작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위터상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트윗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75) Arthur R. Miller & Michael H. Davis,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 thomson west, 4th ed., 

2007, at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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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저작물

트위터상의 이용이 기존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는 ①이용되는 기존 

저작물이 중‧장편인가 단편인가, ②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하나의 트윗을 작성하였는가 연속적 트윗으로 작성

하였는가, ③트윗작성자의 팔로어가 몇 명인가, 그리고 ④트윗작성자의 팔로어가 트위터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소설과 같은 중‧장편의 기존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하나의 트윗에 작성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경우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저작물에서 이용된 양은 140자에 불과하고 이는 저작

물 전체에 비교하여 지극히 적은 양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기존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존저작물과 경쟁하며 그 

잠재적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저작물에서 이용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예컨대 신작소설의 반전부분이나 클라이막스 부분 등 핵심

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트위터에 복제 전송하여 개제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기존저작물의 대체물

로서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적어도 기존저작물의 판매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만약 하나의 트윗으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수정이 가미된 경우라면, 첫 번째 요건인 변형적 이용

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정된 부분은 원저작물의 전체 양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

일 수 있으므로 새롭게 작성된 트윗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사실상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

기 어렵다. 그러나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양이 14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저작물의 대

체물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결국 중‧장편의 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하나의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 이용된 부

분이 기존 저작물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아닌 한,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중‧장편의 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트윗을 연속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실상 

140자라는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한 상당한 양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원

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공정이

용이라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성자의 팔로어 수에 따라 그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력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팔로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저작물을 이용한 트윗의 파급력이 현저히 

커지므로 기존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칠 것이다. 그러나 팔로어수가 적더라도 그 팔로

어가 엄청난 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록 팔로어

가 0명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언제든 작성자의 팔로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시

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음으로 시와 같은 단편의 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트윗을 작성하는 경우, 하나의 트윗만으로도 그 전문

의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원저작물의 대체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가 보유한 팔로어의 수와 

영향력에 따라 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단편의 기존저작물을 이용하여 트윗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역시 변형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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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요건 제 2 요건 제 3 요건 제 4 요건 판단 결과

트

윗

저

작

물

수

정

‧

변

경

이

용

하
나
의
트
윗

단순한 수정 

→ 불공정

창조적 변형 인정 

→ 공정

(※출처표시부재시 이용자

의 고의 및 의도)

사실적 

저작물 

→ 공정

창조적 

저작물 

→ 불공정

원본 트윗 내에

서 이용한 양과 

질을 고려 

트위터 내에 잠재

적 시장 존재 ×

→ 공정

트윗을 모아 책 등

으로 출판시 시장 

형성 → 불공정 가능

사실상 원본트윗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

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정하기 어

려우므로 공정이용

연
속
적
트
윗

원본트윗들 중 

몇 개를 리트윗

했는지 고려

< 표3 >

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수정이 2차적 저작물에 이를 정도로 창조적인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또 하나의 창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저작물과 경쟁관계에 서지 않아 그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성의 정도가 미약한 단순한 수정의 경우에는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

가 없고 대체물로 기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작성자가 지닌 

팔로어의 수와 그의 영향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5) 정리

이상 트위터상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자는 견지에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해 보았다. 본 연

구는 국내에 공정이용 법리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법원이 사실상 인용규정에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라고 보아, 제28조를 ‘협의’의 인용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이로서 보

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이용은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판단 결과 우선 트윗저작물의 이용은 그 잠재적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손해가 사실상 부정되어 공정이용이

라 인정되었고, 기존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소설과 같은 중장편 저작물을 연속적으로 트윗에 게재하여 원작

의 상당한 양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시와 같은 단편저작물의 전문을 트윗에 게재한 전부이용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행위들이 모두 공정이용의 범주 안에 포섭되었다. 이로써 트윗저작물을 리트윗하면서 임

의로 수정 ‧ 편집하는 행위는 원작성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에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존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트윗에 작성하는 행위 또한 복제권, 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에

도 불구하고 면책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이용의 법리가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즉, 사실상 어느 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요건에서 공정이용이라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저작물 이용행위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패러디를 비롯하여 인용규정하에서 허용될 수 

없던 여러 가지 저작물이용행위들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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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요건 제 2 요건 제 3 요건 제 4 요건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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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발췌 혹은 단순 수

정 변경하여 이용 

→불공정

창조적 변형 존재 →140자 

제한으로  실질적 유사성 

부재가능성

→공정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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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창조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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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부분 

→공정

대체물로 기능하기 

어려움 →공정

140자가 원저작물 전

체의 양과 비교해 극

히 미미하여  원저작

물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

질적으로 핵심인 

부분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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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발췌 혹은 단순 수

정 변경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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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량 이용

→불공정

대체물로 기능 가

능 → 불공정
공간제약없이 원저작

물의 상당량을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그대로 발췌 혹은 

단순수정 정도로사용

하면 공정이용x

창조적 변형 존재 →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 → 

변형적 이용 인정 → 공정

대체물로 기능×→ 

공정

단
편
↓
하
나
의
트
윗

그대로 발췌 혹은 단순 수

정 변경하여 이용 →불공정
양적 질적으로 

전부이용 가능

→불공정

대체물로 기능 가

능 → 불공정
공정이용x

창조적 변경 존재 →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 → 

변형적 이용 인정 → 공정

대체물로 기능×→ 

공정
공정이용

3.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 

살펴보았듯이 트위터상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에 대한 침해는 저작물 이

용이 공정한 인용 및 공정이용으로 인정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상의 저작물이용으로 인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개별적 저작권제

한사유규정과 공정이용의 법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의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76) 

그러나 저작인격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트위터상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설령 그것이 공정한 이용이라 

하더라도-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성명표시의 여부는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인 이용목적과 성격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의도를 고려해보야 한다. 우선,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트위터에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표절에 해당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

한함으로써 침해를 정당화해주는 공정이용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어, 이러한 경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그것이 원작을 논평, 비평하려는 목적으로 왜곡, 변형한 것이어서 패러디로 인정되어 공정이용으로 판단

76) “저작권의 양도로 인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저작물에 대한 표시권, 원상유지권, 변경권 등 저작

자로서의 인격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저작권법 …의 정한 바로서 …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외형 내용을 수정‧증감하

거나 그 표현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62. 10. 29. 선고 62마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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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성격상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품을 이용하는 것

이므로 출처표시의 의무를 요하지 않는다. 즉,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패러디한 것은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가 없이 성명표시가 누락되는 경우이다. 트윗저작물의 경

우, 우선 원본 트윗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그대로 리트윗하면서 성명을 누락한 것이라면 이미 공정이용이 어려

우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적 변형이 일어났고 이용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변형적 이용이라 인정될 

경우라면, 설령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이용 판단에 해가 되더라도 네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공정

이용의 특성상 공정이용이라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공정이용이 된다면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부

분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래 변형적 이용이란 원작에 새로운 창조적 변형을 가함으

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동시에 원작의 시장성과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비로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설령 성명표시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에서 이미 출처표시유무가 고려된 뒤, 이익형량을 통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된 것

이기 때문에 그 후에 성명표시유무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고의도 아니고 악의없이 성명표

시를 누락한 상황에서 그러한 이용이 창조적인 변형으로 인정되어 공정이용으로 판단된 경우라면, 원작자가 성

명표시를 누락한 것만을 이유로 그 이용에 대해 불공정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상에서 원저작물을 수정 ‧변경하여 리트윗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그와 동

시에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2차적저작물의 창작은 원저작물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유지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을 인정한다. 통설에 따르면, 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받은 것은 사실상 원작의 동일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경도 허락받은 것이 된다.77) 

트위터상에서의 2차적저작물작성행위가 공정한 인용 혹은 공정이용으로서 정당화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트위터상에서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수정‧변경하여 새로운 트윗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정

도에 이르른 경우 이는 일단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나, 이것이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이 

된다면 그 침해는 정당화되어 결과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자로부터 허락 받은 경우와 실상 동일한 법

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 2차적저작물이 그 성립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을 참작하더라도 같은 결론

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트위터상에서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작성한 트윗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트윗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78)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리트윗과정에서의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과 변경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13조 2항 단서의 본질적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7) 이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저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

7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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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 공간 안에서 창작행위가 대중화되고 내용의 수정이 용이한 디지털 저작물이 점점 확대되면

서 동일성 유지와 관련된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79) 트위터에서

는 이용자들이 타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과정에서 임의적 수정과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바, 이미 

이용자들이 자신의 트윗도 팔로어들에 의해 리트윗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인지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

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개방적 시스템, 단순화된 기능, 그리고 빠른 응답성을 갖춘 트위터는 스마트폰 열풍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다. 리트윗을 통하여 정보의 신속한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트위터이용자들은 종종 각종 미디어의 

뉴스나 보도보다도 더 빨리 정보를 얻는다. 동시에, 트위터내에서의 모든 콘텐츠는 바로 트위터이용자들이 스

스로 만들어낸다. 즉 개별 이용자들 하나하나가 트위터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트위터 열풍은 ‘소통에의 갈망’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가입시 이메일 주소를 제외한 아무런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을정도로 

트위터에서의 소통형식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다. 성별이나 나이, 지역과 상관없이 대등한 위치에서의 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더욱이 경직되기 쉬운 1대 1의 

대화방식이 아닌, 여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는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작성하고, 전달하며 공유한다. 즉 각각의 이용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이야

기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상의 이러한 쌍

방향적 소통을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보화시대 

소통의 다각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을 통한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의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화 시대 소통의 다각화’라는 측면에 기인한다.80) 공정이용 법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28조의 인용규정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로서의 트위터상에서의 저작권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양의 주종관계와 출처표시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협의의 인용은 리트윗 과정에서 원본 트윗의 내용은 그대로 두

고 새로운 내용을 단순히 첨가하는 형태의 이용만을 포섭시킬 수 있을 뿐, 사실상 트위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

어나는 창조적인 변형과 개작행위는 보호할 수 없을뿐더러 기존저작물의 패러디와 같이 그 보호가치가 높은 창

79) 윤종수, “인터넷과 공정이용”,  제1회 저작권 포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2009, 133면.

80) “Courts should recognize that various kinds of copying,...promote freedom of speech. ... Although courts may be unable 

to create the detailed exceptions and limits that Congress has, they can interpret those statutory provisions with an eye 

toward their speech-enhancing purposes. The point is not to denigrate fair use, but to recognize that many kinds of uses 

of copyrighted material may be justified,”  Rebecca Tushnet “COPY THIS ESSAY: HOW FAIR USE DOCTRINE HARMS 

FREE SPEECH AND HOW COPYING SERVES IT, Yale Law Journal Dec 2004, at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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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위마저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임의적 수정과 개작을 통해 비로소 트위터 내의 창작활동이 촉진

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이 신장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용으로서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이용은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협의의 의미로 제한시키고, 포괄적인 공정이용 법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 인용에 포섭될 수 없었던 대

부분의 이용행위들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또한 트위터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도 공정이용의 이

용과 대립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았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속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

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러나 트위터의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물론 없지 않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고, 근거 없는 정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혼란을 일으킬 여

지도 있다. 팔로어들이 잘못된 정보를 리트윗하더라도 그것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

음을 상기해 본다면 그 피해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있어, 피해자만이 

존재하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원작성자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리트윗하

거나 임의적으로 원본 메시지의 내용을 왜곡 변형하여 전달한 경우, 그의 팔로어들은 그것의 원작성자가 누구

인지, 또 원래의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도 모르는 채 이를 리트윗하면서, 원작자의 권리침해가 계속적

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트위터 내에서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도울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

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을 서둘러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기보다는 현재의 정보공유 방식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작

권사업자들과 OSP, 그리고 이용자 등 여러 이해 집단 간의 상호 협력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CCL81)을 트위터상의 저작물이용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82) 트위터OSP 차

원에서 웹사이트에 CCL적용메뉴를 개설하고 저작자는 이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이용

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없이 트위터

상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83) 이는 트위터이용자들의 트윗저작물창작행위를 북돋고 더 나

아가 저작물 공정이용의 풍토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81) 이희욱, “‘개방’의 시대 가고 ‘폐쇄’가 시장 이끈다”, 한국경제매거진, 2010.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이며, 당초 저작

권의 태생적 폐쇄성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일일이 허락을 받는 대신 저작자가 출처를 밝히거나(BY), 상업 용도로 쓰지 않

거나(NC),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는(ND) 식의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도록 한 것이 CCL

이다.) 

82) 최근, 개별 블로그나 소규모 사이트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블로그 내지 커뮤니티 섹션에 

CCL 적용메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에서의 저작물이용에 있어서도 이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3) 정진섭 외 4인,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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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룰메이킹(Rule Making)제도84)에 있어 접근 통제적 기술조치85)에 대한 예외의 범위가 이전

보다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금지되었던 스마트폰의 “탈옥(jail- 

breaking)”이 룰메이킹을 통해 허용된 것도 보다 자유로운 저작콘텐츠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

다면, 이러한 예외의 확대는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본 논문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겠다.

84) 김현철 ‧ 서재권,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8, 12면.

85)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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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코리아 http://twtkr.com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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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고찰

▶▶▶ 장려상�심지환(연세대학교)

I. 논의에 앞서

현대인의 생활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이루진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건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고 설계되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설계도서

에는 건축가(설계자)가 생각하기에 그 목적과 기능에 가장 적합한 사상이 표현되게 마련이다. 본고는 첫째로 이

러한 다종다양한 건축물들의 저작물성 및 저작물로 성립하는 경우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연구

하고자 하는 바, 그 전제로 건축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여 본다.

이와 같은 건축물이 설계되고 완공되기까지는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인 간의 계

약의 양태도 복잡한 형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물설계에 관한 다양한 용역의 수행을 그 설

계도서의 작성과 함께 하나의 건축사무소와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거래의 관례라 한다.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마7466결정(이하 ‘연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사안에서는, 만일 계약체결 후 완공 

전에 위와 같은 계약(이하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이 해소되는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중인 건물의 설계도

를 계속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하게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아래에서는 위 연구대상결정의 사안을 소개하고, 건축저작물의 성립 및 보호범위에 관하여 연구하되, 건

축설계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참조하여 합체의 원칙 적용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표준적 설계요소의 도

입을 제안하여 보았다. 또한, 위 연구대상결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과 민법의 법리 및 규

정체계 안에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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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결정의 소개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7. 10.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속초시 교동 산 247의 1 외 10필지 지상에 건축하

는 연면적 약 25,815평의 속초 교동 대명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범위1) : 

①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작성, ② 시공도면 작성 및 설계변경도서 작성, ③ 계산서 작성, ④ 위 

사항에 있어서의 건축, 기계, 전기, 조명 등 각종 부대시설 포함,  ⑤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준공 

완료시까지의 대 관청 대리업무 이행(건축, 건축구조, 조경, 기계, 전기 등), ⑥ 조감도 등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

- 보    수 : 평당 금 19,000원 x 25,815평 = 490,485,000원

- 지급방법 : 

＊계약금(5천만원)→ 사전결정심의결과 통보서 도착시 지급, ＊1차 중도금(2억 5천만원)→ 이를 2분하여 

사업계획 승인 완료시와 공사착공신고서 접수시 각 1억2천5백만원씩 지급, ＊2차 중도금(40,485,000원)→ 

3차 골조공사 완료시에 지급, ＊최종잔금(1억 5천만원)→ 준공검사 완료 후에 신축한 아파트로 대물변제

- 특    약2) : 

＊신청인이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특약 

제7조). ＊설계비에는 인허가시에 필요한 제 경비(공과금 제외)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의 귀책사

유로 인허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일체의 설계용역비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기타 여하한 비용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신청인은 관․인허가를 책임지고 

득하며, 득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다 음-

그 후 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23,926평으로 줄어들자 설계용역비를 금 454,594,000원으

로, 1차 중도금을 금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하고, 2차 중도금은 금 54,594,000원으로 하기로 당초 계

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1997. 12. 1.까지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

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서 현재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

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6. 3.까지 설계용역에 대한 보수로 금 258,3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1999. 1. 28.자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

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날 그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1999. 2. 10.경 피신

청인과의 설계용역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복제에 의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 용역범위에 관하여는 오승종,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2000. 12.), 제272면.

2)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이준형, “건축설계계약의 중도해소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민사판례연구 제30권(2008), 제1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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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1999. 11. 3.자 99라208 결정)

일반적으로 설계용역계약은 설계도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설

계도서 그 자체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어떤 내용이든 설계도서가 완성된다고 

하여 그 설계업무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업무라는 것은 건축주로부터 부여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작업이고, 그 작업의 과정에서 설계자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

계업무는 건축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 의도를 찾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계업무는 

건축주로서는 설계자의 기능을 신뢰하고, 그 특수한 지식과 재능을 이용하는 것이며, 설계자로서는 건축주의 

목적에 따라 그 재량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어내는 업무로서 이는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소명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

와 목적,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신청인이 건축설계라는 사무처리를 신청인

에게 위임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계속적인 계약으로서 신청인이 설계도서

를 작성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적어도 복제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단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양도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

과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는 소급효가 없어 수임인인 신

청인이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인도한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

니고(더구나 이 사건에서 설계도서는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데, 이는 적어도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복제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수임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수행한 건축설계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청인이 설계도서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

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가사 설계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설계계약의 특성상 설계

도서가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인도되어 건축주가 그에 따라 건축을 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더 이상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재항고 이유의 요지3)

1) 설계용역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일반적으로 설계용역계약 중 설계도서의 작성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으

므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된 것인 한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3) 이 부분 사실관계는 강동세, “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건축설계도서의 양도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34호

(2000 상반기), 제7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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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의 법리오해

일반적으로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것은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그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하고, 가사 그

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에게 양도된 것은 저작재산권일 뿐, 저작인격권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신

청인은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완전한 공표가 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설계계

약이 해제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수차례의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한 이상 공표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공표권에 기하여도 설계

도서의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III.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

1. 건축물과 그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건축물은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도서의 3차원적 복제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어떤 건축물과 그 설

계도서4)는 무체재산법인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작물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하 III., IV.항에서는 건축물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논의를 살펴 건축설계도서의 보호범위를 함께 조망해 본다.

우리 저작권법은 건축물이나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안에 따라 그 구

조물이 건축저작물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대체로 ① 

건축물의 일부(특히 실내외 장식과 조경), ② 교량, 탑과 같은 비 주거용 구조물을 건축저작권의 객체로 포섭시

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외의 논의가 있는데, 대개는 이 문제를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논하면서 같은 평

면상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의는 건축저작물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와, 건축물의 개념외연에 

포섭되는 어떠한 유형물 중 건축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저작권의 객체인 건축물로 취급되는 유형물은, 저작물로 성립한다면 건축저작물의 기능적 저작물

성 때문에 그 보호범위에 있어 순수한 예술적 저작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건축저작권의 객체로서의 건축물

1) 건축관련 법제상 건축물 개념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

4)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다종의 설계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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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형물을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영연방 국가의 건축물개념의 차용

결론적으로, 다양한 건축물 개념의 정의 중에도, 필자는 영연방 국가에서의 저작권법상 건축물 개념 및 그 

해석론이 우리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는데에도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building includes any fixed structure’로 정의하고 있는데6) 여기서 structure는 기둥과 주

벽이 있는 구조물인 building7) 외에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바, 영연방 국가에서는 

위 건축물의 개념을 ‘독창성, 견고함, 고착성, 조형의지와 심미성을 갖춘 3차원적 구조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

다8). 위 개념 중 ‘독창성’과 ‘심미성’ 및 ‘조형의지’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규정된 창

작성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라 본다면, 결국 건축저작물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3차원

적 구조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건

축저작권의 성립가능성을 보다 넓게 열어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

상 결정 사안에 나타난 아파트 역시 위와 같은 건축물 개념에 포섭될 것이다.

3) 논의되는 경우에 따른 검토

(1) 건축물의 일부 : 

건축물의 실내외 장식이나 조경에 대하여는 그 장식부분이 다른 건축부분과는 독자적으로 예술적 저작물

(미술, 영상 혹은 사진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다른 건축부분과 일체되어 하나의 견고하게 고정

된 3차원적 구조물로 보아 건축저작권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건축부분과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물리적 형태와 거래관념에 비추어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하나의 물건(物件)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① 문제되는 장식이나 조경의 대부분이 다른 건축부분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② 분리

된 부분이 거래관념상 독립하여 처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일식당 점포의 실내외 장식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설

계도는 점포의 실내외 장식을 위해 필요한 형상, 치수 등의 사항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도면에 표시한 것이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점포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 것으로서 상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간판의 구

성, 회전초밥식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판, 창외 장식, 내벽 부분

5)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만 정의하고 있다.

6) 영국 저작권법 §4 (2). 미국 저작권법은 §101에서 건축물의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의 건축저작물(an architectural work)을 정의하고 

있지만, 위 영국 저작권법 조항은 건축물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7) 영어로는 “a structure that has a roof and walls, for example a house or a factory” 정도로 정의된다(Collins Cobuild 영영사전 

참조).

8) 윤춘섭, “건축저작물의 속성과 범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2호, 제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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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지, 창내 부분의 블라인드 부분 등의 형태, 색채, 문양 등을 취사선택하고, 취사선택된 각 부분을 적절히 

조합, 배열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을 건축물인 원고 점포의 실내외에 시공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원고 점포와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9)

하였는데, 위 사안은 기존에 완공된 건물에 입점한 업체가 다른 건축사에게 실내외 디자인의 설계 및 그 시공을 

의뢰한 사안으로서, 실내외 디자인에 건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도 기존 건물과는 구별되는 미술저작물로 평

가될 수 있음을 설시한 판시로 보인다. 위 사안은 벽지 등 그 특성상 한번의 시공으로 기존 건물과의 분리가능

성이 사라지는 일부 자재를 제외하고 실내외 장식의 대부분이 분리하여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독립한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2) 비주거용 구조물 : 

이중에서는 특히, 기둥과 주벽을 핵심구조로 하지 않는 교량이나 탑과 같은 구조물을 건축물 개념에 포함

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구조물 역시 지상이나 다른 물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

라면 일응 건축저작권의 객체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국내의 견해도 건축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10) 이와 같은 구조물 중에서도 그 건축의 목적상, 건축저작권의 객체인 건축물로 보

호하여야 할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3. 건축저작권의 성립요건

1) 저작권성립의 일반요건

위와 같은 건축물과 그에 관한 건축설계도서가 건축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창작성

(creativity)이 있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어야 할 것이다. 

2)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논의 : 두가지 관점

(1) 건축물과 건축설계도서가 건축저작물성을 갖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에 관하여는, 창작성의 질적 수준

(예술성이나 미술성 등의 특별한 창작적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과, 하나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요구되는 양적인 범위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관하여 국내에 소개된 견해를 정리해보면, ① 궁전이나 개선문 등 역사적 건축물로 평가될 정도

의 예술성이 있어야 건축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12) ② 예술성이 높은 건축물만이 건축저작

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주택 등도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면 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6 가합 14405 사건.

1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7), 제99면 ; 손흥수,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스티스 통권 48호(2005. 4.), 제247면 ; 윤춘섭, 전게논

문, 제110면.

11) 미국의 금문교나 프랑스의 에펠탑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2)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 범우사(1988), 제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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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13) ③ 건축물이 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예시되어 있는 이상 건축물 

자체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하면서, 건축물의 실용성, 기

술성 등 특유의 성질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되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로서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 저작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

해,14) ④ 일반적인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갖추었다면 건축저작물의 성립을 인정하되, 건

축저작물은 다른 조형저작물에 비하여 그 규모가 커서 일부 개별적인 요소의 차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견해15), ⑤ 다른 건축가의 기존 건

축물과 무관하게 건축가 자신의 정신적 노력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즉, 노동이론적 관점에

서 완전한 의미의 창작성이 아닌 독창성(originality)만 인정되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16)등이 있다.

3) 개인적 견해 

(1)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의 질적 수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여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창작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석상의 문제가 남는 예술성이나 미술성 등의 법정되지 않는 요건을 도

입하여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저작물성의 인정 단계에서는 다른 예술

적 저작물과 마찬가지의 창작성 기준을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창작성이 요구되는 양적 범위  

① 건축물에 창작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부분은 건축물의 외형적인 요소인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건

물의 내부장식과 같은 경우에도 당해 건물 내부의 대부분의 공간에 일관적인 창작적 요소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건축물 전체의 건축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호텔 내부의 장식과 같은 

경우,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내부 전체에 일관적인 미적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자재선택 및 

색상의 배치에 창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건물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형상의 부분품을 사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내장식의 일부는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나, 그 실내장식에 반영된 심미적 기조 자체가 모방되는 경우 실내장식 전체에 대한 저작권

의 보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실내장식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축저작물로 인

정한다면 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또한, 창작성이 건축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하나의 건축물로 

평가되는 물건의 일부에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할만한 창작성이 있으면 일단 그 건축물 전부를 객

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제8판), 육법사(2003), 제521면.

14) 오승종,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2000. 12.), 제262, 263면.

15) 이준형, 전게논문, 제195면.

16) 육소영,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계간 저작권 제80호(2007. 12.), 제67,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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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하여 건축저작물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분양(판매)를 목적

으로 건축하는 건축물(특히, 아파트의 경우)은 그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 외관만으로 어떤 회사의 건축

물임을 알 수 있게 독특한 문양이나 장식을 첨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양, 장식은 전체적으

로 최근까지 논의되는 Trade dress17)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상표로

서의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많은 부분 상표법의 보

호영역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역시 위와 같은 문양이나 장식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축

저작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이와 같이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을 특별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④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찬동한다.

이에 대하여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의 범위의 확

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 두가지 판단의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를 구분하여 경계짓기 보다 사

실상 창작성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의하여 창작성의 유무 및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

는 것이 실무적으로 판단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견해18)가 있는바, 사안에 따라서는 경청할 

점이 있는 견해이나, 일률적으로 창작성의 수준을 높여서 건축저작권의 성립자체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구체적

인 분쟁에서 건축저작물의 목적과 그에 따른 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더욱 적합한 판단방법이 될 것

으로 본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19) 역시 “(기능적 저작물인 도형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기술 구

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문제된 설계도에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의 과정을 볼 때, 창작성의 

수준을 높여서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한꺼번에 판단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여도 창작성의 유무와 보호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판단과정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아니한다. 

17) 이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크기, 모양, 색채, 색채의 결합, 구성(texture), 도해(graphics),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sales 

techniques) 등과 같은 특징(feature)’ 또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이라고 정의된다고 한다[John H. Harland Co. v. 

Clarke Checks Inc., 711 F.2d 966, 980(11th Cir. 1983), 김형헌, “미국 지적재산권 Trade Dress 개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총 제18집(2007. 8.)에서 재인용].

18) 손흥수, 전게논문, 제267면. 위 견해는 이 창작성의 수준을 높여 지하철통신설비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이 이러한 관점에 서있다고 본다.

1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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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쟁송에서의 보호범위

1. 연구의 대상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창작의 목적이 순수하게 예술적인 데에 있지 않고 당해 건축물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하 위와 같은 건축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침해쟁송20)에서 건축저작물의 보

호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여 본다. 

2. 건축저작물의 기능적 저작물성과 합체의 원칙

1) 기능적 저작물

기능적 저작물은 문학․예술적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예적 저작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술성보다

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기능적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종 서식, 규칙집, 

설계도 등이 있다고 한다.21) 건축저작물(건축물 및 설계도서) 역시 기능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다. 기능적저작

물과 문예적 저작물의 구별실익은, 기능적저작물은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용

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정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에서 보는 합체의 원칙의 적용 결과 저작물로 보

호받는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2) 합체의 원칙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은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저작물의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체가 되어 저작자에게 

그 표현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적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에 합체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22)가 있으며, 대법원 역시 창작성 유무의 판단기준으

로 합체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판시23)를 한 바 있다.

3) 건축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합체의 원칙 적용기준에 대한 제안 : 표준적 설계요소

저작물에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는 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분쟁의 핵심은 저작물에 표현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어

떤 구체적인 기준을 통하여 만인의 공유로 남겨야 할 아이디어의 영역을 확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건축

저작물의 경우 그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 외관상 창작성이 강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등이 저작권의 보호범위

20) 소송 및 가처분신청사건 등 법률적 분쟁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1) 오승종, 전게서, 제136~137면.

22) 이준형, 전게논문, 제193~194면 ; 오승종, 전게논문, 제262면 ; 합체의 원칙 적용을 긍정하되 합체의 원칙의 내용이 모호하여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로, 육소영, 전게논문, 제66면.

23)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및 지도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 다 5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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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나, 이러한 기준 역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개념의 해석

문제를 남기게 된다. 이에 필자는 건축설계도서를 중심으로 하여 합체의 원칙의 적용기준에 대한 하나의 제안

을 하고자 한다. 

아래의 건축설계도서를 비교하여 보자. 

 

[그림 1, 2] 현재 우리나라에 건축되어 있는 같은 평형(105.79㎡) 아파트 개별세대 평면도24)

위 설계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 다른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의 개별세대 평면도이다. 전용면적에

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도 구분 공간의 개수와 배치에서 유사한 점

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표준적 설계요소의 추출

그 유사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 두가지 평면도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즉, ‘거주자의 동선 축소, 채

광과 통풍의 용이성, 각 방실의 안락함, dead space의 최소화, 수납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한 1개 세대 내 각 방

실의 배치’라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그 공간을 

둘러싼 형태로 정사각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실을 배치한 후, 채광이 좋은 벽면에 베란다와 커다란 창호를 

배치’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위 두가지 설계도를 놓고 추론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

단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 모두 게재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비슷한 형태의 평

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4) 웹 사이트 ‘다음’의 부동산 검색(http://realestate.daum.net/ ; 최종 방문일 2010. 9.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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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중에는, 아파트평면도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

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

부욕실 배치와 더불어 계획한 점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설계상의 특징들은...(중략)...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으로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

로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25)한 것이 있다. 

이렇듯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설계상의 아이디어를 ‘표준적 설계요소’라 총칭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표준적 설계요소로 보이는 표현은 그 세부적인 부분을 다소 개변하여 그 개변에 창작적인 요소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합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의 밖에 있는 아이디어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위 하급심 판례 역시 이와 유사한 논증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위 판결은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이라는 요소가 어떠한 이유로 기능적 요소

로서 저작권의 보호 밖에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기능적 요소라는 사

실을 경험칙이나 공지의 사실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와 같은 논증과정이 물론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내부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

한 공간의 배치를 한다고 하여도 거래계의 표준적 설계요소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설계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요소가 기능적 요소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표준

적 설계요소로서 이미 거래계에 통용되고 있음을 설시하였다면 더욱 명쾌한 논증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저작권법은 제101조에서 건축저작물을 정의하면서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 

내의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복합을 포함하나, 개개의 표준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6)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위 조항의 ‘개개의 표준적인 속성’은 바로 하나의 건축저작물 중 합체의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방, 문, 창문, 지붕, 선 등이 ‘표준적인 속성

(standard features)’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표준적 속성들을 특별히 선택하거나 배열 

또는 조합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27)

25) 서울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4라312 결정.

26) ‘An “architectural work” is the design of a building as embodi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ncluding a 

building, architectural plans, or drawings. The work includes the overall form as well as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spaces and elements in the design, but does not include individual standard features.’

27) Robert A. Gorman, Jane C. Ginsburg, Copyright(6th ed.), Foundation Press(2002), 제203, 231면(손흥수, 전게논문, 제253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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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28)에 따르면, 1985년 서울시에 지어진 편복도식29) 아파트 48개의 단위평면(개별세대 평면)을 

분석한 결과, 주생활의 대부분이 거실과 주침실(복수의 침실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침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일

조가 유리한 측면을 전면이라 할 때 모두 거실과 주침실이 전면과 맞닿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평

형에 관계없이 거실과 주침실이 전체 전용면적 중 40~5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며, 식당 역시 전체 전용면적

의 14% 내외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적어도 아파트의 개별세대 평면의 구성

과 관련하여서는 표준적 설계요소가 거래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3) 표준적 설계요소 존재의 입증방법 

건축설계도서 중 어느 부분이 표준적 설계요소가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동종 설계도 표본을 

입수하여 비교, 대조하면서 표준적 설계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매번의 분쟁마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개념이 현실적 분쟁해결의 도구가 되

기 위하여는 좀 더 용이한 입증의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필자는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의 표준적 설계도서’가 있다면 어떤 설계도서에 표준적 

설계요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더욱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① 공신력있는 기관

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계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설계도서가 존재하고, ② 그 설계도서가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

제되는 설계도서와 동종의 건축물에 대한 같은 형태30)의 설계도서라면, 표준적 설계도서와 동일하거나 유사성

이 있는 표현방식은 ‘표준적 설계요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구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는 지

난 1983년부터 이미 ‘건축설계도면분류 체계화 및 표준상세도집의 작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다세대주택 

표준설계도 작성 연구(1983)’,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연구(1996)’,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표준설

계에 관한 연구(1993)’, ‘토목표준설계도집에 관한 연구(2005)’ 등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건축유형별로 그 기능

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집을 작성한 바 있다.

28) 강남홍, 김진균, 이광노, “단위공간의 표준화에 의한 아파트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 거실, 침실공간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

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7권 제2호(1987), 제153~156면. 

29) 현재는 대개 재건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개별 세대로 긴 복도를 통하여 진입하는 형태의 아파트를 말한다. 복도의 한쪽 

편에만 세대 입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편복도식이라 칭하는 듯 하다.

30) 예컨대, ‘아파트’의 ‘개별 세대 평면도’, ‘주상복합건물’의 ‘횡단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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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83년에 그려진 다세대주택의 개별세대 표준 평면도 예시(80㎡형)31)

[그림 5] 2010년에 그려진 아파트 설계도 현상공모작 중 개별세대 평면도(80㎡형)32)

위 그림 3, 4를 비교하여 보면, 3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려진 설계도 사이에서도 충분히 표준적 

설계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그림 3과 같은 표준설계도가 실제 건설현장에 활용되는 경

31)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다세대주택 표준설계도 작성 연구”(1983), 제69면.

32) 서울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현상공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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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 현상공모를 통하여 아파트 등의 기본설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여전히 합체의 원칙 판

단기준으로서의 의의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4) 표준적 설계요소와 저작권의 보호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체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이 표준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저작물인 설계

도서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33)가 아니라면 저

작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과 

같이 많은 부분이 표준적인 요소로 구성된 설계도의 저작물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설계도를 거의 복사한 정

도로 세세한 부분의 표현까지 모방한 경우라 하여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4)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법적 규율

(1) 문제의 소재

미국은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이를 건축저작물로, 일본은 저작권법 제10조에서 이를 도형저작물로, 영국

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이를 미술저작물의 일종인 도형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4) 이와 같이 

건축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볼 것인지 도형저작물 혹은 미술저작물로 볼 것인지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일관

된 결론을 얻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건축저작물의 특성

을 올바로 반영하는 해석이 될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는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고, 제8호는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결국 건축설계도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저작물에 포함됨과 동시에 같은 항 제8호의 도

형저작물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중에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것은 사족이라는 견

해,35)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을 건축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과 건축저작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36) 건축설계도서는 건축물의 또 다른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제5호의 건축저

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8)가 대립하고 있다. 

33) 각주24)의 서울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4라312 결정은 ‘..그 표현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침해가 인정되

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34) 윤춘섭, 전게논문, 제108면.

35) 송영식, 전게서, 제433면.

36) 허희성, 전게서 제48면 ; 오승종, 전게서, 제101면 ; 윤경, 저작권법, 육법사(2005), 제141면.

37) 이준형, 전게논문, 173면.

38) 이 견해는 무체재산법(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다만 그 실현 내지 표현방식(구체적 표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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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견해

앞서 살핀바와 같이 건축설계도의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당해 설계도가 저작물로서 보

호받는 범위는 그 설계대상 건축물의 설계목적과, 그 설계도에서 표준적 설계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은 상대적으로 기능적 저작물성이 강한 여타 설계도와 달리, 사안에 따라 

예술적 저작물성이 강한 경우가 충분히 예상되는 건축설계도서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축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3. 연구대상 결정의 검토

아래 그림은 연구대상 사안에 나타난 아파트의 외관 사진과, 개별세대 평면도이다.

   

[그림 5, 6] 속초 교동 대명***아파트의 외관사진 및 개별세대 평면도 (105.79㎡형)39)

위 그림 6을 그림 1, 2와 비교하여 볼 때 역시 설계도의 대부분이 표준적인 설계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에 나타난 아파트의 외관을 볼 때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줄 만한 창작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 연구대상 결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위 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 견해로

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단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면, 2차원적 설계도를 그대로 3차원으로 복제하는 건축과정 자체는 저작권자

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아래에서 볼 설계용역계약의 중도해소에 

관한 쟁점들을 논하기로 한다.

추상적 표현이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건축설계도서와 건축물의 일체성명제라고 한다.

39) 그림 5는 웹 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검색(http://land.naver.com/ 최종방문일 2010. 9. 1.), 그림 6은 웹 사이트 ‘다음’의 부동산 검

색(http://realestate.daum.net/ 최종방문일 2010. 9. 1.)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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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별

1. 연구대상 결정의 쟁점

이상의 논의와 같이, 연구대상 결정의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설계용역계

약의 특약 제7조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위 설계용역계약이 해소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45조와 제42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의 형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특약을 설계도의 이용허락계약으로 볼 것인지, 저작재산권 자체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내에서의 논의

이와 관련한 문헌을 보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106조와 제107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석하되, 저작권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계약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

여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며, 미국 저작권계약 해석상의 추정의 

법리 및 정황증거의 활용의 방법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40)가 있으며, 

② 저작권계약에 있어서는 거래관행이 저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에, 그

러한 경우는 거래관행보다는 계약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를 검토하고 검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이 당사자 사이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나머지 저작

권은 저작자에게 잔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41)가 있다. 

3. 개인적 의견 

어떠한 계약 문언이 문언자체로는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마저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의 동기, 사실인 관습(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의 해석기준을 통하여 그 불명확한 법률행위의 

틈을 보충하는 것이 민법상 계약해석의 일반론일 것이다. 그러나 설계용역계약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대형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 사이에 저작물인 설계도서의 이용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거래관행이 설

계도서의 저작권자인 건축사 측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거래계의 관행

이 저작권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거래관행보다, 저작권자가 평균적 거래당사자

라면 어떤 법률효과를 목적하고 있었을지(거래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계약 당시의 다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에서 소개한 견해들은 모두 올바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40) 이성호, “저작물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1997. 9.), 제73~77면.

위 견해에서의 정황증거로는 ①거래관행과 용례(usage), ②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던, 당사자의 계약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

위에 관한 지식, ③계약체결 후 분쟁발생시까지 당사자가 취한 행동 등이 예시되고 있다. 

41) 윤 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계간 저작권 69호, 제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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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관행의 존재는 공지의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상 저작권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연구대상 결정의 검토

사안의 경우는 ‘신청인이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피신청인에게 귀

속’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위 약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동산으로서의 건축설계도의 소유

권 및 이에 준하는 설계도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체재산권인 설계도의 저작재산권을 동산으로서의 설계도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

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평균적 거래당사자인 저작권자의 위 특약 체결당시의 가정적 의사는 무엇인지를 

계약당시의 정황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여 본다.

만일 저작재산권이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다른 유사한 형태를 갖춘 대지

에 신청인이 작성한 설계도를 이용하여 다시 아파트를 건축(복제)하거나, 위 설계도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

위에서 개변하여 다른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언제나 허용하게 되

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거래의 실제상, 만일 어떤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

가 유사한 형태의 대지에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동종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보통 기 건축된 아파트의 

설계자와 사이에 더 저렴한 가액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한다.42) 이와 같은 거래관

행이 저작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거래관행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약 

제7조와 같은 계약조항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약당시의 의사는 ‘계약내용으로 명시된 건축물을 완공하는 범위

에 한정하여 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조항은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VI. 건축설계용역계약의 중도해소43)와 저작재산권의 귀속(재항고 이유 1)

1. 연구대상 결정의 쟁점

이상과 같이 이 사안의 설계용역계약으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권리가 설계용역계약이 해소로 인하여 다시 설계자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가 문제된다. 국내외의 논의를 보면, 설계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 저작재산권(혹은 저작물 이용권)의 

귀속 문제를,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질에 따라 해당 민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는 견해와 일본과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용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해소에 따른 건축주와 설계자간 이해조정을 도모하는 

42) 익명을 요구한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 2곳에 질의한 결과 유사한 답변을 얻게 되었다.

43) 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등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사후에 소멸하는 사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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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본다.

2. 대법원 결정 요지

대법원은 연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설계도

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였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

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

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

권)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설계용역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질론과 계약해소에 따른 저작권의 귀속문제 사이에 논리필연적 연관은 없다는 입장인 것

으로 보인다. 

3.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질론을 전제로 한 해결을 모색하는 견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질을 도급으로 보면 해제의 소급효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저

작재산권이 복귀되고, 위임으로 보면 해지가 소급효를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피신청인에게 유보

된다는 전제에서 변론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심법원도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질을 위임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임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복제권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러한 입장에 서 있는 듯하다. 원심법원은 가정적인 판단으로, 도급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하고 있으나 이

는 도급으로 보는 경우 해제권이 제한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약해소의 소급효 유무와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각 달라질 수 있다

는 전제 하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심 결정에서 지적한 설계용역계약의 위임으로서의 성격은 위임의 특징이 아니라 정신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도급(Geistwerkvertrag)’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도서의 중도해소의 경우 도

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설계용역계약의 수급인인 설계자는 자신의 설계가 조

만간 실현(건축)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으로 보아 

계약 해소 당시의 건축물의 상태와 계약 해소에 대한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44)

44) 이준형, 전게논문, 제209~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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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권 유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

이용권을 소개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용권은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인도받은 건축설계도서에 따라 최초

의 완공 후에도 2회 이상 건축을 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45) 이에 따르면, 복제

권과는 다른 이용권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느 건축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설계도서에 의하여 다른 건축을 행하는 것은 건축설계도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저

작물자체의 복제라고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1) 이용권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

일본의 日向野弘毅 교수는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2회 이상 건축을 행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묵시

적으로 그와 같은 전제 하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설계감리계

약에 기초하여 인도를 받은 건축설계도에 따라서 한 번만 건축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46) 

2) 이용권에 관한 독일의 해석론

독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도 및 건축물에 관한 저

작권이 건축주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은, 건축가의 설계도에 관한 이용권

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그와 동시에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해소된 경우에 일단 건축주에게 부여된 설계도의 이용권

의 귀속에 관하여는 약간의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일단 건축주에게 부여된 이용권은 계약관계가 해소되

어도 그대로 건축주에게 남아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설계용역계약의 해지는 이용권과 관련하여서는 소급효

가 없고, 청산의 문제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이용권이 건축주에

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부여한다는 견해도 있다.47)

3) 이용권 유보론 관점에서의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가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모든 경우에 건축주에게의 이용권이 유보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 요건 즉, ① 설계용역계약이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 ②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

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부분이 지급되었을 것, ③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

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될 것이

라는 요건 하에서만 이용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용권의 근거를 신의성실

의 원칙에서 찾는 독일의 해석론과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8) 

45) 오승종, 전게서, 제113면.

46) 日向野弘毅, 건축가의 저작권, 成文堂(1997), 제13면(오승종, 전게논문, 제270면에서 재인용).

47) 오승종, 전게논문, 제270~271면.

48) 오승종, 전게논문, 제272~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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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 견해

1) 설계용역계약과 저작권이용약정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범위49)를 살펴보면 도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50)과 위임으로 볼 수 있는 부

분51)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약의 성질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의 귀속문제는 설계용역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의 계약내용 중 저작물 이용약정52)의 해소에 

따른 후속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설계용역계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각각 

다르다면, 설령 문언상 ‘특약’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조항과 법률적인 취급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53) 앞서 본 대법원 결정례 역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계약’이

라 설시하여 위와 같은 논증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의무의 해석와 관련하여서도, 도급계약의 효과 자

체로 완성물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도급인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주체가 누

구인가에 관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관점에서, 설계용역계약 중 설계도서를 완성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용역을 대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약정으로부터 설계도서자체의 소유권 귀속은 물론 설계도서

의 저작권 내지 이용권의 귀속에 관한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도급이나 위임약정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완성된 설계도서를 일정한 범위에서 건축주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그 저작물 이용약정의 해소에 따른 권리의 귀

속관계에 민법상 도급 및 위임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평한 문제해

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용권 개념의 정리

대법원이 설시한 이용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지가 문제다. 이를 독일의 이용권 유보론으로 설명하는 

견해에 의하면 건축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최초로 건축을 시공하는 것이 복제권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도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용권의 내용이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설계도면으로 최초 시공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용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또한, 건축설계도에 의한 1회의 건축이 건축설계도의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건축설계도에 의한 2회 이상의 건축 역시 건축설계도의 복제라고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49) ①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작성, ②시공도면 작성 및 설계변경도서 작성, ③계산서 작성, ④위 사항에 있어서의 건축, 기계, 전기, 

조명 등 각종 부대시설 포함,  ⑤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준공 완료시까지의 대관청 대리업무 이행(건축, 건축구조, 조경, 기계, 전기 

등), ⑥조감도 등.

50) ①, ②, ⑥의 경우가 그러하다.

51) ⑤의 경우가 그러하다.

52) 사안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도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3) 이와 같은 약정은,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보증금지급시기의 특약과 같은, 하나의 계약의 본체적 내용 중 일부를 특별히 정하는 특약과

는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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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시공’이 최초의 시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론으로 굳이 권리의 성질이 모호한, 즉, 채권인

지 저작재산권에 준하는 권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이용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

서 대법원이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설시한 것은, 국외에서 논의되는 이용권 개념을 도입한 것

이라기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특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물을 완공할 때

까지의 설계도서를 이용할 채권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6. 연구대상결정의 검토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양도계약 혹은 저작물 이용계약의 해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안에서 건축주에게 부여된 이용권이 그 설계도 이용약정의 해소에 따라 건축

주에게 복귀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미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어 놓은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위 대법원 결정은 ‘건축공사도중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54)의 논리를 변형하여 차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계

자와 건축주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관점 및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 해소55)되는 경우의 특수성을 두루 고려하

여 그 소급효를 제한한 점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문제된 설계도에 따라 이미 완공된 골조 부분은 건축저작물의 기능적 사상이 표현된 것으로서 합체

의 원칙 적용 결과 저작권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이미 완공된 부분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설계자의 복제권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 저작물 이용계약 해제의 소급효 인정여부와 관계 없이 공사가 중

단되거나 이미 완성된 건물부분이 철거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논리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까지 표현되면 분쟁

이 재발할 여지가 있는바, 결국 대법원 결정과 같이 계약해소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건축주에게 이용권이 잔존

54)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의 효

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

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

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

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55) 사안에서 계약해소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상 계약해제가 될 수도 있고, 사안의 경우 해제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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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의 재량이 많은 불확정적 개념으로 계약해소의 소급효를 제한한다면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체

결한 계약이 중도해소되는 경우의 결과를 법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해소의 근거를 계속

적 계약의 해지(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합의해지)로 이론구성하여 계약해소의 소급효가 문제되지 않는 한, 입법

론으로는 저작권법에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저작물이용약정 해제의 소급효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해석론을 인정할 경우 건축가의 보수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가의 희생 아래 건축주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견해56)가 있다.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가 이미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점에서 수긍이 가는 견해이나, 

건축설계자의 보수청구권 확보는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57) 중 “설계비가 상당부분 지급될 것”이라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사중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설계자가 지급 받지 못한 설계비

의 총액을 형량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역시 사안에 따라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VII. 설계용역계약 해소와 공표동의 철회 가부(재항고 이유 2)

1. 연구대상 결정의 쟁점

위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

청인에게 건축을 통한 설계도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58)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건축의 완공시까지 

설계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표의 동의를 신청인이 

철회할 수 있다면 그 공표권에 기하여 건축을 중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

이 (추정된) 공표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공표권의 내용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오승종, 전게논문, 제273면.

57) ①설계용역계약의 가분성, ②설계도서의 교부 및 설계비 상당부분의 지급, ③건축공사의 상당정도 진척, ④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 

우려, ⑤완성부분이 건축주의 이익이 될 것.

58)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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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미공표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물론, 공표의 시기

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59) 또한, 표권은 본질상 최초의 공표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60)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만 문제된다 하겠다.61) 

3. 공표완료의 시기

이 사건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점은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건축저작권이 공표 완료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이다. 공표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공표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공에 착수하여 누구라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62) 이 사건의 경우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중이라면 이미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63)

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부분인 골조공사만이 진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부분이 표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아직 공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다만, 공사현장에 조감도나 건물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는 등 이를 통해 건물의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부

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간 경우에만 공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공표동의의 철회 가부

아직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공표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연구대상 

결정의 또 다른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표동의

가 있거나 또는 공표동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동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지위를 안정시키려는 저작권법 제11조 제2, 3항의 취

지가 몰각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견해,64) ② 본 건에 신청인인 건축가가 공표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용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해석은 부득이 하다는 견해,65) ③ 공표와 공표권 행사를 구별

하는 전제에서, ‘공표 동의’는 공표권을 행사한 것이며, 공표권의 행사는 일종의 사실행위로서 철회라는 개념을 

59) 오승종, 전게서, 제358면.

60) 이준형, 전게논문, 제204면.

61) 오승종, 전게서, 제360면.

62) 이준형, 전게논문, 제205면.

63) 이준형, 전게논문, 제206면.

64) 강동세, 전게논문, 제804면 ; 윤 경, 전게서, 제386면.

65) 오승종, 전게논문, 제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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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66)가 있다. 그러나 ④ 정당한 이용허락을 전제로 한 공표에 대한 동의를 당사자 간의 계

약이 해소된 후에도 인정하는 것은 명문의 법규정과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해석론에 반대하는 견해

도 있다.67) 

생각건대, 저작권법 제11조 제2, 3항은 저작재산권 양수인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자의 권리 

행사가, 원저작자의 공표권을 근거로 부당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표동의 철회의 문제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혹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궤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에서도 피신청인에게 건물 완공시까지 설계도의 이용권이 유보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이용권이 신청인의 공표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공표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를 동의’한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라 할 것인바, 이미 상대방에게 그 동의의 의사가 도달하여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는 더 

이상 동의 철회68)의 문제가 아닌 동의 취소의 문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취

소는 법에 취소권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공표의 동

의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새기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사안에서도 이미 신청인이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가 공표 동의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표 동의를 취

소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II. 글을 마치며

이상과 같이 건축저작물의 보호범위 및 설계용역계약 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여 노력하였다. 본고를 마치며 아쉬웠던 점은, 건축저작물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의 외관에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그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지면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제안한 표준적 설계요소가 건축물의 외관에 대하여 합체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66) 이준형, 전게논문, 제204~205면.

67) 육소영, 전게논문, 제77~78면.

68) 법률행위의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지원림, 민법강의(제8판), 홍문사, 제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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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점에서 본 e스포츠 활성화 방안
- 게이머, e스포츠주최자, 게임저작권자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 장려상�허서윤, 류정선(고려대학교)

Ⅰ.서론

1. e스포츠의 발전과 위상

2010년 여름 용산의 어느 e스포츠 경기장. 관중석은 프로게이머 A와 B의 팬들로 가득 찼다. 해설자의 긴

박감 넘치는 중계 속에 두 명의 게이머는 마우스를 쥔 손을 쉴새없이 움직인다. A는 드랍쉽에 골리앗을 싣고 

다니면서 B의 남은 캐리어 1기도 파괴하는데 성공한다. B의 GG선언. 역전에 흥분한 해설자의 마무리와 팬들의 

환호와 아쉬움과 뒤로 한 채 35분의 경기는 끝이 난다. 

e스포츠 경기장의 모습이다. e스포츠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 사이에서 신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고1), 그 시장규모는 2005년에는 395억원, 2007년 774억원 정도의 규모로 그 성장추이는 연평균 28.6%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전자오락으로만 취급되던 컴퓨터 게임은 이제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정신적’ 

운동경기로서의 ‘e스포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90년대에 초 ․ 중 ․ 고생들이 슈퍼마리오 잘 한다는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게이머가 동시에 

동일한 경기규칙을 따르며 경쟁하는 e스포츠는 20세기에는 상상조차 못했을 디지털시대의 엔터테인먼트이다.

2. 문제제기 

최근 2010년 9월 1일,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국내 e

스포츠 및 방송 독점 사업권을 가진 그래텍의 4차 협상2)이  결렬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3) 협상이 이렇게 

1) 국내 e스포츠의 인구는 약 1,800명이며, 청소년들의 90%가 놀이문화로서 e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박병일, “e스포츠의 가치와 스포츠로서 

e스포츠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6호, 102면. 또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인터넷이용자 3,412만명 중에 게

임목적이용자가 1,894만명으로 인터넷이용자 중 55.50%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홈페이지http://www.e-sports.or.kr/ 

(2010.9.1방문)

2)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였으나 “NDA에 걸려있어서 답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대신 

Kai, “KeSPA will eventually negotiate with Gretech” 2010.6.10 "Blizzard requested: ①fees for each game league; ②certain 

percentage (that is more than usual) of sponsorship, advertisement income and entrance fees; ③KeSPA shall get a 

permission for each sponorship contract, selection of broadcasting and marketing plan; ④and Blizzard will have the rights 

in the derivative works made in the course of game league broadcasting." http://iplawyer.wordpress.com/ (2010.9.1자 방문)

3) 심현, “한국e스포츠협회, 그래텍 프로리그 승인 거절했다”, 2010.9.1자 포모스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10296&db=issue (2010.9.1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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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e스포츠의 주체 즉 게임저작권자, 게이머와 e스포츠주최자간의 권리관

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문제로서, 관련주체의 권리관계의 정립

은 e스포츠 종주국4)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학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e스포츠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게임저작물’과 ‘e스포츠방송’의 관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의 연구들은 실제 분쟁의 당사자인 블리자드와 KeSPA간의 법률관계에 집중한 경

향이 있으며, 게이머를 e스포츠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려는 논의는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제 아까의 e스포츠경기장으로 돌아가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드랍쉽’, ‘골리앗’, ‘캐리어’... 이 유닛들

은 분명 블리자드가 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5)은 블리자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

는가. 프로게이머들은 e스포츠 구단에 소속되어 전문 코치들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밤낮으로 새로운 전략을 짠

다. 또 실제 경기에서 수백 APM6)에 이르는 컨트롤로 예술에 가까운 플레이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게이머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그것들을 따지기에 앞서 오늘 게임의 이 ‘영상’은 저작권법상으

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3. 논문의 구조

이 논문에서는 게임저작권자와 게이머, e스포츠주최자의 권리관계를 정립해 보려고 한다. 특히 여태껏 다른 

주체보다 경시되었던 게이머의 e스포츠에서의 기여7)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프로게이머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e스포츠구단 또는 e스포츠주최자에 양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게이머의 저작

권에 대한 정리는 적어도 계약의 공정성 확보나 불필요한 법적분쟁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e스포츠방송의 창작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플레이영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플레이영상의 저작물성 

및 그에 대한 권리귀속을 검토하고, 그를 둘러싼 게임저작권자, 게이머, e스포츠주최자의 권리를 정리해 본다

(II). 다음으로 ‘e스포츠방송’을 둘러싼 현행법상의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행법상 

제도의 활용 및 입법론을 검토한다(III). 마지막으로 필자들이 제안한 권리관계가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어

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전망해보겠다(IV).  

4) 조학동, “한국이 선도하는 신세대문화, e스포츠”, 2007. 1. 8 자 게임동아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20975 (2010.9.3 방문)

5) ‘영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Ⅱ. 1. 가.에서 설명하겠다. 

6) Action Per Minute(분당 명령 횟수)

7) 송성록교수는 e스포츠의 1차적 참여자를 프로게이머, 2차적 참여자를 하드웨이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방송단체, 3차 참여자를 일반참여

자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인 ‘길드(guild)’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성록, “e스포츠와 스포츠의 비교를 통한 e스포츠 발전방안”, e스포츠발

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2008.1.1),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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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게임플레이영상’을 둘러싼 권리관계

1. ‘게임플레이영상’개념의 도입

e스포츠방송은 게임프로그램의 제작사, 프로게이머, e스포츠구단, e스포츠주최자, 카메라맨, 해설자, 방

송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창작성을 부가하여 만들어지는 저작물이다. 게임프로그램으로부터 e스포츠방송

에 이르는 창작과정과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주체들의 기여를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3차적저작물)8)

e스포츠방송

방송사

[해설-편집으로 

창작성 부가]

↑(이용허락)

(2차적저작물)

플레이영상★

프로게이머 [플레이를 

통해 창작성 부가]

<-(고용계약)->

-(이용허락)->

e스포츠 

구단

<-(상하관계)->

-(이용허락)->
e스포츠주최자

↑(이용허락

관련분쟁)

(원저작물)

게임저작물

게임제작사

[원저작물 개발-제공]

[표 Ⅱ-1]

지금까지의 e스포츠에 관한 논의는 ‘게임저작물’과 ‘e스포츠방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9)10) 

즉 현재 학계의 논문은 ‘e스포츠방송’이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e스포츠방송’이 ‘게임저작

물’의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가 주로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게임저작물로부터 e스포츠방송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또 하나의 창작물 즉 

‘플레이영상’(표에서 ★로 표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플레이영상이란 ‘특별한 카메라기술 없이 게이머의 

게임플레이를 고정시킨 영상 그 자체’로 정의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플레이영상’의 개념의 도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게임플레이영상’의 개념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rare화면은 이로부터 바로 수익이 발

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콘텐츠물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11)고 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실

제 분쟁의 당사자인 블리자드와 KeSPA간의 법률관계에 집중하기 위하여 게임플레이영상을 별도로 다루지 않

8) ‘3차적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저작물의 단계적인 창작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9) 남형두교수는 e스포츠선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①게임저작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②방송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를 나누어 설

명하고 있다. 논문에서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된 저작물을 

게임저작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형두,이일호,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28호, 210-211면,

10) 오승종교수도 그의 논문에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함으로써 플레이

영상을 생략하고 바로 e스포츠방송의 2차적저작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남형두 교수와 같이 제28조나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사

유를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게임저작물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승종,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고찰 -e스포츠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70면

11) 2010.8.11.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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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①저작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창작의 장려이지 경제적 이익의 보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업적가치

에 의해 저작물성 판단이 좌우된다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고12) ②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게이머의 플레이영

상은 해설자의 해설이나 방송사의 편집 등이 부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13) 

③플레이영상을 독립된 저작물로 본다면 게이머들의 지위를 단순한 실연자가 아닌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④또한 스크린 샷(screen shot)14)과 e스포츠 경기 관중의 영상 도촬 등 다른 저작권법적 문제

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e스포츠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그 창작과정의 중간단계인 ‘게임플레이영상’의 저작

물성 및 그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저작물성

가. 우연 창작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② (외부적) 표현으로서 ③ 창작성이 있을 것을 

들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게임플레이영상은 ②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그것이 ①과 ③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가나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완전

한 지배력(control)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게이머는 e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련의 키보드 ‧ 마우스 

조작과정에서 우연히 게임플레이영상을 만들어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연성 있는 창작물(이하, ‘우연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스포츠와 바둑기보는 아

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e스포츠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게

임플레이영상의 저작물성을 검토해 본다.

스포츠 바둑 e스포츠 비고

스포츠(중계)방송 바둑(중계)방송 e스포츠방송 카메라기술, 해설, 편집 등의 부가

스포츠퍼포먼스영상 바둑기보 게임플레이영상

카메라기술 등을 배제한 영상으로의 단순 

고정

(보호되는 장면의 특정)

스포츠선수의 스포츠퍼포먼스

(player's performance)
바둑기사의 대국

게이머의 게임플레이 

(gameplay)

동작 내지 플레이 자체의 창작성 부가

(우연적 요소 포함)

스포츠선수의 신체 및 스포츠 자체
바둑판, 바둑알 및 

바둑규칙

게임프로그램

(유닛, 건물, 맵 등)
창작의 소재 및 규칙 제공

[표 II-2] 스포츠, 바둑과 e스포츠의 비교

 

12) Baltimore Orioles v. Major League Players Association 판결에 대한 Nimmer의 비판도 이 내용과 같다. W. Joss Nichols, 

"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 winter 2007, 9면

13) 아마추어게이머의 플레이와 프로게이머의 플레이는 ①투입되는 노력의 정도, ②전략의 창작성 ③그리고 플레이가 승리 이외에 오락성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14) “스크린샷(screenshot)”이란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은 출력 그림을 말한다. “화면 캡처” 또는 줄여서 “스샷”이라고도 불리

며 대한민국 고유어로 갈무리라고도 한다. 대개 컴퓨터 장치에서 실행하고 있는 운영 체제나 소프트웨어로 화면을 포착해 저장한 디지털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진기나 컴퓨터 영상 출력 장치를 통해 캡처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에서 “스크린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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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퍼포먼스

스포츠선수의 퍼포먼스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15)16) 스포츠경기는 단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승패를 가르는 경쟁을 하는 것이며, 결과예측이나 반복재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

이다. 또한, 스포츠퍼포먼스 자체를 보호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그 동작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

하기도 한다.17) 다만 이 견해도 스포츠경기에 카메라기술‧해설‧편집 등이 부가된 스포츠중계방송은 촬영자‧영상

물제작자 등의 개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본다.18)

한편, Baltimore Orioles, Inc.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사건19)에서 미국 제7순회구 연

방항소법원은, 스포츠중계방송과 그 기초가 되는 퍼포먼스(underlying performances)는 모두 저작물성이 있는

데 후자는 퍼포먼스의 중대한 상업적 가치(great commercial value) 때문이라고 하면서, 스포츠퍼포먼스에 저

작권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방론(dictum)에서 제시하였다. 다만 이 미국판결은 

미국에서 주류적인 견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20)21) 그것이 영상에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스포츠퍼포먼스 자체

의 저작물성을 쉽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다. 바둑기보

바둑의 기보(棋譜)는 바둑경기 내지 대국(對局)의 순차적 기록으로서, 바둑경기 자체는 아니지만 특별한 

카메라기술 등이 없이 대국을 단순히 종이 등에 고정시킨 것이다. 2007년에는 바둑기보를 저작물의 예시 조항

에 명시하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이 발의된 바 있으며,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23)

기보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① 바둑기보에는 기사의 기풍이나 철학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이라 볼 수 있고, ②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저작자의 

고유한 개성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함을 주장한다.24)

반면,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① 바둑알의 위치선정은 각 기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인 것이며 대국 상대방에 따라 그 표현이 수시

로 바뀔 수 있는 우연적인 산물이고, ② 기사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

15)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통권 제13호, 2007. 11), 202-204면

16) 이봉림,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비교사법 제16권 4호 (통권47호), 458-461면.

17)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 2.09 (2005)

18) 신립,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2권 4호 205면 ;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통권 제13호, 2007. 11), 202-204면 ; 이상정, “스포츠와 지적소유권”, 스포츠와 법 제2호 (2001. 

2) 381-393면 ; 최정환, “유료스포츠패널의 인기스포츠 독점중계”, 2-3면

19) Midway Mfg. Co. v. Artic Int'l Inc., 704 F 2d 1009, 1012 (7th Cir.1983)

20)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통권 제13호, 2007. 11), 202-204면

21) Loren J. Weber,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The Case for Applying Copyright Protection to Sports Moves”, 23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317, 357 (2000)

22) 김기춘 의원 대표발의(2007. 3.26)

23) 박성호,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11.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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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25) 악보가 음악저작

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바둑기보도 특정한 바둑대국의 고정수단일 뿐이므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

는 견해도 있다.26)

라. 게임플레이영상

스포츠퍼포먼스(특정기술 자체가 아닌 표현으로서의 경기내용)는 단지 그것이 경쟁적 환경에서의 우연적 

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물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27) 사이버 공간에서 마우스‧키

보드 조작 정도의 신체활동만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e스포츠의 게임플레이는 우연적 요소의 영향이 스포츠보

다 훨씬 적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게이머는 빌드오더(build order)의 선택, 건물 배치, 유닛 조합, 공격 

타이밍 등 어떻게 자신만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 것인지 계속 고민한다는 점28)에서, 상기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을 긍정하는 논거와 유사하게 게임플레이영상이 ①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은 매우 높은 자유도를 허용한다는 점과, 창작성을 넓게 

보는 국내판례29)의 태도를 감안하면 게임플레이영상에 ③창작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판례는 Midway MFG. Co. v. Artic International 사건30)에서 비디오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의 창

작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바 있으나, 이는 1983년의 판결로서 엄청난 복잡성과 자유도를 갖는 오늘날의 게임

플레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31) 

물론 스포츠나 바둑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위하여 모든 기술의 사용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e스

포츠의 특성상 게임플레이의 특정기술 자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바둑기보와 

같이 카메라기술 등의 부가적 창작성이 없이도 그 퍼포먼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정되기만 한다면, 기술 자

체(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용된 경기영상(표현)이 보호대상으로 특정될 것이므로, 그 고정된 영상 내

지 기록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11, 7-9면.

26) 이상정, “기보와 저작권법”, 스포츠와 법, 제10권 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43면이하; 서달주,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

인가”, 저작권문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년 6월호, 24-25면; 박성호,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

회, 저작권정책 연구 (2009.03) 

27) W. Joss Nichols, “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Winter 2007), 119면

28) “새로운 유닛을 알게되면서 그 유닛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종족별 유닛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게이머의 몫이다. 결국 게임은 어떤 

선수가 더 완벽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전략게임의 묘미는 바로 이러한 치열한 머리싸움이다.” 임요환,｢나만

큼 미쳐봐｣, 북로드, 2004 92면.

29)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

는 감정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30) “비디오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TV 채널을 바꾸는 것과 더 비슷하다. 게이머는 플레이 영상의 

순서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저장된 것 외에 그가 원하는 어떠한 순서로 창작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이 

그가 선택하도록 허용한 제한된 숫자의 순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Midway Mfg. Co. v. Artic Int'l Inc., 704 F 2d 

1009, 1012 (7th Cir.1983)

31) W. Joss Nicholas,“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Winter 2007),114-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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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의 게임플레이는 기술적으로 게임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화면을 통하여 표시될 수밖에 없다. 즉, 특

정한 경기의 플레이영상은 모두 동일하므로 게임플레이와 플레이영상 간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그 보호대상을 플레이 기술이나 전략 자체가 아닌 그 ‘표현’으로써의 게임플레이영상에 한정

한다면, 게임플레이영상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권의 귀속

게임플레이영상이 저작물이라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게임플레이영상은 ①게

임저작물이라고 하는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②게이머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물론 1인 플레이의 경

우에도 게임프로그램 개발자가 의 기여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므로 플레이영상의 창작에는 항상 2인 이상이 

관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게임플레이영상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로의 구성가

능성을 각각 검토한다.

가. 2차적저작물

(1) 2차적저작물의 의의와 요건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이며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보호를 받게된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고 ②실질적인 개변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개변이란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레이영상을 ‘2차적 저작물’로 구성할 경우

[게임의 영상과 규칙]+[창작적 플레이] = [플레이영상]

창작의 

누적방향↑

[프로게이머의 기여부분] 창작적 플레이

(유닛/건물 등을 배치-제어하는 운영기술)

[게임제작사의 기여부분] 게임의 영상과 규칙

(유닛/건물 영상이나 게임 규칙 등)

[표Ⅱ-3]

(2) 현재의  논의

현재 플레이영상의 2차적저작물성을 직접 다룬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논문의 문맥으로부터 2

차적저작물성 인정하는지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제1설 : 부정설

오승종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게이머들이 수행하는 게임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화면은 모두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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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다.”32) 고 하는데 이는 그 화면(플레이영상)이 2차적저작물 아

니라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 제2설 : 긍정설

이종필 변호사는 논문에서 2차적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게임을 만든 사람은 단

지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도구만을 제공할 뿐이고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게이머’에 대해 만들어진다. 게임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오로지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플레이내용에 따라 달라진다.”33)고 하였는바 논리대

로라면 2차적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34) 

(3) 검토

플레이영상이 게임저작물을 기초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므로 결국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여부에 따라 2차적저작물성이 결정될 것이다. 게임에 관한 외국의 판례 및 이론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

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해본다.

1) 순서에 대한 컨트롤 가능성 

전술한 Midway Mfg. Co. v. Artic Int'l Inc. 사건35)은 비디오게임영상의 저작물성여부가 쟁점이 된 사

건이다. 이 사건은 게임영상의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게이머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

준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7회 순회법원은 게이머는 플레이 영상의 순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36) 게이머의 플레이행위는 tv채널을 바꾸는 것과 유사하고 그 창작성은 글쓰기나 그림그리기 만큼 충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상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37) 여기에서 유추해 본다면 ‘순서에 대한 컨트롤 가능성’을 

게이머의 창작성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서에 대한 컨트롤가능성에 대해 비디오게임과 온라인게임을 비교해본다.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인 ‘파이

널 판타지’ 시리즈를 보면 비디오 게임은 정해진 스토리에 따라서 게임이 진행된다. 게임 프로그래머가 정해 놓

은 루트를 따라 가면서 게임의 결말까지 다다르는 것이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의 모습이다. 반면 온라인게임의 

대표격인 스타크래프트는 순서에 있어서 자유도가 매우 높다. 먼저 본진 근처 앞마당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확

보한 자원으로 후반에 수적 우위를 추구할 수 있는 반면, 빠르게 테크트리를 올려서 고급 유닛으로 상대를 흔들

어 놓을 수도 있다.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게이머가 스스로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빌드를 짜고 그에 따라 게임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32) 오승종,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고찰 -e스포츠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 70면

33) 이종필,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개념의 정립”,｢엔터테인먼트법｣, 진원사, (2008), 292면

34) 또한 실제로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특수성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성에 대해 긍정한바 있다. (2010.8.17 이종필변호사 인터뷰)

35) Midway Mfg. Co. v. Artic Int'l Inc., 704 F 2d 1009, 1012 (7th Cir.1983)

36) “The player of a video game does not have control over the sequence of images that appears on the video screen.”

37) 이에 대해 Joss Nichols는 오늘날의 게임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 오늘날의 게임은 tv채널돌리기와 소설쓰기 사이에 있는 

인터랙션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한다. W. Joss Nichols, “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 winter 2007,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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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순서에 대한 컨트롤가능성’을 기준으로 게이머의 창작성을 판단해보면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

인게임에서 순서에 대한 컨트롤 가능성은 무한이라고 보이므로 플레이영상은 2차적저작물 요건으로서 요구되

는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2) 게임개발자가 의도한 범위

In Williams Electronics, Inc. v. Artic International, Inc.사건38)에서 미국 법원은 비디오 게임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게이머가 아닌 아니라 그 게임의 프로그래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39) 그리

고 플레이 방식에 따라 영상과 소리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창작성은 프로그래머가 최초에 그 영상과 소리를 상

상했을 때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40)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플레이가 게

임프로그래머의 의도한 범위내인지 여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법원의 기준은 크로포드는 게임하기의 상호작용 분류41)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크로포

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데이터와의 상호작용으로42), 두번째 수준은 과정(process)과의 상호작용으

로43),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게이머의 자유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게이머의 

자유의지가 최대한 반영된다는 것은 게이머가 게임텍스트 자체를 변형하거나 온라인 게임에서와 같이 게임의 

내용을 애초의 개발자가 의도한 범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한다.

크로포드의 세 번째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플레이는 프로그래머의 예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In Williams Electronics, Inc. v. Artic International, Inc.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에 의한다면 ‘더 실질적

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은 게이머가 세 번째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스타크래프트는 게이머에게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게임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던 모

습과는 다른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테란의 마린 같은 바이오닉 유닛이 저그

에게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자 블리자드사에서는 저그에 럭커라는 신종 유닛을 추가했다. 디텍팅이 되지 않고

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디텍팅이 되더라도 스플래쉬 데미지로 마린을 잡을 수 있기에 체력이 낮은 마

린에게 럭커는 천적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테란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은 마린을 스팀팩을 사용하면서 빠르게 

38) Williams Elecs., Inc. v. Artic Int'l, Inc., 685 F.2d 870, 874 (3d Cir.1982) 

39) “Although there is player interaction with the machine during the play mode which causes the audiovisual presentation to 

change in some respects from one game to the next in response to the player's varying participation, there is always a 

repetitive sequence of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sights and sounds of the game, and many aspects of the display remain 

cinstant from game to game regardless of how the player operates the controls” Williams Elecs., Inc. v. Artic Int'l, Inc., 

685 F.2d 870, 874 (3d Cir.1982)

40)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affirmed a lower court's holding that the copyright of audiovisual 

works produced by a video game belongs to the programmer of the video game,  and not to the user or to the video game 

itself. For the purposes of authorship, according to the court, originality occurs when the programmer first conceives 

what the audiovisual display will look and sound like, even though such sights and sounds may be different each time the 

game is played.” Williams Elecs., Inc. v. Artic Int'l, Inc., 685 F.2d 870, 874 (3d Cir.1982)

41) 전경란, ｢디지털게임 게이머 게임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20-21면

42) 이는 게임에서 벽돌을 깨거나 퍼즐을 푸는 정도의 게임하기에 해당한다.

43) 게이머가 게임 내의 자원을 다루어보는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보다 복잡한 차원의 것이다. 여기서 게임하기는 아이템이나 유닛과 같은 

게임자원을 생성, 변형, 확장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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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경우 럭커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마린으로 치료해주는 메딕과 적절한 마

린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동반한다면 마린과 같은 바이오닉 유닛만으로 럭커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

다. 결국 게임 개발자들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럭커가 테란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보이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온라인게임에서는 게임의 텍스트를 변경해서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의도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플레

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프로게이머의 플레이영상에는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공동저작물

①2인 이상이 ②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③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공

동저작물로 보호된다(법 제2조 제2호). 게임플레이영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①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한다. 그

리고 시나리오, 영상(삽화) 등의 분리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과 달리, 게임플레이영상은 게이머가 기여한 부

분과 게임프로그램 개발자가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③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②창작에 있어서의 공동관계 요건이 문제되는바 이하 공동저작물과 관련하

여 이를 검토한다.

여기서 공동관계는 객관적 공동관계와 주관적 공동관계로 나뉜다. 객관적 공동관계는 다수인의 창작행위

로 하나의 저작물이 발생하였다는 외부적 사실만 있으면 충족되며, 기여의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해석된다.44) 따라서 아래 표에 정리한 것과 같이 게임플레이영상에서 게이머와 게임개발자 간의 객관적 공

동관계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플레이영상을 ‘공동저작물’로 구성할 경우

[게임의 영상과 규칙]+[창작적 플레이] = [플레이영상]

창작의 

누적방향↑

[게임제작사의 기여부분]

게임의 영상과 규칙

(유닛/건물 영상이나 게임 규칙 등)

[프로게이머의 기여부분]

창작적 플레이

(유닛/건물 등을 배치-제어하는 

운영기술)

[표Ⅱ-4]

다만, 주관적 공동관계와 관련하여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공동의사를 요하

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45) 부정설은 공동의사의 외부적 식별 곤란성과 변경 용이성을 이유로, 객관

적으로 보아 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관계가 있으면 공동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긍정설

은 부정설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모두 공동저작물이 된다는 해석상 문제점을 근거로 공동의사가 필요하다고 

4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26면

4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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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46) 미국판례도 Thompson v. Larson 사건에서 긍정설을 취한 바 있다.47)

게임플레이영상에 기여하는 자로는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또는 개발사)가 있는데, 이들에게 적어도 묵시

적으로나마 적극적인 공동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48) 게임 개발사는 게임플

레이에 게이머 자신만의 창의력을 부가할 수 있는 점(게임플레이의 높은 자유도)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

용하며, 블리자드를 포함한 게임 개발사들의 상당수는 게임플레이를 업로드하는 웹사이트를 스폰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제작사에게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49) 한편, 그 게임 자체를 논하지 않고 게임플레이를 

이야기하는 상황은 사실상 상상할 수 없다는 점, 특히 게이머는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게이머의 공동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50)

따라서 게임플레이영상은 게임 개발사와 게이머의 묵시적이지만 적극적인 공동의사 하에 창작된 공동저작

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2차적 저작물 + 공동저작물

상술한 바와 같이 게임플레이영상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공동저작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

다. 즉, 게임제작사가 단독으로 창작한 게임저작물 중 게임의 영상과 규칙을 기초로 하여 게이머는 실질적 개변

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플레이를 부가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창작적 플레이라는 실질적 개변에

는 게이머와 게임제작사 간의 명백한 객관적 공동관계와 묵시적이지만 적극적인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구성하면 게임제작사와 게이머의 기여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플레이영상을 ‘2차적 저작물+공동저작물’로 구성할 경우

[게임의 영상과 규칙]+[창작적 플레이] = [플레이영상]

창작의 

누적방향↑

[프로게이머의 기여부분]

창작적 플레이

[게임제작사의 기여부분]

게임의 영상과 규칙

[게임제작사의 기여부분] 게임의 영상과 규칙

[표Ⅱ-5]

46) 긍정설은 부정설과 같이 모든 2차적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보게 되면,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항과 제48조(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1항에 규정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를 요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조 

각항 후문의 “이 경우 각 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해석이 어색해진다고 한다. 이해완,｢저작권

법｣, 박영사, 2007 , 127면

47) 147 F.3d 195, 200 (2d Cir. 1998) (citing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7-08 (2d Cir. 1991)).

48) W. Joss Nicholas, “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Winter 2007), 122-124면

49) 우리나라에서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와이고수(ygosu)의 “스타크래프트II 동영상 컨테스트”에 협찬으로 참여한 바 있다. 

http://sc.ygosu.com/event/?m2=ended&page=1&search=&searcht=&idx=32 (2010.8.30자 방문)

50) W. Joss Nicholas, “Painting through pixels : The Case for a copyright in videogame play”, Columbia Journal of Law & 

Arts(Winter 2007), 122-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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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영상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51), 게임플레이영상을 2차

적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법적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게임제작사의 공헌이 ‘2차적 저

작물 원저작자로서의 기여’와 ‘공동저작자로서의 기여’로 중복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 게임프로그램 저작물과 게임플레이영상은 성질이 다른 저작물이고, 2)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스

스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3) 게임제작사는 ‘리플레이(replay)’나 ‘옵저버

(observe)’ 기능을 게임저작물에 탑재하고52) 게임동영상 컨테스트를 후원하는 등53), 자신의 게임저작물로부터 

게임플레이영상을 포함하는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것을 예견했음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임제작사는 게임플레이동영상이라는 2차적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동시에 그 2차적 저작물의 공

동저작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각 주체의 권리

가.(‘플레이영상’에 대한)게이머의 권리

프로게이머는 2차적저작물인 플레이영상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플레이에는 두 명의 게이머가 참여하였고 

창작의 공동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플레이영상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이머들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게이머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

으로 할 수 없다.(법 제48조 제1항)

그리고 프로게이머는 플레이영상을 창작하기 위해서 원저작물인 게임의 저작재산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54)을 침해한 것이 되

나 적법한 저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게이머의 플레이영상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

이 없다.

그리고 권리관계의 간명화를 위해서 게이머의 저작권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게 관리신탁할 필요성이 있

다. 현재 게이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게이머협의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

정적으로나마 수탁단체는 e스포츠주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e스포츠주최자가 종국적인 수탁자가 되

면 안 될 것이다.55) 

나. 게임저작권자의 권리

게임저작권자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자임과 동시에 플레이영상에 대해서는 게이머와 함께 공동저작권자

51) 오승종, “저작권법(제3판)”, 2001, 173면

52)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게임플레이영상을 기록하는 ‘리플레이(replay)’ 기능과, 게이머가 아닌 관중 내지 e스포츠방송의 레프리(refree)를 

위한 ‘옵저버(observer)’ 기능을 제공한다.

53) 각주 51)참조

54)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복제권(제16조)의 침해가 될 것이다.

55) e스포츠주최자는 e-Sports 활성화와 이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한국e스포츠협회 규칙 제3조

(설립목적)), 게이머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 KeSPA내에서는 게이머의 지위에 대

한 논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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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게이머들(또는 게이머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단체)과 게임저작권자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플

레이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방송사가 e스포츠방송을 하고자 할 때 게이머들(또는 게이머들

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단체)과 게임저작권자는 서로 합의하여 플레이영상 이용허락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e스포츠주최자의 권리

e스포츠주최자는 플레이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나 게이머의 저작권을 관리신탁받는다면 그 저

작권이 외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부관계에서도 이전되게 되어 e스포츠주최자가 저작권의 명의인이 되고 소제

기의 권한도 갖게 된다.56)

Ⅳ. ‘e스포츠방송’을 둘러싼 권리관계

1. (‘e스포츠방송’에 대한)게이머의 권리

게이머가 게임플레이영상의 저작권자라는 주장은 현재 학계의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플레이영

상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다룬 논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대신  ‘e스포츠방송영상’을 중심이 되는 저작

물으로 본다면 게이머의 실연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데57) 이를 검토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실연은 게임을 하는 게이머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조작에 의해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움직임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58)

가. 현재의 학설

(1) 제1설 : 긍정설59)

남형두교수는 논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게이머의 실연자성을 설명한다. 첫째로 스타크래프트게임저작물

을 중심으로 보아 이 저작물은 경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①선수들은 단지 숙련도가 아닌 개성이 드러

나는 경기진행을 보여준다는 점, ②프로선수의 경우 아마추어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술적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노력이나 투자의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그것에 상응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실연자로서의 보호가능

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로 e스포츠 경기장면 방송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선수들은 이 영상저작물의 배우와 같

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5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9. 22. 선고 94가합98851 판결

57) 남형두,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제28호, 211면, 

58) 윤종수,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저작인접권의 본질론적 검토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5집 (2007), 

649면

59) 남형두,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제28호, 211면  ;이종필,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개념의 정립”,

｢엔터테인먼트법｣, 진원사, (2008), 295면 ;윤선희, e-spotrs와 지적재산권, 스포츠와 법 제8권(2006.4),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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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설 : 부정설 

혹자는 게이머들의 플레이가 예능적 표현인가에 대하여 플레이영상은 스포츠와 유사하게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부수적 산물일 뿐이라고 한다. 즉 게이머들의 플레이는 고도의 기술적 행위이므로 이를 예능

적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플레이영상에 대해 게이머들은 그들의 퍼블리시티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게이머들을 실연자로 보호하면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한다.

(3) 제3설 : 정책적으로 판단하자는 견해60)

윤종수 판사는 게이머의 플레이가 예능적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긍정함을 전제

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캐릭터 동작에 의한 표현이 실연자 자신의 몸짓에 의한 표현은 아닌 점에서 ‘실연의 

방법’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실연자가 작품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실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한다면 이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연자에 관한 해석에는 유연성이 요

구되므로 결국 실연자성은 게이머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한

다고 한다. 

나. 검토

(1) 예능적 방법

부정설과 긍정설은 플레이가 예능적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예능’

이란 관중들로 하여금 보거나 들음으로써 즐거워하는 오락적 ‧순간적인 재예전반을 말61)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예능의 핵심은 ‘오락성’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게이머의 플레이는 오직 승리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팬

들의 즐거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프로게이머 임요환 선수의 에세이 중 일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어떻게 이기느냐’,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

로 그것이었다. 단순히 내가 이기는 것을 보러 오는 팬들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전략으로 드라

마틱한 감동을 선사하면서 이기느냐’까지 생각해야 했다. 친구들과 취미로 게임을 하는 것과 프로게이머는 엄연

히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프로게이머는 당연히 게임을 잘해야겠지만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임을 

해야 한다.”62)

이에 의하면 프로게이머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플레이의 오락성까지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이 아마추어게이머와는 다른 점이고 아마추어게이머가 타인 앞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연자라

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프로게이머의 플레이는 예능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 윤종수,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저작인접권의 본질론적 검토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5집 (2007), 

649면

61)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에서 ‘예능’검색

62) 임요환, ｢나만큼 미쳐봐｣, 북로드, 2004,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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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인접권의 본질

저작인접권은 정책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큰 권리이다.63) 따라서 게이머에게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이머에게 저작인접권을 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

다. 필자들는 앞 Ⅲ‘플레이영상’을 둘러싼 권리관계에서 게이머를 ‘플레이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결론을 내

렸다. 이 결론에 의한다면 게이머에게 저작권보다 제한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

나 게이머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견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게이머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게이

머의 기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게임저작권자와 e스포츠주최자의 권리관계

가. 현행법상 권리관계

e스포츠주최자는 게임저작물을 e스포츠의 소재로 사용함에 있어서 게임저작권자로부터 게임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e스포츠주최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게임저작권자는 e스포츠주최자에 대해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저작권자는 게이머의 플레이영상에 실질적인 개변이 인정될 경우에는 e스포츠가 자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제22조)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실질적개변이 부정될 경우에는 복제권(제16조)의 침해를 주장

할 수 있다. 또한 방송권(공중송신권, 제18조)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방송이란 저작물을 있는 그

대로 공중에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그 내용대로 실연시키고 그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외부에 표

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연권(제17조)의 침해주장도 가능하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게임저작물의 이용이 적법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한다. 먼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8조)64)에 의해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데65) 결국 제28조의 요건 

중 ‘정당한 범위 내’의 요건 해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저작물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된 것이고 후자가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66) 그런데 경기플레이중계방송에서는 현시되는 화면의 대부분은 게

임의 장면이라고 할 것인 바67) 인용저작물(게임방송)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게임저작물)이 종인 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68) 따라서 게임저작물이용은 여전히 위법하다.

그렇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69)에 의해 보상금을 게임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e스

63)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저작권법 주해｣, 2007, 759-761면 참조

64)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5) 이는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기능할 것이다.

6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 592-596면

67) 071214 EVER 스타리그 2007 4강 B조 김택용 VS 송병구 2set에서 총 17분22초의 경기 중 11분52초 동안 스타크래프트의 화면이 방송

되었다. 

68) 남형두교수와 오승종교수는 이를 “오히려 게임저작물이 주이고 게임방송이 종”이라고 한다. 남형두, 이일호,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제28호; 오승종,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고찰 -e스포츠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

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9) (저작권법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



저작권 관점에서 본 e스포츠 활성화 방안

171

포츠를 방송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70) 제51조가 적용되려면 ‘공익상필요’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는 

경우라야 한다. 미국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비상업적인 방송사업자에 한정71)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저작권

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익상필요’를 엄격히 해석해서 공익이 사익을 월등히 능가하

는 경우에만 법정허락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무리 국민의 e스포츠에 대한 접근권이 공공적 성격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상파방송이나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72)만큼의 국민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

하는 e스포츠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의 공익상필요는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51조에 의한 법정허락도 불가능할 것이다.

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접근

그렇다면 e스포츠주최자가 프로리그 게임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저작권자가 

이용허락계약을 거절73)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경우 e스포츠는 계속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e스포츠 

활성화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목차를 

바꾸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작권남용 법리, 경쟁법적 측면에서의 규제, 게임산업진흥법 개

정안의 저작권 제한 조항, 저작권법 개정안 중 공정이용 조항 및 입법론 순서로 검토해 보겠다.

3. e스포츠 활성화 방안

가. 저작권 남용 항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물사용료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용허락을 거절한 게임저작권자가 그 저

작물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을 저작권남용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저작권남용행위라 함은 “저작권이 부여하는 배타적 권한을 법적보호를 받는 저작물(work)그 자체 밖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74) 미국에서는 저작권남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서 저

작권남용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7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남용을 민법상 권리남용의 테두리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76) 실제 사건에서 민법상 권리남용 항변이 받아들여 진 적은 매우 드물다.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70) 제51조의 취지는 방송의 공공적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이론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695면

71) 17 U.S.C §118

72) 인기스포츠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을 이유로 방송중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로는 최정환, “유료스포츠 채널의 인기스포츠 독점중계” 

그 근거로 방송의 공공성과 스포츠의 공공재성을 들고 있다. 

73) e스포츠주최자는 프로리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사업권

을 가진 그래텍은 프로리그 승인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각주3)참조   

74) 이문지, “저작권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 경영법률, 216면

75) Lasercomb America, Inc. v. Reynolds 판결 911 F.2d 970 (4th Cir. 1990) ; Practice Management Information v.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판결 121 F.3d 516 (9th Cir. 1997)

7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 714면, 저작권 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한 하급심판결이 다수 존재한다(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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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스포츠주최자가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남용항변을 하는 경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다.

나.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거절 규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물사용료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용허락계약을 거절한 경우 단순한 계약

의 불성립이라고 보기보다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경쟁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7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 생략)의 규정78)

공정거래법에서 거래거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행위 중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제3조의2 제1항 제3호. 이하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79)의 한 유형인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거절(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80)과 ② 불공정거래행위81) 중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

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제23조 제1항 제1호. 이하 ‘부당한 거래거절’)’이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82) 

e스포츠 게임저작권자의 이용허락 거절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다. 다만, e스

포츠에서 게임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경우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되는 특수한 사안이므로, 이를 다루고 있는 EU의 판례를 먼저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거

래거절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25. 선고 2002카합280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7. 22.자 2004카합125결

정; 서울지방법원 2003. 9. 30.자 2003카합2114 결정 등). 

77) 저작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대한 해결방안은 크게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해결하야 한다는 입장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전자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EU는 후자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민수, “지적재

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62면. 이 논문에서 설민수 판사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기

능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논의가 발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안을 모두 검토해본다. 그리고 남형두교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2010년 8월 일 

남형두교수 인터뷰)

78) 저작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는 제59조에 의해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저작권에 의한 권리행사라도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6 155면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

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82) 권오승, ｢경제법｣,법문사, 2006, 335면 ; 이봉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공정거래와 법치, 2004, 662-6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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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사례 : Magill 사건과 IMS Health 사건

EU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은 EU조약 82

조83)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Art.82가 적용된 대표적인 판례로 Magill사건84)과 IMS Health사건85)이 있는 

바, Magill사건에서 ECJ는 저작권행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Art.82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그 예외적 상황

으로 사용계약의 거절이 ①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할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막아야 하며 ②사업상의 정당한 목적

이 없어야 하며 ③거래거절이 후속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을 소멸시키는 경우이어야 하고 판시했다. 그리고, IMS 

Health사건에서 ECJ는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Art.82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블리자드의 이용허락의 거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

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86)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여기서는 블리자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 스타크래프트가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블리자드의 사용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다.

첫째, 블리자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87)인지 판단함에 있어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문

제되는 행위는 블리자드가 e스포츠주최자등과 게임저작물 이용허락을 거절하여 결국 e스포츠 리그의 개최가 위

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시장은 ‘e스포츠의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온라임게임으로 구성된 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재 e스포츠 프로리그의 약 70-80%가 스타크래프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88) 

블리자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둘째, 스타크래프트가 ‘필수적인 요소’인지 판단해 보건대 필수적인 요소는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과 같은 

유, 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의 불가피성과 신설의 불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89) IMS Health사

건에서 ECJ는 IMS의 데이터베이스의 1860 블럭구조가 필수시설인지 여부는 경쟁자가 경제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있고, 다수의 고객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들인 점을 고려해

야 한다고 판시90)한 바 있다. 현재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에 매우 놓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e스포츠의 

개최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정도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가

83)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O.J.C 325/33 Art.82, EU 각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니는 기업을 다루는 공정개래

법을 포괄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단지 한 공동시장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Art.82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당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하고 ②그 지위에 대한 남용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회원국간 거래에 

결과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설민석,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저스티스 통

권 101호, 86-87면.

84) Radio Telefis Eireann (RTA) and Independent Television Publications LTD (ITP) v. Commission 1995 E.C.R. I-743, [1995] 

4 C.M.L.R 718

85)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2004 E.C.R. I-05039, [2004] 4 C.M.L.R. 28

86) 각주 82), 83)참조

87) e스포츠주최자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법 제2조 1호의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 하에 사업을 경

영하는 자로서,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목적이 공익성을 띠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88) 박병일, “e스포츠의 가치와 스포츠로서 e스포츠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6호, 113-114면

8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6, 171면

90)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2004 E.C.R. I-05039, [2004] 4 C.M.L.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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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온라인 게임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유저들의 전략 업데이트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했다는 점도 있는 바 IMS Health사건

에서의 판결의 태도에 의하면 스타크래프트는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91) 

셋째, ‘정당한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Magill사건의 예외적 상황요건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①먼저 사용

계약의 거절이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할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데 블리자드의 거래거절은 현재 소비

자의 정당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e스포츠주최자주최의 스타크래프트를 종목으로 하는e스포츠방송’이라는 상

품의 출현을 막는 행위라고 보인다. ②사업상의 정당한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

을 유보한다. ③거래거절이 후속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을 소멸시키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거래를 거절한다면 스

타크래프트를 종목으로 하는 e스포츠리그는 블리자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리그92)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

면 후속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블리자드의 거래거절이 기타의 거래거절(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

원은 이른바 한국 코카콜라사건93)에서 그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

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

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해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는바 블리자드의 거래거절이 

위에 해당한다고 입증될 수 있다면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저작권 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23조 제5항94)은 “공표된 게임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 등으로부

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제28조의 특별규정으로 작용하여 e스포츠의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를 부정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95)와 부정하는 견해96)가 있다.

91) 그러나 네트워크나 기간설비 이외의 ‘원재료’도 필수요소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불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바(권오승, ｢경제법｣, 법

문사, 2006, 171면) 스타크래프트를 e스포츠의 원재료라고 본다면 령 제5조 제3항 3호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

더라도 령 제5조 제3항 4호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92) 김수길,“블리자드,e스포츠리그직접운영한다”,2010.8.7자,포모스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Eworld/Article.asp?aid=20100806003357&subctg1=10&subctg2=00 (2010.9.3.방문)

93) 대법원 2001.1.15, 89두17869판결. 미국코카콜라가 범양식품에 대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 

제1항 1호의 규전, 동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일반불공정거래행위고시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

렸는데 (공정거래위윈회 1997.8.27. 제97-133호 의결, 9705경촉061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94)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중 

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2008)21면

96) 남형두,이일호,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산업재산권 28호, 209면.  e스포츠방송은 위 개정안의 비영리목적에 해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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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위 개정안의 취지는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헌법 제22조 제2항)을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하려는 것인데(헌법 제37조 제1항) 위 개

정안의 적절성은 기본권제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중 침해의 최소성97)과 관련하여 문제

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괄적인 저작권 제한보다 덜 침해적인 조치인 보상금제도나 법정허락제도를 통하여 개정

안의 입법목적인 e스포츠산업의 진흥(게임산업진흥법 제1조 참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98)99)  

그리고 블리자드는 현재에도 이미 고등학교 축제에서의 게임대회처럼 순수한 비영리 목적인 대회에 대해

서는 스타크래프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100) 그러한 점에서 

과연 위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라. 저작권법 개정안의 공정이용(fair use)

현재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조항을 우리 저작권법에도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국회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며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하여 도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를 예상하여 e스포츠의 

게임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설사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게임산업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101)을 고려한다면 인용가

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공정이용의 요건을 검토해보겠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e스포츠주최자측의 e스포츠 개최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상업적인데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

다. 스타크래프트는 게이머 개개인들로 하여금 여가로 자신들이 직접 게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e스

포츠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게임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목적의 변형이 있고 e스포츠측의 

이용은 ‘변형적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102). 이는 공정이용이 긍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사안의 스타크래프트는 허구적저작물므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97)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

본권의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 1998.5.28, 96헌가5)

98) 혹자는 이러한 개정안의 태도에 대해 "all or nothing"이라는 표현을 쓴다.

99) 다만 헌법재판소가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그 제한조치가 현저하

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결정 

1996.4.25, 95헌마331)”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인다.

100) 블리자드의 관계자와의 인터뷰

10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년 6월 17일 미국 LA 컨벤션에서 열린 ‘E3(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게임수출상

담회’에서 약 180개의 수출상담건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E3에서도 한국게임 수출 날개 달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2010.6.17 보도자료 http://www.kocca.kr/notice/report/1302071_1139.html (2010.8.30자 방문)

102)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lishing Group, 150 F.3d 132 (2d Cir. 1998)판결에서는 2차적저작물에서의 ‘변형’과 공정

이용의 ‘변형’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2차적저작물에서의 변형은 ‘표현형식의 변형(new mode of expression)'이지만 공정이용의 변형

적 이용은 ’목적의 변형(transformative purpose)'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R. Anthony Reese, Transformative and the 

Deriative Work Right, 31Colum. J.L &Arts 467, 472 (2008); 박준우, “2차적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표현형식

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 상사판례연구, 제22 제4권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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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된 부분이 원고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스타크래프트의 영상화면이 e스포츠방송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103) 그 이용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선 e스포츠방송과 게임저작물은 대체재 관계에 있지 않다. 게임저작물은 자신이 직접 게임을 즐기기 위

한 것이고 e스포츠방송은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게임을 시청하는 것으로서 그 둘은 이용되는 목적이 전혀 다르

기 때문이다. 또한 e스포츠로 중계되는 게임은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스타리그가 게임프로그

램의 시장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인 2차적저작물 시장은 원저작자들이 일반적으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허락한 

시장만을 포함한다는 것이 Campbell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104) 인데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를 소

재로 이미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론은 달라진다.105) e스포츠주최

자가 진행하는 e스포츠와 블리자드가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는 분명 스타크래프트 팬들과 게이

머의 입장에서는 대체재관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

용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1)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제외하면 다른 고려요소는 모두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쪽으로 작용한다. 더군다

나 ‘(4)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공정이용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고려요소임106)을 고려해보면 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e스포츠의 스타크래프트 이용

적법이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입법론 - 게임산업진흥법에 법정허락유사의 제도를 넣는 방안

현재 블리자드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적인 조치가 없다

면 e스포츠주최자는 계속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채로 e스포츠의 저작권 침해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제5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법정허락유사의 제도를 게임산업

진흥법에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07) 미국 저작권법도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고 이의 이용

이 저작권법적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새로운 법정허락사유를 추가해왔다.108) 다만 법정허락은 기본적으로 

103) 각주68) 참조

104)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Ct. 1164 (1994)

105) 김수길, “블리자드, e스포츠 리그 직접 운영한다” 2010년 8월 22일 기사 스포츠월드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Eworld/Article.asp?aid=20100806003357&subctg1=10&subctg2=00 (2010.8.27 방문)

106)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 471 U.S. 539 (1985)

107)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9조(국가는 ... 민족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적근거

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등 참조.

108) 이의 예로는 피아노 롤(piano roll), 케이블 TV(cable TV), 비상업적 TV,라디오 방송(non-commercial TV,radio broadcast), 위성

TV(satellite TV), 가정에서의 디지털 녹음(digital audio home recorders), 디지털 음향 수신(digital audio transmissions)등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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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rule109)과 련되므로110) liability rule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liability rule의 일반적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111)

첫째, liability rule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립이 사회적 총효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효용증가와 권리자의 효용감소를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래비용 즉 정보비용이나 교섭 ‧ 계약체결비용이 과다해야 한다.

셋째, liability rule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는 것이 개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이다. 여기서 객관적가치의 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결은 거래비용이 0일

때의 결과를 흉내(mimic)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e스포츠방송을 위한 법정허락과 관련하여 위 iability rule의 요건을 검토해 보면

첫째, 법정허락으로 인한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효용감소 정도는 프로리그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의 수익과 법정허락상의 보상금의 차이이다. 이에 반하여 법정허락을 도입했을 때의 효용증가는 e스포츠종목에 

있어서 아직 ‘스타크래프트’를 대체할 게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112) e스포츠시장의 확대와 그로부터 파생되

는 각종 수익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것이 명백하므로 법정허락으로 인해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성실히 교섭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는

가가 그 기준이다. e스포츠주최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4차 협상도 결렬된 상태이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까지 협상의 중재자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거래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그래텍과 독점적인 방송계약을 맺었는데 이때의 이용료가 거래비

용이 0일때의 권리의 객관적 가치에 가깝고 객관적 가치의 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법113)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용되었다.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The Penguin Press, 2004. 108-109면

109) property rule이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하며, liability rule이란 본

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으나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객관

적으로 결정되는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권리보호원칙을 말한다.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145면

110) 남형두교수는 “서로 협력해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의 기회로 삼아야”, 저작권문화 (2010년 8월) 20-21면에서 “물권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금지청구 쪽으로 접근(property approach)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측면에서의 접근(liability approach)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 과

실을 나누는 방안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는데  법정허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정허락제도는 기본적으로 

liability rule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하상익,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에 관한 고찰-법경제학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2-106면

111) 이하 하상익 논문 71-76면 요약, 논문에서는 liability rule의 적용요건을 권리남용원칙과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

본권제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12) 스타크래프트의 산업적 성공은 게임의 그래픽이나 스토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①길드(guild)나 클랜(clan)등의 커뮤니케이션 등 문

화적 기반과 ② 프로토스의 병사는 가장 강력하나 가격이 비싸고 저그의 병사는 힘이 약하나 가격이 싸다는 등의 종족간의 밸런싱이 뛰

어나고 그로 인해 전략구성이 무한하다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윤선희, “PC방과 네트워크 게임의 문화연구 -스

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2001 봄)

113) 따라서 liability rule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게임저작권자의 저작권(헌법 제22조 제2항)과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헌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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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게임물을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게임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하였

으나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였으나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Ⅴ. 결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문화 컨텐츠에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많은 도

전을 받고 있다. property rule에 근간을 두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 대하여 liability rule에 의한 저작권법으

로 가자는 압박, 심지어는 저작권 제도 자체의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문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자유이용을 바라게 되었음에 반해,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독점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114)

e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분쟁도 KeSPA 등이 10여 년에 걸쳐 일구어 낸 e스포츠라는 산업이 원저작권자 블

리자드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측면이 있

다. 지금은 KeSPA가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 당

사자가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저작권의 보호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

용, 법정허락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침해 또는 비침해, “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e스포츠와 같이 여러 role-player 들이 다양한 창작단계에서 기여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귀

속을 명확히 하면서도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저작

권자의 권리에 다소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그 조화로운 배분을 통하여 e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하였다.115) 그것이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조화시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

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이머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처음에 

제시했던 바와 같이 ‘플레이영상’의 공동저작물성 및 2차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그 ‘저작권’을 게이머에게 귀속

시키려는 시도는, 저작인접권이나 퍼블리시티권보다 게이머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e스포츠

114)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The Penguin Press, 2004.

115) 현재 블리자드와 그래텍 간의 협상의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블리자드, 게이머, 방송사와 

KeSPA 이들 주체는 e스포츠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놓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e스포츠발전의 미래’라는 한 배를 탄 파트너여야 

한다고 한다.(2010.8.21. 한국콘텐츠진흥원 곽혁수 대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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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행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당사자의 하나인 게이머가 e스포츠구단 등과의 법률행위에서 조금은 대등

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한 이 결론은 창작자원칙을 확인한 최근 블리자드의 불

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116)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게임제작사는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플레이영상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공동 저

작권자는 권리행사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하게 되는 바(제48조 제1항), 게임저작권자와 게이머가 공동으로 권리

를 행사하게 된다면, 게임저작권자와 게이머는 대립되는 주체가 아니라 한 배를 탄 밀접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

도 있을 것이다.

현재 법으로는 e스포츠주최자측은 e스포츠를 개최하기 위해 게임저작권자인 게임제작사의 이용허락을 받

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입법론으로 게임산업진흥법에 법정허락 유사제도를 넣은 방안 또는 사건의 해결에 있

어 경쟁법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논문을 찾아 읽고, e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도 하면서, 

아직 정식으로 편찬된 e스포츠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많지 않지만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이용 저작물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미국에서도 하나의 견해로 논의가 수렴한다

기보다는 다양한 견해가 난립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e스포츠의 저작권 문제가, 창작과정의 다단계성이나 당사

자의 다양성 측면은 물론, 디지털 컨텐츠의 성질상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목적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e스포츠의 활성화라는 다소 목적적인 측면에

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비록 블리자드와 KeSPA의 분쟁은 우리나라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게임선진국이자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게임업체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블리자드 이상

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만큼, 블리자드에 다소 비판적인 감이 있는 국내 언론과는 달리 제3자의 입장에서 공

정하게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 이후에도 e스포츠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e스포츠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건전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116) “블리자드 베틀넷 이용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2010.6.21자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View.jsp (2010.8.2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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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

▶▶▶ 장려상�최민영(단국대학교)

Ⅰ. 서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그 유통을 활성화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자로서 당연한 논리이며, 이를 저작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

서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저작권이 다른 재산권보다 인간의 삶을 풍

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그 이용을 위한 환경을 정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를 위하고 저작물의 이

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용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용자는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으로 거래비용

을 절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3) 저작권집중관리는 이처럼 다수의 권리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우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으로 구분하여 그 규제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1저작물1권리단체의 

원칙하에 설립허가를 해 줌으로써 현재의 독점적 지위의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의 관리단체에 의한 권리남용4)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5)6), 이러한 지위의 

관리단체는 권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신탁계약 약관을 보면 저작권 등을 포괄한 관리는 물론이고 장래에 발생할 권리까지 제한하여 수탁자에게 

1) 이호흥,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9면.

2) 신봉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1-2면.

3) 이호흥, 앞의 논문, 10면.

4) 윤선희, “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적재산권법학회, 문화체육관광부, 2008, 7면.

5) 윤선희, 앞의 논문, 7면.

6) 집중관리단체를 단일 또는 극히 소수의 단체에만 집중관리업무를 허용하는 체제하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독점이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 등 권리의 처리나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나 저작물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허희성, “2007신저작권법축조개설(하)”, 명문프리컴, 2007,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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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7)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운영의 투명성, 분배의 공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용

자8)와의 관계에서도 사용료의 문제와 이용계약을 거절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방송국이나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사용료를 받아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는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의 간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인 회의가 짙어지고 있다. 

디지털환경에서 집중관리제도의 이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통로가 

되고자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는 집중관리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이

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을 알아보고,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

1. 의의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의 시간적‧경제적 투자와 정신적 노력의 산물에 대하여 주어진 권리로서, 창작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는 저작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의 측면에서 다수의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일일이 자기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힘들며, 저작재산권자들 또한 자기의 저작물이 얼마만큼이나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 저작측면에

서는 누가 저작재산권자인지 알기 힘들고, 일일이 그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도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오늘날 저작물의 국제적 이용에 있어서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 관리 계약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들은 자신이 직접 저작물이 외국에서 이용되는 것을 관리하

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용자들도 자국의 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9) 

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약관 제2조 

8)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모든 가입 저작권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문 인력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두 외, “확대된 집중허락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디지털시대의 주요 외국저작권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2, 264면.

9)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으로서, 첫째, 권리자의 측면에서 다수의 저작재산권자들이 일일이 자기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힘들며, 자기의 저작물이 얼마만큼이나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둘째, 수의 저작측면에서는 누가 저작재산권자인

지 알기 힘들고, 안다하더라도 일일이 그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도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셋째, 오늘날 저작물

은 국제적으로 이용된다. 저작물의 국제적 이용에 있어서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 관리 계약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들

은 자신이 직접 저작물이 외국에서 이용되는 것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용자들도 자국의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송영식‧이상정 공저, “저작권법개설(제4판)”, 세창출판사, 2007, 268면; 오승종, “저작

권법”, 박영사, 2007, 927-9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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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단체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10) 즉,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개별관리”)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1)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관리단체

에 권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적당한 

사용료로 이용을 허락하여 징수된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12) 저작권법상 제도들은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저작자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는 어느 한 면만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집중관리제도는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3) 또한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의 국

제적인 교류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다.14)

우리나라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집중관리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을 신탁 받아 관리하거나(저작권신탁관리업),15)16) 또는 그 권리에 대한 행사의 대리

나 중개를 하는 것(저작권대리중개업)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27호, 제105조 이하).17) 이에 관하여서는 

아래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2. 필요성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필요성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제도가 태동하게 되었고, 복제기술이 발달하여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이 다양화되고, 저작물의 이용이 국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집중관리가 더욱 활

성화 되었다.18)

집중관리단체가 특정 분야의 저작권을 일괄 집중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에게는 관리의 편리함을, 이용

10) What 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ollective management is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by organizations acting in the interest and on behalf of the owners of rights”,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http://www.wipo.int/about-ip/en/about_collective_mngt.html (최종방문일, 2010.8.30).

11)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629면.

1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①위탁받은 권리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②징수한 사용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③저작물의 

부정이용행위를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상정,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한 규제의 기본방향”, “창작

과 권리”제52호, 2008 가을, 85면; 신재호, “음악콘텐츠와 저작권집중관리”, 法學論叢 제15집 제2호, 2008.10, 142면. 

13) 이상정,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문화관광부, 2008, 1-2면.

14)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저작권아카데미, 2000, 195-196면.

15) 저작권신탁관리에 대한 우리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보고 있다, 신봉기,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9, 17면.

16)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를 말한다, 이재옥 ‧ 이상호,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3-14면.

17)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이른바 ‘포괄적 대리행위’는 신탁관리업과 유사한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에서는 단순히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이을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서 포괄적 대리행위가 저작권신탁

관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개정된 2007년 저작권법에서는 포괄적 대리행위를 아예 저작권신탁관리업

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포괄적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중개업자는 해석의 여지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

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통권 제7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 50면.

18) 조성열,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국내 현황”, 문화예술 통권320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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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19) 주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한다.20) 따라서 저작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창구로써 저작권위탁관리업이 필요한 것이고 개별 권리자들이 건실한 저

작권관리단체에 그 권리를 맡겨 집중되어 관리되면 이를 저작권 집중관리라 할 것이다.21)22) 그러므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 등을 제한하면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의 특성에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를 강

화하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시장성 있는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의해 관리

되어 이용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러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

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량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이다.23)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이용되는 저작물인 경우 집중관리제도는 보다 유용하다. 각국의 저작권 관리단체가 

상호 관리 계약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권리자들은 직접 자신이 외국에서 이용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

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용자들도 자국의 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24) 때문이

다. 이 밖에 외국 저작권자의 횡포에 대한 중간적 여과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25) 

이상과 같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고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권리자의 다음 창작에 기여하고 저작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이라 할 것이다.26)

19) 송영식 ‧ 이상정 ‧황종환 ‧ 이대희 ‧김병일 ‧ 박영규 ‧ 신재호 공저,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 737-738면.

20)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 5면.

21)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9. 109면 

22) 신재호, “음악콘텐츠와 저작권집중관리”, 法學論叢 제15집 제2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08, 142-143면 참조.

23) 이상정, “디지털 환경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저작권 통권 제7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 104면.

2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004면.

25) 외국권리자의 임의대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특정 대리인이 각국 권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진국 수준의 권리를 일괄적으

로 행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여과장치로 우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자만이 대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허희성, 

앞의 책, 505면.

26)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권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한다. 저작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

해서 그들의 전문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행사의 불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

른 재산권과 달리 지적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거나 이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행사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집중관리단체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시마다 저작권자가 이를 

확인, 협상하거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다. 이론적으로 개별 저작권자가 술집, 라디오 방송국 

등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큰 규모의 이용허락 단체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단체 간 

체결된 상호협정에 따라 외국 저작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권리행사비용 감소시킬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지속적으로 음

악 저작물의 사용을 감시하고 이용 허락된 저작물을 등록, 관리함으로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집중관

리단체를 운용하는 비용은 고정되어있어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정해진 감시, 징수비용으로 추징할 수 있다. 다섯째, 

관리단체는 협상력을 제고한다. 관리단체는 회원을 대표하여 강력한 이익단체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기반은 단순히 회원을 대

표해서가 아니라 관리단체의 시장지배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역사

적으로 저작권을 위협하는 기술이 나타났을 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음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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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지위

현행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위탁관리라는 이름으로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저작권

법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이 규정되어 있다. 제105조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내용, 제106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 제107조는 서류열람의 청구에 관한 내용,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는 저작권위탁관리업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제105조 제4항의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이 요구되는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권리자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저작권등의 관리자를 구분하여 규제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27) 

우리나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규제방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제28) 등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29)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의무30) 등 및 그 위반자

에 대한 제재31)이다. 이러한 규제의 이유는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

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반면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창구로 하여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32)

보통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생각하는데, 저작권법 상 ‘신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신탁법에는 신탁에 관한 정의규정이 있어서 신탁법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양법의 신탁이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

정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

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의 절대적 이전을 강조하고 있으

며,33) 저작권법상의 신탁을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 데 대하여 법리의 오해의 위법

이 없다고 판시하여 현재까지는 ‘신탁법상 신탁’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방송이 출현했을 때 공연권단체는 작곡자와 작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저작권자를 보호하였다. 집중관리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저작물 이용과 관계된 다수의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해 준다. 특히 콘서트나 나이트클럽에서 라이브 

공연을 할 때 집중관리단체가 없다면 저작물에 관계된 다수의 저작권자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음악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하동철,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제50호, 세창출판사, 2008, 106-107면.

27) 김병일,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이론, 현실 그리고 과제｣, 한국 지적재산권학회 세

미나자료, 2008, 7면. 

28) 저작권법 제5조.

29) 저작권법 제137조, 제138조.

30) 저작권법 제106조, 제108조.

31) 저작권법 제109조, 제142조.

32) 윤선희 외 7인, “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적재산권법학회, 2008, 8면.

33)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저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

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 한다”고 판시한 후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와이 사이에 관한범위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원고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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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중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통상 행해지는 집중관리의 내용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대가의 징수와 분배, 감시 및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등을 들 수 있다.34)

현재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환경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정부의 정책 따라 허가에 의

해 설립되어 독점 지위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35)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나 경쟁적

인 환경 하에서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형태이다.36)

1. 국내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일반적으로 집중관리시스템에서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에 그들의 권리의 관리 즉, 관련 저작물들의 이용

을 모니터 하고, 장래의 이용자들과 협상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사용료로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소유자들 간에 분배하는 것을 허락한다.37)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고 관여하는지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차이

가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자유직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입법례를 본받은 셈이나, 그 중에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 취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38)39)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으며40) 최초의 관리단체

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여 구분하였고41) 2006년 12월 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의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

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나, 

현재 정부는 동일분야에 사실상 하나의 단체만을 허가하고 있다.42) 2000년 이전 국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겨

34)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피면 집중관리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 즉, ①집중적인 대리형식

을 취하는 것으로서 저작자는 개별허락만을 하고 대가의 징수와 분배를 집중관리단체가 행하는 일종의 부분관리형태(연극저작물 분야에

서 이러한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일괄허락(Blanket license)방식으로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맡고 일

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형태(대부분의 음악저작물 분야가 그러하다), ③일괄허락방식이기는 하나 개별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대가 분

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실연자의 경우에 특히 현저하다)로 집중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WIPO, supra nate 165, 61면.

35)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하)”, 저작권아카데미, 2000, 199면.

36) 이영록, 앞의 보고서, 69면.

37) Mihály Ficso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WIPO, 2002, p.17.

38)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5, 446면. 

39) 조용순, “문화컨텐츠와 저작권”, 전략과 문화, 2008, 179면.

40) 이상정,“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계간저작권 제9권 제1호, 2008, 11면; 조성열, 위의 보고서, 45면; 안종묵,“저작권법 재점검

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2006, 267면.

41) David Sinacore-Guinn,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pp.194-197.

42) 현행 저작권법은 동일분야 내 집중관리단체의 복수허가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저작권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복수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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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개의 단체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디지털환경의 발달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이루었고 오늘

에 이르러서는 12개의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3) 

구분 단체 관리분야 신탁허가 기타

저작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작사‧작곡가‧음악출판사)
88.2.2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미술, 사진 89.3.16
교과서보상금

수령단체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시나리오 88.9.2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01.9.12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 전송 00.11.14
도서관보상금

지정단체(03.10.1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05.10.1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05.11.9

한국영상산업협회 비디오, DVD의 공연권 05.11.9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물의 

온라인 영상 복제‧전송권
06.6.7

저작 

인접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악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00.11.14

방송보상금

지정단체(88.10.14)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권리)

02.2.20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복제‧전송‧배포권
03.3.17

방송보상금

지정단체(01.12.27)

디지털과 인터넷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견해도 보인다.44)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저작물

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45) 이

에 정부는 개정저작권법 제120조46)에 의거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 디지털 저작권 유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 등을 근거로 문화관광부는 단일단체 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윤경, “디지털 영상저작물의집중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6, 36면.

43) 박영길,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 및 향후과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4차 포럼, 문화관광부, 2007, 36면.

44) Herman Cohen Jehoram, “the future of 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E.I.P.R Issue 3, 2001, p.139. 

45)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법 체계 개선 연구”, 2008, 73면.

46)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 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최종방문일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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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 관련 기술위원회를 두게 되었다.47)

국내 대부분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아직 업무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과적 경험 또한 

마찬가지이다.48) 따라서 디지털화되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재의 저작권환경49) 하에서 집중관리제도를 재조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50)  

2) 문제점

저작권법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단지 몇 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탁저작권 등

이 집중관리단체의 약관과 그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크다.51) 

(1) 2단계 규제와 감독장치의 미비 문제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량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

한 제대로 된 감독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52) 또한, 이를 통제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도‧감

독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권리자에 의한 감독은 제외되어 있어 자칫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가 

주객이 전도되어 권리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분배에 관한 규정

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보상금 등 사용료가 자의적으로 분배되고 미분배금이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비합리

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더라도 신탁관리단체만 허가제로 하고 대리중개단체는 신고제로 하여 두 단체 사이

의 거리를 너무 넓게 두는 것 및 권리자와 관리단체 사이의 사법적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다.53) 현재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대리중개업체로 신고만 하고 사실상 모든 문제를 도맡아 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서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포괄적 대리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괄대리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해서도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차이는 저작물 등의 신탁관리업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

47) 이에 대한 대략적인 면면은 이하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다루도록 한다.

48)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 10면.

49) 그러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가 유통되는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업무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분야인 음악콘텐츠에 관해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도 영화콘텐츠의 집중관리단체로 동일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해 세

부적인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관리영역의 중복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어, 집중관리단체들의 새로운 업무체계의 도

입이 필요할 것이다, 한정미, “방송콘텐츠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5-116면.

50) 한국저작권법학회, 위의 보고서, 각주 36.

51) 김선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9, 12면.

52) 신봉기, 앞의 보고서, 121-122면.

53) 법률적으로 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구별이 가능하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

정일,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계간저작권 제7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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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재판상의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으나, 대리중개업자는 오직 법률행위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

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 ‧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

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탁관리업자와 대리중개업자 사이에 실제로 차이나는 부분은 어디이

며 무엇 때문에 신탁관리업자만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2) 사용료규정 승인제도의 문제

우리나라는 2006년 개정법부터 사용료 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법률상으로 도입하여서 시행해 오고 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르면,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

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

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고, 제6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는 더 세부적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관리수수료는 관리단체의 집행부가 결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관리단체의 총회 등에서 소수회원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

다. 또 관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물 등의 이용형태의 

변화와 다양성, 관리단체의 설립햇수, 사용료 징수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저작권 신탁관리업자들이 받아온 수수료의 요율은 저작권 등의 사용료에서 최저 5%에서 최고 25%정

도이며, 대체로 신탁관리업자의 징수비용이 많은 공연사용료 등에서는 15%에서 25%정도이고 신탁관리업자의 

징수비용이 많지 않은 방송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5%에서 15%의 수준이라고 한다.54) 

관리수수료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독일은 10%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최근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비용이 감소하면서 10%의 규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원리라는 비판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협회의 일반규정에 이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분배규정은 

문화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제정과 개정에 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리단체는 저작물 별로 또는 저작자 별로 

세분하여 기준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55) 

근본적인 차원에서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사용료는 저작재산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사용료에 대한 아

무런 상한 기준이나 계약의 제결에 대한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이 권리의 배타성을 법이 보장한데 따른 원래 상

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하면 권리자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을 뿐 그 협상이 실패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사용료의 결정을 청구할 수도, 다른 공공기관의 어떠한 개입을 요청할 수도 없다.

54) 독일에서는 일부 저작가와 제작자 사이에 필름저작물에서 상실되는 보상을 반으로 분할해서 하는 분배는 불충분하다는 학설의 비판이 

있다, Martin Vogel, A.aO., S. 522f.

55) Dan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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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으로서의 저작권행사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행사에 행정

청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권보호와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승인은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만한 정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용료 규정에 대한 정부의 승인, 수정승인, 승인 변경 등

의 처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즉, 가격결정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전승인제도는 

디지털시대의 빠른 환경변화와 시장보다 빠르지 못할 경우 집중관리사업자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1) 개념 및 도입배경

음악, 어문, 영상 등 각 분야의 저작권자들 권리행사는 저작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곤란함이 있고, 이용자도 권리자로

부터 개별적으로 직접 이용허락을 받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

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저작권집중관리라 한다. 집중관리제

도56)는 집중관리 단체가 특정 분야의 저작권의 일괄 집중관리를 통하여 관리자에게는 관리의 편리함을 주고 이

용자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 주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하기위한 즉,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

공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이다.57) 이렇게 저작권자들에게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들이 

위탁받은 권리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인증 등의 정보를 위탁 받아 통합‧관리하여 저작권 이용자들이 저작권

자와 One-Stop(한 곳에서 다 살 수 있는)으로 계약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 정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저작물 창작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저작권정보의 생성과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된 서비스인프라의 확충 등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대국민 저작권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려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 

협조할 수 있는 관련기관들이 모여 정보공유를 위한 서로간의 업무 협조 체계를 수립하고자 구성되었다.

저작권산업분야에 저작권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

계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작업이며,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라는 명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집중

관리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저작권 유통 인프라’를 의미한다.58)

56) P, Bernt Hugenholtz' “Adpating copyright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future of Copyright in a digital 

Environ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86. (디지털환경에서는 매개적 매커니즘 없이도 개별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직

접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집중관리는 사라질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57) 이영록, 앞의 보고서, 4면

58) 저작권위원회 유통분과 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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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현황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탄생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 환경 또한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집중관리제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디지털환경에서의 집중관리제도의 효용에 대

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용자는 대량의 저작물을 용이하게 이용하고자 하지만 개별권리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히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59)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환경에서도 장차 집중관리 제도의 이용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60)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집중관리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집중관리조직에서 그 권리를 대리하

여 관리할 수 있고 따라서 수수한 저작물 사용료는 회원대우를 참고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61)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저작권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가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디지털 저작권거래소의 등장하게 되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통합저작권권리정보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이라고 한

다) 통합라이선스정보관리(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이하 CLMS라고 한다), 저작권 인증정보

관리, 불법콘텐츠 유통정보관리, 자유이용저작권정보관리, 콜센터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ICN이란 저작권권리관리정보를 표준화하여 각 저작물에 고유한 저작권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권의 등록, 신탁, 대리 중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 저작 권리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단체 및 사업자간의 호환성 확보 및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저작권관리번호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CLMS란 통합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관리, 지원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저작권의 온라인 통합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이용

자가 저작물 이용을 원할 때 여러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저작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59) 문화체육관광부, 2008문화산업백서, 2009, 153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변화추이 (출처 : Business Software Alliance (2009.5))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46% 46% 45% 43% 43%

전세계 평균 35% 35% 35% 38% 41%

60) Francis Dummer Fisher, “The Electronic Lumberyard and Builders' Right: Technology, Copyrights, Patents, and Academe”, 

Change, May-June, 1989, p.19.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사용에 대한 비용징수에 있어서 과다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며, 기술적으로 저

작물의 사용을 통제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제한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제한이며 지식의 

독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61) 이영록, 앞의 논문, 37-39면.(확대된 집중관리란 집중관리제도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집중관리를 확대한 것을 말

한다. 즉,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가 위탁한 저작권만을 관리할 수 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서는 일정

한 조건을 구비한 집중관리단체의 경우 위탁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권리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보호되는 저

작물의 대량이용의 경우 특히 사진 복사와 같은 경우에 그 권리처리를 위해 북구국가들이 1960년대 초부터 이용해 온 특징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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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사업>62)

구현한 One-Stop시스템이다.63)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셋째, 저

작권인증정보관리란 저작권 권리인증 및 라이선스 인증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저작

물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콘텐츠에 ‘저작권 인증마크’를 부착하

여, 건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넷째로, 불법콘텐츠 유통정보관리는 말 그대로 불법콘텐츠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DNA(특징점) 비교 등의 방법으로 P2P‧Web-hard 등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검색, 증거수집, OSP에 차단요청, Up-loader에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화 하는 시

스템이다. 불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검색 및 관리시스템을 지원한다.64) 다섯째로, 자유이용저작권 정보관리란 

만료된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포털사이트 형태로 구축하여 만료된 저작물의 정보제공 및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증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이게 한다. 2006년 12월에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저작권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담내용 정보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62) 출처 : 2008문화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08, 

6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연구, 2008, 110-113면.

64) 방송통신위원회, 위의 보고서, 10-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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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불법저작물단속현황>65)

2010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약체결”이란 이름으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와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 ‧관리와 저작

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엠넷미디어, KT뮤직 등의 5개 음악

유통회사와 음악신탁3단체,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영화분야 5개사 등의 저작물에 ICN부착 등 업무협약을 체결

하며 정부와 공공이관, 권리자, 업계 간의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66)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작권권리정보 

등을 제공해 풍성한 저작권의 정보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집중관리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이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정보의 등의 정확성과 신

속성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이에 대한 인력확보의 가능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

의 미비 또한 거래소 운영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문제점

디지털 저작물 생산과 유통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와 속도에 따른 현재 저작권 법의역할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저작권 산업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해짐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범위가 생겨났다. 

각 분야별(음악, 어문, 방송 등) 산업진흥법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으며, 문화산업발전의 저해요소인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권리관계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불법 

유통시장이 확산 되고 있다.

65) 출처 : 2008문화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08,

66)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보도자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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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통한 저작권 산업진흥과 문화산업 발전의 경쟁적 발전효과와 디지털 저작권

산업 환경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

가 없으며, 투명한 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거래소와 같은 기구들의 역할과 조직을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3. 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집중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핵심적 주체로서 집중관리단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위치의 여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국의 상이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특징지어진 것으로 보인다.67)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집중관리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유

경쟁체제이며 단체의 설립을 규제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

는 집중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집중관리단체는 그 설립을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륙법

계 국가들에서는 집중관리 업무 담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특별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68) 독점적 지위

를 부여하여 국가가 통제를 가하는 특징을 보인다.69) 다만 미국의 경우는 독점금지법70)에 의한 통제가 있고, 

일본의 경우 2001년 기존의 중개업무법을 관리사업법으로 개정하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다.71)

각국의 집중관리제도72)는 본질적으로 저작자 등 권리자의 권리를 집중관리 한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지만 

67)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법 체계개선연구".“한국저작권법학회”, 2008, 74면.

68) 김기중,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계간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4-18면.

69)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5, 446면.

70) 허희성 외 3인,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저작권법학회, 2004, 62면. (독점금지법이란,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기존

의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에 관하여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법이다.)

71)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해설”,“JASRAC NOW”(2001년 1월호), 2001, 2-4면. (주요내용은 ①지금까지 소설, 각본, 

가사, 악곡에 한정되어있었던 적용범위를 저작물 전반 및 저작인접권의 대상물까지 확대하는 것, ②위탁자 스스로가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비일임형’의 관리사업을 이 법률의 규제 대상 외로 하는 것, ③신규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등관리사업 실시

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 ④사용료규정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 또한 저작물 등의 사용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게 ‘이용자대표’와 ‘협의’를 행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것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 문화청장관의 

‘제정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국가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설립규제의 

방식
시장경제에 따른 자유업

허가제, 허가받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고소권이 귀속되지 않음

등록제, 등록하지 않고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벌금

규제의 구분 

여부
-

권리의 공동행사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일시적 또는 단기적 관리에는 적용하지 

않음

일임형과 비일임형에 따라 

규제를 달리함, 자기관리의 

경우와 위탁자가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함.

72) 미국, 독일, 일본의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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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영방식이나 형태 등을 둘러싸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73) 그러므로 외국의 집중관리단체들의 제도의 규제와 

운영방식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하의 집중관리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제도의 보완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1) 일본

일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939년 ‘저작권에 관한 중개 업무에 관한 법률’74)

(중개업무법)이며75),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최초의 법규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60여년 만에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0. 11. 29 공보법률 제1030호)’76)이 새롭게 입법되

었다.77) 이 법은 저작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저작권 관리단체의 신규 진입의 기회를 인정하며 저작자와 

국가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설립요건 별도의 규정 없음

정관의 부합성, 대표자의 신빙성, 단체의 

경제적 기반, 권리 및 정구권의 

효과적인 관리의 기대가능성을 판단함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독점적 지위

복수의 경쟁체제, 몇 개의 

큰 관리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독점적 지위와 경쟁적 지위의 저작권 

관리단체가 공존할 수 있으나 

집중관리의 효율성에 비추어 

독점형태로 구축됨

경쟁체제의 도입, 이용허락의 

거부제한 규정

권리

및

의무

별도의 규정 없음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조건의 

관리강제, 사업에 대한 결산 및 

검사의무, 관리정보의 통지의무, 

상당한 조건의 체약강제, 정보제공, 

포괄계약 의무 등

사용료 규정의 공시의무,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재무제표 등의 비치 

열람의무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계약에 의함, 강제허락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발생시 

저작권사용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분배표에 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배함

사용료 규정에 의함 신고한 

사용료의 초과금액의 청구 

금지

감독 

및

통제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제한이 있음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 분쟁발생 시 

중재소에 의한 합의, 합의의 불성립 시 

법원에 의해 판단함

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업무개선명령, 등록의 

취소, 사용료규정에 대한 

협의 및 재정

73) 조수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35면.

74) 이상정,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계간저작권”통권 제8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69면.(이 법은 소위 플라게 선풍을 

잠재우려는 데 제정 동기가 있었다. 플라게 선풍이란 1930년대 독일인 W. Flage 박사가 외국 저작권 단체의 위임을 받아 일본 동경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무단연주․ 무단출판 등을 적발, 고액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가처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여 당시 서구 저작권제도에 어두웠던 일본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것을 가리킨다. 플라게 선풍은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 중개

업법 제정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75) 지적재산권법학회,“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8, 52면. (저작권위탁관리에관한 일본에서의 최조의 법규로 저

작권관리업무에 대한 허가제와 사용료에 대한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각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분야 1단체로 하였다.)

76)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목적(제1조)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위탁계약약

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하고,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7) 배진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4면.



디지털저작권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논의

199

이용자 보호라는 점에서 당해 단체가 공정 타당한 업무수행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의 국가관여를 인정

한다는 차원에서 저작권관리업무를 위한 단체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

거부요건을 정하였다.78) 저작권관리업무를 모든 저작물과 저작행위로 확장함과 동시에, 수수료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였다.79) 이로써 일본 저작권관리체제의 독점구도가 무너지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현재 

인가된 저작권위탁관리업체는 36개이다.80) 

한편 동법 부칙 제7조는 법률시행 3년경과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년 후 개정 여부 검토 결과, 약간의 문제는 보이나 개정할 필

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2) 독일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특별법인 저작권관리법(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ű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이하 ‘저작권관리법’이라 한

다)에 의해서 이루어져있다. 저작권관리법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5년 저작권법을 전면개

정과 함께 1965년 9월 9일 BGBI. I. S. 1294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10일 BGBI. I. S.1774 정보화 

사회의 저작권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개정되었다. 이 법률을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저작권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경쟁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81) 

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사업의 허가’라는 편제로사업의허가의무와 허가의부여, 허가의 거부와 

철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

권 혹은 보상청구권의 관리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감독관청82)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 종류의 가능한 한 다수의 권리자들이 한 편으로 통합된다면 작업이 효율적이며, 그 이외에 최

소한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체제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독점체제의 폐해를 방지하기위하

여 독일 특허청83)이 주무관청으로, 경쟁제한방지법상 독일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과 함께 저작권집

중관리단체들의 허가신청에 따른 적격성심사,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의 동 법이 정하는 의

무84)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 하고 있다.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GEMA, 어문저작

물에 대한 VG WORT, 미술 복사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VG BILDKUNST 등이 있다.

78) 일본저작권심의회, “저작권심의회 권리의 집중관리소의원회 보고서”(제3장 1), 2000, 참조.

79) 신봉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0면.

80) <http://www.bunka.go.jp/ejigyou/script/dbipzenkensaku.asp>이곳에서 단체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2010.9.1 최종방문)

81) 조용순, “문화 콘텐츠와 저작권”, 전략과문화, 2008, 181면.

82) 정선주, “독일음악저작권 관리단체‘GEMA’”, 계간저작권(제4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15-16면.

83) 정선주,“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계간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15면.

(특허청은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과 협조하여 관리단체의 영업허가의 신청과 철회에 대하여 결정한다.) 

84) 독일 저작권관리법 제19조 제2,3항, 제20조.(언제든지 관리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

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표자의 변경, 정관의 변경이나 포괄계약의 체결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

리고 감독관청인 특허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관리단체의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권관리법상 

부여되는 여타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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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은 집중관리업을 자유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단체의 설립과 운영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우며, 철저히 시

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제도로서 반독점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는 

과다한 사용료 징수가 문제되면서 특정인에 대하여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의 심의를 거쳐 강

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강제사용권 부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저작권위탁관리단체

들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독점금지법85)과 강제허락제도86)87) 이다.

음악분야 회의 복제권에 대해서는 CCC88)가 기업 등의 내부복사에서 문헌제공업자에 의한 복사제공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업무를 보고 있다.

4) 영국

영국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는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자유업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사적인 회사이므로 그 구성원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되며 영국 

회사법의 요건에 따를 뿐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1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으

로는 그 독점적 지위에 따른 권한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주로 문제되

고 있다89).

영국에서의 최초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1911년 저작권법당시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Mecolico(Mechanical copyright licenses company limited)와 1914 당시 주로 인쇄물

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작곡가 등의 권리를 위해 태어난 PRS(Performong Right Society 

limited)이다.90) 이 외에도 2차적 권리를 관리하는 ALCS(Author's License & Collectin Society Limitied), 

교육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녹음과 관련한 권리를 관리하는 ERA(Educational Recording Agency Limited) 등이 

활동하고 있다.

85) 허희성 외 3인, 위의 보고서, 62면. (음악저작물의이용허락공정성에관한법률(The Fairness in Music Licensing Act : 이하 "FMLA"라

고 한다)은 연방법전 제17권 제5조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이용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연권관리단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저작자등의 

권리자가 연방지방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자 중 가장 큰 부분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정

이익단체는 공연권관리단체의 잠재적 독점력 및 과잉집행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하여 FMLA의 통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데 저작권법에 

대한 여타 개정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저작권존속기간연장법안에 추가되는 형태로 입법되었다.)

86) 한국 저작권법학회,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4, 126면. (강제허락제도란, 강제사용권부여제도라고도 하며 

저작자 등의 권리자나 관련단체 등이 특정인에 대하여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계부처장관 등 국가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강제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87) 이해완, 앞의 책, 632면. (Juke Box에 대한 강제사용권 : 1909년의 저작권법에는 Juke Box에 의한 음악연주는 대중적인 사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료 지급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1976년 법제정시 Juke Box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을 인정하고 그 사용

료를 저작권 재판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징수된 사용료의 분배에 있어서도 음악 저작자 등의 권리자 및 관리단체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저작권재판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88) 1970년대 후반 미연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사적 단체로서 저작물거래소(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가 조직된 바 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저작물거래소(Electronic Copyright Clearance Center; ECCC)등 집중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89) 이해완, 앞의 책, 632면.

90) 한국저작권법학회,“저작권법 체계개선 연구”, 한국저작권법학회, 2008,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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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복수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운영

독점체제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협상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효율성이다.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상의 비용을 포함한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동일분야에 하

나의단체가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일원화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독점으로 인한 문제는 엄격한 통

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91) 

그러나 권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집중관리단체가 너무 난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그것이 권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환경이

다. 경쟁력 있는 복수의 집중관리단체 중에서 선택하여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집중관리단체

들 간에는 경쟁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괄적인 권리처리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유도하여, 이용자

들에게도 최대한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저작권관리업의 진입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경쟁적 지위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

권관리업에 대해 모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92)하면서도 실무에서는 허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93)

또, 복수체제에 비하여 단수체제 하에서 저작권관리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권 

등의 전국적 징수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복수의 단체가 중복적으로 투자하여 관리한다면 사회적 낭비를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94)

그러나 경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의 흐름을 막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걷어 내

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인위적 복수단체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인 저작권관리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활성화가 집중관리단체의 복수체제를 앞당기는 촉매재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

저작권관리자업법안의 제안취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다량‧신속한 저작물 이용요구

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양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이는 이경재 ‧최문순 의원의 의원안을 기초로 구성한 내용이다.

91) 이영록, 위의 보고서, 68면.

92) Nikolaus Reber, Aktuelle Fragen zu Recht und Praxis der Verwertungsgesellschaften, GRUR, 2000, S . 203. 독일의 입법이

유서 BT-Drunks. Ⅳ/271, 9, 11, 17 참조.  

93) Martin Vogel, A.aO., S. 516. (독일은 GEMA와 같은 기존의 관리단체이외에 1965년부터 추가적으로 6개 회사가 저작권관리법 제2조

에 따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94) 이해완, 앞의 보고서,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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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이다.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일정규모95)를 초과

하는 저작재산권자등96)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제1호),97) 단체에는 2명 이

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여야 하는 등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또, 저작권집중관리 업무 규정 등을 공

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규정 및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감사보고서, 그밖에 단체 운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안 제13조), 법령위반의 경우98)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99),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

둘째로,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 구체화이다.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금 권리자의 

보상금도 징수 ‧관리 ‧분배하여야 하며100),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안 제21조 제2항 ‧제2항). 보상금단체는 보상

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주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

을 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분배 보상금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

시하여야 한다(안 제22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

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안 제27조). 저작권관리사 제

도를 도입하여 기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안 제28조), 편리한 저작권이용

허락 계약 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안 제14조 및 제29조) 내용을 담고 있다. 

3.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이하 ‘ECL’이라 한다.)란, 어떤 집중관리단체가 일정한 분

야에서 그 권리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상당수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자의 특정한 영

역에서의 집중관리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에 법이 일정한 확대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95) 그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96)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97)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은자등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98) 이 법, “저작권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99)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100)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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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01)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102),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 5개국이 저작권법에 있어서 가장 특징

적인 제도로 저작권법이 규정한 특정저작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이 저작권집중관리 단체

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 비회원의 저작물을 이용하

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103)

비회원 저작자 등의 권리자,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 3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가능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이론적 기초를 두

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비회원 저작자 등의 권리자로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가 ‘이용금지권’에서 ‘보

수청구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의 성질에서 보았을 때에만 설명 할 수 있다.104)

ECL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행위의 법적 성질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사무관리이론105)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다.

민법 제734조에 의거하여 해석해볼 때 ECL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법률상 아무런 의무 없

이 비회원 저작자 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비회원 저작자 

등의 권리자 간의 위임관계 유사한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과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생긴다.106)

확대집중관리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대표성을 지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자유로운 협상의 기

초위에 합의에 도달하고, 도출된 합의는 비회원 권리자들에게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용자들은 비회

원들에 대한 우려 없이 모든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며, 이에 비회원 권리자들은 개별적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지며, 그들의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ECL의 활용범위는 보상금제도의 활용범위보다 넓은 편이며 저작물에 대한 과소활용의 문제, 이용자와 권

리자의 보호, 집중관리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목적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참여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함으

로써 권리정보투명화와 저작물가치의 상승, 거래비용의 효율화를 통한 저작권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화부 산하의 저작권위원회가 운영 및 지원하며, 세부분야별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민간에서 주도

101) 이해완,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2009, 41면.

102) Daniel Gervais, 앞의 책, pp.275-276. (노르웨이의 ECL 규정은 교육분야에서의 사진 복제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1979년에 도입되었

고, 1995년에 기업에서 내부 사진 복제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 졌다. 노르웨이 집중관리단체인 KOPINOR는 모든 영역

의 사진 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자원적 기초 위에서 일부 디지털 활용을 이용허락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 저작권법은 최근 개

정법은 많은 수의 새로운 ECL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교육목적(§12b), 기업내부정보목적의 이용에도 디지털 복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14)이 포함되었다.)

103) 양승두 외 4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2, 201면.

104) 양승두, 위의 보고서, 503면.

105) 사무관리란, 민법 제734조 제1항에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6) 문화관광부, “저작권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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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권리관리정보에 대

한 사항을 거래대상으로 보며, 저작권 거래량, 저작권거래가격공시 및 저작권수요전망 등 저작권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기관들과의 정보연계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ICN 등록과 인증에 관

한 구체적인 등록절차나 범위, 책임 등의 법조항의 부재이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

하는 것에 반해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법에 대한 내용이나 실제 운영측면이 적용관점에서 미흡하다. 따라서 이

를 수용 ‧반영하여 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창작자 또는 권리자의 ICN 등록을 의무화 하고, 정당한 권리자 확인을 위한 방식주의를 채택하며, 

저작권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하여 명확한 등록 대상의 기준, 허가 기준, 그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둘째, 저작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이용의 사전방지기능 부여에 따른 근거를 명

시하고, 투명한 권리유통과 그에 따른 저작권료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역할 및 의무, 관리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양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구체성 및 법적 효력

을 부여하여야 한다. 양도거래의 정의 및 대상에 대한 세부 규정, 양도거래에 대한 유형별 규정을 마련하고, 양

도된 권리에 대한 양도등록의 의무화와 거래투명성제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한 양도와 양수의 활성화와 정보공

개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양도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한다. 넷째, 저작권 관련기관간의 정부연계를 위한 

협력범위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권리관리정보의 확보를 위해 참여기관 간의 협조 및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지원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련주체들의 

역할과 저작권범위에 따른 규정적 근거도 명시한다. 다섯째, 저작권권리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권리확인의 기

초정보인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등록을 필수요소로 하는 등록을 활성화, 저작물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

하고 불법이용의 사전방지를 가능하게 하여 저작권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증 활성화, 참

여주체의 저작권권리정보의 공유를 통한 저작권권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 관련 기관 간 저작권자의 권리정보 

공유를 통한 권리정보의 부재로 인한 저작권 유보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권리정보 이용 활성화, 저

작권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저작권거래의 안정적인 거래를 하도록 돕는 저작권 양도 활성화, 저작권권리정

보와 인증을 통한 투명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적법한 유통채널의 제공으로 저작권시장의 공정이용을 도모

하게 할 저작권 유통의 공정이용활성화를 제도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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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든다. 이러

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생겨났으며, 저작권의 보

호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조화시키는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107) 그러나 현재 우리 저작권집중관

리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이것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새겨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도 제도의 문제로 들어가면, 집중관리를 규제의 측면에서 논

의했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을 통한 정보 활용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용도와 

활용성 부분을 뒷받침할 집중관리의 관련규정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집중관리는 규제와 단속의 대

상이 아니라, 촉진과 육성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육성 대상으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저작

권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서 모든 가입 저작권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

문 인력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각국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집중관리제도

를 운영해가고 있었다. 세계 최초의 집중관리단체인 프랑스의 SACEM과 독일의 GEMA나 일본의 JASRAC은 

100년에 가까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들의 지배구조 등을 관찰하고 검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108)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대량유통, 대량 이용허락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용자 누구나가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 이용허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 유통을 예방하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도 법제도가 미비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지적된 문제의 보완과 

수정, 토론과 검토 등을 거쳐 바람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제도의 운

영상의 결함들을 인정하고 각국의 긍정적인 점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상황과 제도에 알맞게 변화시켜 받아들이고

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07) 허희성 외 3인, 앞의 보고서 23면.

108) 이영록, 앞의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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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 
- 전통지식과 특허를 중심으로

▶▶▶ 최우수상�김정선(원광대학교)

Ⅰ. 서론

21세기의 세계경제는 동아시아 3개국이 그 중심축을 이루며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을 비

롯한 중국, 일본 등이 가지는 문화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고,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문화와 그 문화의 바탕이 된 전통지식의 가치

를 세계에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의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의학이 놀라울만한 발전을 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과 불치병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몸의 병이 아닌 산업사

회의 정신의 병이라 불리우는 스트레스성 질환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다. 이에 세계

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각국의 전통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한약이나 천연식물, 

허브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의약 개발과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제3세계, 즉, 전통의학에 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에서 선진국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이하 지재권)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의학에 대한 지재권 문제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이하 WIPO)를 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

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에 속하는 전통의학, 그 중 한약은 연구개발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1) 민족적 의료자산으로서 장기간을 두고 발전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전통의

학간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보건의료 여건과 전통의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한약 지식에 대한 권리화

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권리화하고자 하여도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통의학 자

체의 특성상 한약에 관한 지식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재권 법률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전통의약의 권리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2) 또한 대부분의 전통지식은 개인 또는 특정집단이 소유

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나라 전체에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므로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범주 내에서는 지식의 

소유자에 대한 규명이 어려웠다.3)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단 비방이나 창방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다. 

3)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경희법학 제36권 제2호),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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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통의약을 권리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WIPO 및 기타 국제기

구 등에서의 전통지식의 지재권 논의는 전통의약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권리화하자는 움직임을 담고 있음

은 확실한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이 국가 보건 의료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어 일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

라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일원화되지 못하고,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부딪혀 

왔던 것이 사실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전통의학을 육성하거나 권리화시키는데 소홀히 해왔다. 그러므로 세계적

으로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인 전통의학을 어떻게 권리화하여 보

호하고 육성할 것인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의 증가하는 한약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약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동

시에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전통지식으로써 한약을 보호하는 방안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협약들의 내

용을 살펴보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의 전통지식 지재권에 관한 논의의 동향과 WIPO와 세계의 전통

의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향을 살펴본 후 전통지식 확대를 통해 한약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한약을 특허로써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약의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주요 

한약의 세계 특허 현황 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특허를 중심으로 한약의 세계화

를 위한 구체적인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전통의약(한약)의 현황

1. 전통의약(한약)의 의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정의4)에 의하면 “전통의약”(Traditional 

Medicines : TM))이란 ｢공개되었거나 비공개 되었거나 불문하고,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불균형(불안정)

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제거(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그리고 구전이든, 문서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고 대대로 내려

오는 전적으로 실제적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모든 지식과 처치, 실무(the sum total of knowledge and 

practices)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즉, 전통의약이란 중국 전통의약, 인도 아유르베다, 아랍 우나니의약 및 다

양한 형태의 토착적 의약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합적 용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약사법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한약”이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으로 규정한다.5) 또한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

4) http : //www.who.int/medicines/organization/trm/orgtrmdef.htm

5) 약사법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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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한다.6) 또 다른 정의로 동의학 사전에서 “한약”은 치료수단의 하나로서 병을 예방 치료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천연물을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만든 약이라고 규정한다.7)

2. 존재형태

한약에 관한 지재권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약 관련 지식의 보유 형태 및 관련 자료 실태

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한약의 존재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서로서 편찬되어 있거나 비방으로 존재

한다.

1) 의서 형태

한약 의서 중에서는 중국의 의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의서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없어진 의

서는 29종,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12종, 현재 있는 의서는 136종이다. 이외 아직 일반인에게 미공개된 

희귀본, 발간하지 않은 원고본, 당시 명의들의 임상기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

는 하당기증문고8)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아직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에게조차 발굴되지 않은 옛 의

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전 의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관련 전통지식의 대부분이 중국의 한의서에서 유래

한 것이며, 또한 한약자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자원은 대부분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주 내에 속하

므로 전통의약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달리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대 서적으로부터 파악되는 고대 우리나라의 특산약재로는 우황과 인삼 등이 있으며, 따라서 이

러한 특산 약재와 관련된 한약 만도 1,800 여 처방이 있다. 이런 처방이 대표적인 전통처방으로 할 수 있다. 또

한 고려 및 조선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당약(唐藥)을 대치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향약10) 202품목은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서 추진하는 전통약물자원의 보호 장치

를 구축할 때 우리가 고유 전통약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11)

6) 약사법 제2조 제6항

7) �신동의학사전�(동방의학사, 2001), p1254 

8) 도서정보 2003, 한국 한의학 연구원. 2003; 117-119.

하당기증문고에는 400여부 고한의서가 있다. 조선고활자본 10책, 목판본 의서 33책, 중국판 의서 47책, 납활자 석판 프린터본 28책, 필

사본중 경험방서류 32책, 구급방류 6책, 구황방류 8책, 단방 간이방류 67책, 수의서류 5책, 가정의학서류 12책, 약성가류 23책, 한글의서 

(언해의서)류 9책, 장부론 7책, 침구서류 27책, 기타 의서 35책, 의학관련서 5책 등이 있다. 

9) 이제현, 김용진, 최환수; 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방안 -WIPO의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논의의 대응방안 모색;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2004.2月; p4. 

10)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 상류츨이 선호하는 약재는 중국서 수입된 약재로 당약이라고 불렀으나 이들은 고가이어서 사용계층이 상류

층의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 공급할 국산약재 개발이 절실하였고, 이러한 목적으로 대량 채취와 재배가 가능한 한국산 

약재개발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고려의 약재를 당약과 대비하여 향약이라고 하였다. 향약은 국내 자생 

약초로 중국산을 대치한 것이므로 식물학상 동일한 약재를 국내 산야에서 채취하여 당약을 대치한 경우와 동일한 식물은 아니더라도 근

연식물(유사품종)의 약초로 대치한 경우가 있다. 향약을 조사하여 중국산 한약과 신물학적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향약이 우리 고유의 약초

자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4-15

11) 장일무 외 6인,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조사”(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002), 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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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CCM's database에 수록된 대체의학의 수

2) 비방 형태

한약에서 비방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한의사, 한

약사 등이 자신만이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치료를 위한 한방 비법이다. 

비방의 종류로도 기존 방제에 기초하지 않은 순수 창작한 창방이 있고, 기존 방제에서 어떤 약재를 나름의 

지식으로 가감하여 새로 가감방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기존 방제 몇 가지를 혼합하여 만든 합방이 있다. 

보통 창방이나 가감방의 경우 한약의 특성상 전혀 다른 새로운 약물이고 그 효과도 기존 한약 방제에 비해

서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방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만방으로 많이 쓰이는 방풍통성산12)의 경우 그 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인

마다 약재를 가감하여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가감방은 기존의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창방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효능은 기존 방제보다 더 탁월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능

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3. 세계의 한약 시장 현황

1) 증가하는 한약에 대한 관심

대체보완의학 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The Research Council for Complementary Medicine's the 

Centralised Information Service for Complementary Medicine database : 이하 RCCM's CISCOM 

database)에 수록된 3만여의 대체의학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면 연구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다. 한약관련 논문

이 11,048편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동종요법에 관련된 논문이 7,741편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침에 관한 논문으로 5,433편을 이루

고 있다. 이중 한약과 침관련 논문이 전체의 55%

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3)

2) 세계의 전통의약 시장 현황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세계 총 491억불인 천연물약재 시장규

모 중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지

나지 않는다. 세계 천연약물의 주요 소비처는 아

래 그림에서와 같이 유럽, 미국, 아시아 3대 구역

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 >14)

12) 비만형인 중풍체질자의 고혈압 ‧ 동맥경화증으로 맥은 힘이 있으나 지방심(脂肪心)이고 장성 자가중독물(腸性自家中毒物)인 식중독, 신장

성 자가중독물인 수독(水毒)이 있을 때 쓰인다. 처방은 당귀(當歸) ‧ 작약(芍藥) ‧ 천궁(川芎) ‧ 치자 ‧ 연교(連翹) ‧ 박하 ‧ 생강 ‧ 형개(荊芥) ‧ 방

풍(防風) ‧마황(麻黃) 각 2g, 대황(大黃) ‧망초(芒哨) 각 2.5g, 길경(桔梗) ‧백출(白朮) ‧감초 ‧ 황금(黃芩) ‧ 석고(石膏) 각 3g, 활석(滑石) 4g

을 함께 달여 마신다. ; 네이버백과사전, 출처 두산백과사전

13) 이응세, “세계의 대체 의학 실태”(제3의학 제6권 제1호, 2001), p.44

14) 류태규 외 2인,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218

<그림 1> 세계 전통제제 시장 규모 비율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의 낮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방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높

다. 전통의학 이용비율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한방의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한의학 산업화에 관심

이 높다는 점도 국내 한방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세계 

보완대체 의학 시장은 200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15)되는 등 동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대체 의료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장 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16) 

0 20 40 60 80 100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그림 2> 각국의 전통의학 이용비율

허청), p90-91

15) cf.2001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1,500억 달러 (WHO, 2002) 

16) 류태규 외 2인,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

허청), 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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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약의 세계화와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1. 한약의 세계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의 전통의약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의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 한약의 잠재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시장의 증가와 함께 한약의 세계

화 필요성도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인 한약을 세계화하는 방안을 학계나 의료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색 중인데 크

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나 논문집등을 통해 세계

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아 세계화하는 방법이다. 

1) 국제 간행물을 통해 세계화 시키는 방법

권위있는 잡지나 논문집을 통한 국제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의 성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

리는 것은 가장 손쉽게 우리가 가진 전통 지식인 한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

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한약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약재를 혼합하여 처방하는 한약은 실험을 통

해 나온 결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각의 약재의 원산지, 끓이는 방식, 혼합한 비율등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써 인정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SCI (Science Citation Index) 등의 인용지

수(Impact Factor)17)가 높은 논문집에 실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단방약이나 한가지 한약재의 성분등을 추출해

서 연구를 해야만이 보다 권위있는 잡지에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한계는 간행물로 발표할 경우 그 연구 결과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라도 개발할 수 있는 

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

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허

법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일정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18) 그러므로 

간행물에 기재된 후는 지적재산권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학계나 의료계의 지식으로써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재산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의 시장가치를 생각한다면 지적재산권으로의 활용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을 통해 세계화 시키는 방법

지적재산권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약을 세계화 시키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의 한약의 우수성을 알

리는 한편 산업적으로 외화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모

17) Impact Factor란 특정 잡지에 실린 한 편의 논문[“평균 논문(Average Article)”이라고 할 수 있다]이 어느 특정년도나 특정기간 동안 인

용된 빈도수의 척도로서 그 논문이 실린 잡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18) 윤선희, �특허법�(법문사, 2007), 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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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도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과연 한약을 특허로써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약의 특성상 그 한계가 무엇인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과연 우리가 자주 쓰는 한약이 세

계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재권 영역에서는 얼마만큼 특화되어 있는지 조사되어진 바도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려진 한약의 효능이나 성분이 다른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

을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지재권으로써 보호함으로써 세계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2. 한약의 지적재산권 필요성

1) 사회 문화적 측면

(1) 한약의 사회 문화적 특징

한약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한약에 대한 관습적이고 전통적 이용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한약은 전통적 공동체의 전통자원과 전통지식으로써 가치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체의 

단결과 통합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 지식인 한약 속에 담겨있는 우리나라의 한의학, 한약의 생성, 변화, 발전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

족의 변화하는 삶과 문화를 알 수 있고 또한 민족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지역과 시기에 있어서 전통을 고정하기 보다는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약의 

가치가 주요관심사로 다뤄지는 곳이 WIPO 정부간위원회(inter governmental conference: 이하 IGC)이다. 

예컨대 WIPO IGC 제4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19) 

“문화유산은 생산의 영구적인 과정이다. 이는 축적되어왔으며, 혁신적이다. 문화는 성질상 조직적이고 이

를 위한 생존, 성장과 발전은 필수적이고 전통은 이러하여 미래를 건설한다. 전통은 단지 모방과 재생산이라고 

종종 생각되어지지만 이는 또한 전통적 구조 안에서 혁신과 창조에 관한 것이다.”20)

(2) 전통지식으로써의 한약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약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전통 지식이다. 전통지식은 그 시대의 많은 과학적 혁신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문화적, 정신적, 역사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의서의 기록에 의해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한약이 보양제(補陽劑)21)라면 그 시대는 전체적

으로 한사(寒邪)의 침입을 잘 받을 만큼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또는 그 시대 중요시 여겼던 방제의 기류가 

양를 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유행 한약이 행기제(行氣劑)22)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

거나 체하는 일이 많아서 그 시대의 방제의 기류가 소통을 중시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19) 손세정,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24

20) WIPO; GRTKF/IC/4/3 (20 October 2002) 8.

21) 보양제는 보양약을 주로 하여 구성되어 신양(腎陽)을 온보(溫補)하는 공능이 있어 신양부족으로 인한 명문화쇠(命門火衰)의 증후를 치료

하는 일종의 방제이다.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공저,�방제학�(영림사, 2001) p.312

22) 행기제는 행기를 주로 하는 약물로 구성되며 기기(氣機)를 소통시키는 공능이 있어 기기울결(氣機鬱結)로 인한 병증을 치료하는 일종의 

방제이다.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공저,�방제학�(영림사, 2001)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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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전통서적의 하나인 동의보감 서문에는 그 시대의 역사가 담겨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

다.23) 

�우리 선종(宣宗) 대왕께서는 몸조리를 하는 방법으로써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학에 관심을 두고 백

성들이 병으로 앓는 것을 걱정하셨다. 일찍이 병신년(1596)에 태의(太醫)로 있던 허준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었다. “요즘 조선이나 중국의 의학책들은 모두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초록(抄錄)들이므로 그대는 여러 가지 

의학책을 모아서 좋은 의학책을 하나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중략-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약재가 많이 나기

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이와 같이 한약은 전통지식으로써 그 자체의 처방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인 공동체 속에서의 삶과 연관지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 산업 경제적 측면

(1) 한약의 산업 경제적 특징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면서 세계는 대체의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미 많이 발전해 온 서양의약과 달리 한약은 아직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의학으로는 신경성 병이나 스트레스성 병은 원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증상치료를 위한 차단제을 제공할 뿐

이다.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것은 이미 발생한 병에 대해 속이 쓰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증상치료 약이다. 하지만 한약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애초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비위(脾胃)를 보(補)하는 약이나 

상역(上逆)하는 기(氣)를 하강(下降)시키는 약24)등을 조제하면 원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약은 세계적인 관심의 고조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비한 효능이라는 장점을 고려할 때 상업

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으며 그 잠재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사료된다. 

(2) 지적재산권으로써의 한약

한약이 지적재산권상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영업 비밀, 상표법, 특허 등이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25) 영업비

밀은 인적 기업비밀, 물적 기업비밀 및 재무적 기업비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한약에서의 비방은 영업비밀의 

물적 기업비밀에 해당한다.26) 

23) 허준, �동의보감�(여강출판사, 2001), p9

24) 동의보감 내경편에 기에 관해 이런 글이 있다. “최근에 냉기, 체기, 역기, 상기라는 것들은 모두 폐가 화사(火邪)를 받아 기가 타오르면서 

변한 것이다. 기는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거나 숨길을 훈증하는데 이것이 심하면 병이 된다.”, “보통 맵고 향기롭고 성질이 조열한 

약을 쓰는데 이것은 불로써 불을 끄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역한 기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약을 써서 기를 내리는 원인 치료를 하고 

있다.허준, �동의보감�(여강출판사, 2001), p78

2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세창출판사, 2009), p537

26) 물적기업비밀은 기업시설이나 중요한 서류, 문서, 견본품 등에 관한 비밀, 생산기술이나 연구개발 등에 관한 비밀, 판매계획, 고객리스트 

등이 있다.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세창출판사, 2009),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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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공개의 대상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것인바 특허는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이 생명이므로 누구에 의해서건 간에 그 비밀이 공개되었다면 그의 영업비밀성은 

소멸한다.27) 

상표법으로써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통의약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특정 전통의약 보

유자가 쌓아 올린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전통의약 보유자와 소비자(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 내지는 신

용을 보호하는 것이다.28) 원래 상표법이나 지리적 표시등은 창작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의미에

서는 전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표권 보호나 지리적 표시 보호 등은 전통의약 등의 보호

에 유용한 방안이 된다.29) 

 특허법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의약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약도 특

허의 대상으로써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갖춰져야 하며 그것이 갖춰진 후는 

산업재산권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약 특허권이 영업비밀보호나 상표권같은 앞의 두 가

지와 다른 점은 전통지식인 한약을 보호하는 범위다. 

영업비밀보호는 나만 알고 있는 한약을 비방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알려진 전통지식으로써

의 한약을 세계시장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는 있지만 전통지식을 세계적으로 보

호받고 인정받기 위한 지적재산권으로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상표권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약의 명성이나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약 처방 

자체나 효능이나 생성 방법 등을 보호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상표법으로 향, 3차원적인 무늬, 재질, 움직이는 

상표까지도 보호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넓어지긴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전통지식으로서의 한약 자체의 조합과 

효능 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약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써 보호하는 방법이 한약의 권리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Ⅳ. 전통지식으로써 한약의 보호 방안

1. 전통 지식 보호에 관한 다자 협정

피터 드라호스(Peter Drahos) 교수는 어떻게 일부 다국적 기업가들이 전 세계 정보 질서의 현장을 작성하

였는가를 보여주는 그의 책에서 세계 지적 공유지의 몰락의 역사를 살피면서 민주적인 재산권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다자 협정, 양자 협정과 일방주의 3가지 방법을 거론하면

서 양자 협정과 일방주의는 단기적으로 유연한 협상 방법이지만 다자 협정이 장기적이고 확고한 보호 방법이라

2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세창출판사, 2009), p542

28) 전통의약품 상표로는 예를 들어 부채표 활명수, 이명래 고약 등이 있다.

29)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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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30) 따라서 전통지식 보호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다자협정을 이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다자 협정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31)

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CBD32)하에서 전통지식의 보호는 그 자체 독립적인 가치나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33) 그러

한 이유로 제 8조 (j)항34)은 전통지식에 대해서 비강제적인 용어로 언급하고 있다. 제8조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닌 유전자원의 현지 내 보전을 다루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 체약국에 대한 단순한 권고의 대상에 그치고 있다. 전통지식은 생물 다양성과 관

련되었으나 이러한 두가지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CBD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지식과 관

련된 다른 CBD 조항들 중에서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조

항은 없다. 35)36)

CBD의 제8조(j)가 채택한 전통지식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전통지식에는 전통적 농업, 생물다양성 및 의약

에 관련된 지식 이외에 민간전승물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는 WIPO와 UNESCO가 채택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행위로부터 민간전승물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의 모델규정”이 있다. 이 모델규정

은 민간전승물의 개념정의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민간전승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대신에 “민간전

승표현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규정 제2조는 민간전승표현물은 공동체의 전통적, 예술적 유산

의 특징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지식을 민간전승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37) 이처럼 “전통지식”은 지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도 개념적으로 포함한

다.38) 이의 개념을 CBD 제8조(j)에 따라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요약하면, 전통지식은 전

30) Peter Drahos & John Braithwaited, �Information Feudalism : Who owns the knowledge Economy?� (paper ed. 2007), p73

31) 손세정,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42-46

32) 2006년 3월 브라질의 쿠리치바에서 개최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와 ‘국가관할권 밖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나는 생물종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의 규칙을 논의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태계 보전의 주요 수단인 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두가지 의제에서 보듯 최근 

생물다양성협약은 논의의 범위가 종 이용에서 보호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고 때로는 유관 국제기구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양

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생물다양성협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육근형, 

남정호, “생물다양성협약(CBD) 동향 및 대응방향” (해양수산 2007. 통권268호) p.2

33) CBD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의 성분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제1조).

34) Article 8(j) 에서는 지역 공동체 참여 및 지역의 향토지식 활용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 이러한 조항등을 제10조 (c)항, 제17조 2항과 제18조4항이다. 실제로 제8조(j)항은 ‘보호(protec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제

8조(j)항은 ‘존중(respect)’, ‘보존(preservation)’, ‘유지(maintenance)’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재산상의 권리를 허용

하는 법적인 장치를 암시하고 있지 않는다,. 제8조(j)항은 국내 입법은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해야한

다고 말하고 있고, 이익의 공유는 양자 합의를 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8조(j)항을 보완할 법적 체제는 재산상 권리 체계의 필요 없이

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단순히 보상할 권리만으로 충분하다. 

36) 손세정,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42-46

37) 광의의 민간전승물을 전통지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한편 협의의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 중에서 주로 저작권과 관련되는 전통문학, 

무용, 미술, 종교행사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경희

법학�(제36권 제2호) p113

38) 전통지식은 사상과 표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표현 양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Nuno Pires de 

Carvalho, “The TRIPs Regime of Patent Rights”(2002)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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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

에 포함된다. 이러한 전통지식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약을 들 수 있다.39)

<그림 3> 전통지식과 전통의약지식, 민간전승물 및 유전자원의 관계

또한 한약은 앞의 정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물,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지식으로써가 아

니더라도 유전자원의 하나로써 생물다양성과 직접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식량 및 농업유전자원 국제규약

국제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이하 FAO)40)의 식량 및 농업유전자위원회는 

각 정부들이 1983년의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약을 재협상하는 상설 포럼으로서, 식물 유전자원 접근문제 

및 농업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41)

1983년 구성된 FAO 식량 및 농업유전자위원회는 1983년 제22차 FAO 총회에서 “식량 및 농업유전자원 국

제규약”을 채택하였다.42)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이 규약은 CBD와 유사하나 농업생물다양성과 농업공

동체의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협상이 완료될 경우 이는 CBD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의정서가 

된다. 여기서는 농민의 권리와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균분의 조건을 확립하며, 그에 대한 지역공

동체의 권리 및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43)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약이 식물, 동물을 원료로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유전자원의 하나라고 볼 

때 FAO 국제 협약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한약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이하 

39)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01

40) 식량과 농업에 있어서 적용하는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에 관한 한 관심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FAO 협약과 CBD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CBD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목적이고, FAO 협약에 있어서는 농업다양성이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서계

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비교법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제8권1호, 239, 272-273 

(2007, 8).

41)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80

42) 자세한 내용은 http://www.fao.org/ag/cgrfa/ID.htm 참조

43)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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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CD)

CBD와 FAO 협약과 달리, 비록 전통지식에 대한 매우 협의의 맥락에서 가뭄의 효과를 완화하고 불모화를 

막기 위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UNCCD44)는 전통지식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는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다. 

UNCCD는 최상의 보호방법은 전통 지식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를 이용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UNCCD의 다음의 조항들에서 발견된다. 첫째, 제16조는 2가지 종류의 조치를 권고45) 하

고 있다. 한편으로, 당사국은 전통지식을 위한 보호를 보장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적절한 보상(appropriate return: 단순한 보상권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차선책임을 가리키고 있다. 비록 제16조 제(g)항에서 다른 보호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이는 전통지식의 전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로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UNCCD는 

좀 더 명확히 이를 포함하고 있다.46)

보상권은 역시 연구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제17조(c)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17

조(c)항은 상업적 착취와 어떠한 기술적 발명에 이른 과학적 연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착취로 초래한 재정적인 

이익을 전통지식보유자에게  수여한다. 이익 소유권의 인정은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소유자로서 전

통지식 창조자는 허가받지 못한 이용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통지식보

유자는 자신들의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전통지식을 연구와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전통

지식보유자는 자신들의 무형의 자산을 관리할 자격을 가지는데 이는 CBD와 FAO 협약의 시도와 크게 다른 점

이다. UNCCD는 이미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미래의 조화로운 특별보호방식 체제를 위한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47)

그러므로 UNCCD는 전통지식에 대한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의 권리화와 그에 따른 보상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WIPO의 전통지식 지재권 논의의 동향

한약은 전통지식에 속하는 것으로 WIPO에서 수차례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WIPO 정부간 위원회(IGC)에

서48) 제1차부터 제9차까지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9)

44)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1994).

45) CBD와 FAO 협약과 같이 UNCCD는 단순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서, 단지 ‘적절한 경우’에만 

채택되어질 수 있다. 국내법이 그 조항에 대해서 우선할 것을 보장하려는 CBD의 이유는 지역 부족들과 협상한 조약을 보전하고 나중에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여럽 협상국들의 바램이었다. L. Glowka, et al.,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UCN, Gland, 48 (1994). 

46) 손세정,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45

47) 손세정,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46

48) 18개 정부간기구 및 15개 NGO(observer 자격)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원(GR) 접근 및 이익공유

(ABS), 전통지식(TK)의 보호 및 민간전승물(FL) 표현의 보호 등 3가지 이슈에 대해 WIPO 사무국이 제시한 작업과제들(Possible task)

을 중심으로 향후 작업추진방법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49)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72-173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226

첫째,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주장하는 방어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개도국

은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개도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적극적 

보호방안인 독자적 체제에 대하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현 지재권제도와 관습법 등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

하므로 독자적 체제의 도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특허심사시 출처공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출처공개도입에 반대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유럽과 스위스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이하 PCT)50),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 이하 PLT)51) 등에 출처공개의무를 형식적 요건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하고 출처공개과 사전승인 이익공유가 국제조약에 의하여 법적 구속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와 관련하며 EC, 일본 등 선진국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

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을 반대한 반면에 아프리카 그룹과 인도, 이란 등 개도국은 전통문화표현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토착 및 지역공동체의 참가 및 자발적 기금과 관련하여 토착 및 지역공동체의 참가는 만장일치로 승

인하였으며 참가지원 기금은 자발적 기금(Voluntary Fund)으로 조성하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논의의 진전은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당분간 

논의의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WIPO의 전통의약분야 데이터베이스 동향

위와 같이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통의약분야에 대한 보호

를 위해서는 먼저 각 국의 전통의약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최근 WIPO사무국에 의하여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제안된 4가지 과제 중 전통지식을 특허 심사 시 효

율적으로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

로 WIPO는 각 회원국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전통지식 중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은 지재권적 보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의 

구체적인 예로서 국제무대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의약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단

순히 선행기술로서의 정보제공과 이를 통한 잘못된 특허의 방지라는 목적 이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통

의약 관련 전통지식을 토대로 한 발명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를 널리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50) PCT는 각국의 특허제도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권의 효력범위는 그 나라 영토 내로 한정됨에 비하여 

각국 국민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발명을 다수 외국에 출원할 필요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PCT는 이러한 출원인과 각국 특허청의 가중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여 1970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였다.

51) PLT는 27개조항 21개규칙 및 6개 합의선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0. 6. 2. 채택되었으며 국내 및 지역 출원절차 및 방식요건의 통일

화,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출원방식요건의 완화, 특허방식요건에 대한 상이한 국제표준 도입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PCT 규정고려 등

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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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계의 전통의학 데이터 베이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52) 

TradiMed 데이터베이스(Traditional Oriental Medicines Database)는 한약에 관한 컨텐츠로 가장 많은 

정보량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총 3,196 종의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동의보감 수록 한약재

를 비롯하여 한국고전의약서 11종과 중국의 의약서(단계의집)에 수록된 한약재를 포함하고 있다. TradiMed 데

이터베이스는 한의약 관련 컨텐츠로는 최대의 정보량을 제공하고 또한 천연물 화학 정보, 한약 성분 분석 방법, 

고전의약서 참고서적, 안전성-부작용 정보, 수치 정보, 식물학적 분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통의약 데이터베이스로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서비스하는 Napralert 

데이터베이스, 중국 중의연구원 신식연구소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TCMLAS, 미국농림성 국립농학연구소의 

Agricola, 미국 NIH 산하건강보조식품연구실(Office of Dietary Supplements)의 건강 보조 식품 관련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서비스, 일본의 국립정보연구소(NACSIS)의 일본 국내대학 소장 도

서 및 국내 학술 논문의 컨텐츠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표 2> 국내외 전통의약지식 데이터베이스 컨텐츠53)

4. 한약의 전통지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확대하여 지재권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52) 장일무 외 6인,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조사”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2002), p.53-57

53) 특허청, supra note 5, 56; 특허청,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2차년도”,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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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통 지식을 보호받는 것 이상으로 특허를 통하여 산업 경제적으로 국익을 취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통지식인 한약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산업화를 위한 제품을 보

호하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한약제제의 선행기술 선정을 위해 한약제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특허 심사에 활용하

고, 우리의 전통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통지식의 문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터메릭 

특허54)가 있다. 1995년 미시시피 의료센터는 신속히 상처치료를 할 수 있는 심황가루(powdered turmeric)약

제에 대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얻었다. 이에 인도 과학 산업 연구 위원회(CIR)는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이의신청하면서 삼황가루가 인도에서는 너무 잘 알려진 전통치료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헌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97년 8월 미국 특허청은 특허를 거절하였다. 이와같이 문헌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

리의 전통 지식을 권리화했을 경우 대항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WIPO의 전통지식 등의 지재권적 보호 논의에서 데이터베이스(DB)화된 전통지식 등만을 보호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그룹에서  DB 구축 관련해서 기술적 사항중에 DB 내의 필드 정의 

및 구분 기호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및 사용 용어 표준 등 전통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출처 확인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의학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55) 

DB 안에 포함될 문서는 보건복지부예규 제233호(96.6.7) 제4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 한약서 11개인 방약합

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만

으로 한정해서는 안되고, 앞의 의서 형태에서 언급했던 현존하는 의서 136종을 시작으로 이외 아직 일반인에게 

미공개된 희귀본, 발간하지 않은 원고본, 당시 명의들의 임상기록 등까지도 차츰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약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으로서 DB로 확실히 구축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에 전통 지식을 빼앗

기는 일이 없이, 한약의 상품화를 위한 선행기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 한약의 세계화에 한 몫 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선행 논문들에 많은 연구가 되어있다.56)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약의 세계화를 위해 특허로써 한약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54) the Turmeric Patent=US Patent 541504 

55) 김윤경 외 3인, “한약제제의 권리보호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통권12호, 2004), p10

56)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경희법학 �(제36권 제2호) 또는 이제현, 김용진, 최환수, “우리 

전통의약학 자료의 보호방안 -WIPO의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논의의 대응방안 모색”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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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허로써 한약의 보호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특허법에서 의약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에 대한 특허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또 불특허 사유57)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해당 발명이 산업에 유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의약품등 화학물질 등의 

경우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특히 문제되는데 화학물질은 반드시 그 용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지재권협정 제27조 제3항 a에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 및 수술방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8) 

위와 같이 의료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 전통의 태도이다. 이는 의료적 발명이 

널리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례 역시 의료업 자체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인체를 발명 구성의 요건으로 하는 순의료적 발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59) 

반면 치료기계나 의약의 발명처럼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설령 의료업상의 이용일지라

도 이것을 생산하는 자체가 산업상의 이용이 되므로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우

리 특허청 역시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

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하지만 이들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생산물(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

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60)

그러므로 한약도 의약품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될 수 있다.

2. 신규성

우리 특허법은 발명이 (a)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알려진 것(공지), (b)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공용), (c)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간행물기재)일 때에는 신규

성이 없다고 규정한다. 61)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 무효로 된 것은 수없이 많다. 특

히 제3세계의 전통의약을 그대로 특허 취득하여 무효로 된 사례도 있다.62)

57) (특허법 제3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8) 김원준, �특허법원론�(박영사, 2009), p113

59)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 250 판결.

60) 윤선희, �특허법�(법문사, 2007), p 158

61) (특허법 29조 1항)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62) 앞에 4. 한약의 전통지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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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약의 존재형태 중 의서에 기재된 전통의약 그 자체는 신규성이 없어

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방은 기존 의서와는 다른 신규성을 갖추고, 탁월한 효과를 입증할만한 진보

성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전통 의서에 적혀있는 기존 한약처방은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것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아예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한 지역에 알려져 있다고 해서, 또 특정 부족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전 지구상에 공유

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출원인에 따라 공유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63) 

예컨대 출원인이 부족이라면 공유여부 판단은 이 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통

해서 전통지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통지식을 가진 자를 통제하는 꼴이 되며, 그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

다. 이 의견을 따른다면 전통의서의 기존처방도 우리나라가 출원인이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3. 진보성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그 출원 전 선행기술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진보성 판단의 방법은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을 대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및 효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심

사하는 것이다. 그 판단 순서는 먼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확정하고, 발명의 3요소인 목적, 구성, 효과를 대

비하고 양자의 차이점을 판단한 후, 자명성 여부, 즉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극복하여 인용발명으

로부터 출원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가 자명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판단한다.64)

한약의 경우 선행기술인 기존 한약에 창작성을 가지고, 기존 한약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창방이나 가

감방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한약제품을 창작했거나, 또는 기존 한약에 비해 더욱 효

과가 뛰어난 한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한약 특허의 한계

1) 특허권을 가지는 자

특허법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이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한다.65) 현행 지적재산법의 기본 구조는 특정 자연인의 지적창작 활동은 전제로 그 성과물을 

63) Zhang Weib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Medicines in China, WIPO 전통의학 지적재산권 회의 자료 (2000. 

12. 방콕), 1면.

64) 김원준, �특허법원론�(박영사, 2009), p165-171

65) 특허법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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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발

명을 한 당해 종업원이며, 법인이 아니다.66) 특히 한약의 경우에는 한약 처방 대부분이 전통 의서에 근거한 처

방이며 조금씩 용량이나 용법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신규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특허법상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누구인지를 콕 찍어서 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신규성’ 요건보다는 ‘진보성’ 요건에 더 중점을 둔 심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지, 공

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같지 않은 변형의 경우 ‘신규성’을 인정하고 대신 ‘진보성’ 판단에서 효과의 탁월

성 여부를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통상 실시권

특허권은 차단효과가 있는 독점권으로서 당해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혹은 그로부터 허락을 얻은 자

만이 실시할 수 있다. 이 점은 특허권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

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

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

허 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67) 그러므로 한방비법을 출원하여 특허취득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당해 비법을 이미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

가 있다.

3) 특허 침해 용이

한편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므로 커다란 시설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한약은 그 특성상 특허 침해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한약을 개

발하여 그 약제와 용량과 그 용법을 특허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의원에서 그 약제로 비슷한 용량으로 

하여 다이어트 약을 조제하기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서 특허법에 

의해 처벌을 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약은 한의사나 한약사의 개별적인 장소에서 약을 조제하

고,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역공정으로 어느 재료가 얼만큼씩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내

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혹 다른 사람이 특허를 취득한 한약이 있어도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그것을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종자산업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보호

품종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식물신품종으로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 식물에 대한 이 규정을 식물을 원료로 하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식물품종보호를 

위한 이 제도를 참고삼아 보호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단 특허를 취득한 후에는 그 특허대상인 한약과 유

사한 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한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 주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66) 특허법 제39조, 제40조 참조.

67) 특허법 제103조 참조(先使用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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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제한 

특허법은 의약발명 또는 의약제조방법 발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68) 즉 2가지 이상의 의약(사람

의 질병의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가지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2가지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

법이란 화학방법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조합으로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조제방법을 의미한다. 2가지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조제한 하나의 의약이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을 때는 새로운 의약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는 약사나 의사의 처방 조제행위는 특허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함이 일반적이다.69) 이렇게 

볼 때 기존 두 가지 처방의 합방은 당연히 특허권이 미치지 못하는 조제 행위가 된다, 한약 하나하나의 재료를 

의약품으로 본다면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을 가감하는 행위를 조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

면 다른 나라와 같이 특허권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판례도 수종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위 조제행위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고,70) 그렇게 볼 때 특허권이 가감방

이나 창방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합방식에 대한 예외적 특허 인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부

분의 한약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약의 세계화를 위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5) 특허권 판단에 대한 한계

한약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한약에 대한 효능을 직접 실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약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서양의학이나 약

리학적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한약을 의약품 

보다는 건강보조식품 쪽으로 권리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해 줄 전문가나 심

사관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특허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판단도 정확히 내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약의 특허화를 위한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5. 세계 시장에서 한약(허브)을 특허시키기 위한 가능성 검토

1) 전통의약분야 국내 특허 출원 동향

1986년부터 2001년 까지의 전통 의약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86년도20여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가 1999년도에는 19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 2000년 375건을 기점으로 2003년 435건, 2003년 516

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2001년 이후의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전통의약으로부터 천연물

68) 특허법 제96조 제2항 참조

69)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경희법학�(제36권 제2호, 2001), p126

70)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조와 동법 제21조 소정의 조제는 구별되는 바, 감초, 녹용 등 수종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위 조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3.9.선고, 81도2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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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 천연물 관련 바이오벤처기업의 증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정부

의 지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71)

<그림 4> 국내 연도별 전통의약 특허출원건수

이들 전통의약분야 특허 출원을 내국출원과 외국출원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내국출원이 차지하는 비

율이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사이에 91%로서, 외국출원 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 

이후 출원된 전통의약분야 특허출원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분야는 식물에서 유래된 민간전통 의약출원이 전체

의 78%로서 광물유래10%, 동물유래 12% 출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체수가 많

고 자원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72)

2) 전통의약분야 세계 특허 출원 동향

한편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WIPO PCT의 식물유래 의약품(국제특허

분류(IPC) A61K 35/78~35/84) 특허출원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 3> 과 같다.73)

71)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28

72) 고광국,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29-30

73) Ibid.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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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외 특허 출원건수

3) 주요 한약의 세계 특허 출원 조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1 가지 종류의 한약재인 인삼, 감초, 생강, 당귀, 작약, 천궁, 

지황, 황기, 백출, 대추, 계피의 세계 특허 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동양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과 서양권에서

는 미국,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특허 동향을 분석해 보았다.<표 4>74)

74) 데이터 수집을 위해 유럽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사이트인 http://gb.espacenet.com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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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등의 동양권 나라에서는 한약의 특허수가 다른 서양권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국은 인삼과 천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한약재에 대한 특허수가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아직 한약에 대한 특허수가 많지 않기에 우리나라 

한약의 세계화를 위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4) 서양에서 많이 쓰이는 허브의 세계 특허와 한국 특허 출원 조사

서양에서 각광받고 있는 천연식물인 허브의 전 세계적 특허 수와 우리나라의 특허 수를 조사해 보았다. 서

양에서 입욕제나 향기, 민간 요법등에 많이 쓰이는 라벤더를 포함해 9가지 허브를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중 전 세계 특허수와 이 허브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낸 특허 수는 다음과 같다.<표 5>75) 

world wide

전세계

KR

한국

Geranium 957 8 

Tea tree 204 12

Eucalyptus 218 5

Lavender 162 7

Cypress 138 11

Sandalwood 55 1

Basil 52 4

Melissa 49 4

Juniper 36 4

<표 5> 서양에서 많이 쓰이는 허브의 특허 수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동양과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천연식

물(한약이나 허브)의 종류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알려진 전통지식의 기반이 서로 다름

을 보여준다. 또한 서양의 다른 나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 지식을 세계적으로 권리화하는데 아직 대대적

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6. 한약의 특허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새로운 효능 발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한약재 십여 가지에 대한 국제적 특허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

본 등 동양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특허 수는 많지 않았다. 특히 그 특허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었고 

중국 사람이나 그 외 국가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잘 알려진 한약재에 대한 특허

75) http://gb.espacenet.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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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등록된 것을 보면 아직도 그 약재에 대한 효능이나 활용성이 계속 밝혀지거나 개

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효능 등은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에 이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비방의 특허화

한약의 존재 형태에서 언급했듯이 대중적이지 않은 새로 만들어 낸 창방이나 용법 용량이 다른 자신만의 

가감방은 특허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보약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탕을 처방할 때 과거에 

문서로 남겨진 바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약재를 첨가해 효능을 증강시켰다거나 또는 요즘 많은 한의원이나 한

약국에서 인기리에 처방되는 비만방은 책에 나오지 않은 개인의 노하우로써 창방에 속한다. 이런 처방들은 외

국에 특허로 등록하더라도 역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재

산권의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역시 한약의 특성상 특허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침해

될 수 있는 권리 사이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나라에서 약사나 의사

의 처방 조제행위를 특허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비방을 특허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한약을 다

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이 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3) 한약의 방제, 포제 부분의 특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한약의 대부분은 모든 한약재를 한 단지 안

에 넣고 달여서 먹는 방법과 약을 소분하여 뭉쳐서 환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요즘 새로

운 한약의 방제와 포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끓일 때 

생기는 수증기를 모아서 그것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환으로만 알려져 있던 우황청심환이라는 약재를 액체로 

조제하여 상품화하고 특허를 낸 사례76)도 있다. 또한 한방제약회사에서는 한약을 과립제로 만들어 일회분씩 처

방하기 좋게 상품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에 쓰여진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해 오던 한약을 조제

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과제였던 전통지식을 첨단의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혁신과 진보를 이루는 동시에 기존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보호하면서 활용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77) 

4) 상업화를 위한 제안

(1) 한약의 티백화, 캡슐화

한약을 현재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 가서만 조제하여 먹을 수 있다면 외국에서 한약을 

지재권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업화하여 세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천연 

식물을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오늘날 현재의 달여먹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상품화하기 어려워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한약도 먹는 방법을 더 간편하게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약을 외국의 실

76) 대법원 1996년 10월 11일 선고, 96후559판결 (특허청 1991.2.1 등록 제39536호, “우황청심액의 제조방법”

77) 이와 같이 전통지식을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경우,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전통지식을 위주로 하고 보호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정, 조상혁, 안효질, “전통의약 분야의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 연구” �경희법학�(제36권 제2호)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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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맞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약의 티백화나 캡슐화도 한 방법이다. 한약도 일반 녹차나 홍차와 

같이 차를 마시는 것처럼 쌍화탕 티백을 만들거나 사물탕 캡슐을 만들어 쓴 맛을 느끼지도 않고 휴대하기 간편

하게 상품화 한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지재권을 등록

할 수 있는 동시에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약국에서 캡슐화한 허브제품을 판매하듯이 

우리도 그런 한약을 개발할 수 있다.<사진1>

<사진 1> 독일의 약국에서 허브제품을 캡슐로 만들어 상품화 한 bioforce의 상품들78) 

(2) 식품으로써의 한약 (건강보조제, 약선, 사탕 등)

세계적으로 의약품을 특허받는 것은 심사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므로 한약을 식품으로 개발하

여 특허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첫째,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허약한 사람에게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

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기혈쌍보제(氣血雙補劑)인 십전대보탕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한다던가, 감기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쌍화탕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또는 한약을 다이어

트 식품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의 약국에서는 각종 허브 제품으로 비만제를 만

들어 상품화 하고 있다. <사진 2>

둘째, 한약으로 만든 음식을 발명해 특허를 받는 방법을 제안한다. 몇 년 전 드라마 대장금이 여러 나라에

서 방영된 후 한류열풍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한국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약선(藥膳)요리79)라고 하여 약과 음식을 함께 요리하는 분야도 등장했다. 게다가 한약은 그 원료라

78) 상세한 제품에 대한 안내는 http://www.bioforce.com 참조 요망.

79) 한국 약선 연구원 싸이트 참조 http://koreayack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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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식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을 알

리면서도 동시에 한약의 효능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써 한약의 권리를 지키고 세계화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진 2> 각종 허브 제품으로 비만약을 만들어 진열 판매하고 있는 영국의 약국

세번째로 제형화된 식품, 예컨데 사탕이나 술등에 한약을 첨가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식욕증진 보약으로 많이 처방하는 소건중탕 같은 한약을 어린이들의 입맛에 맡게 젤리나 사탕 제형으로 

만들어 상품화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홍삼 젤리80)와 홍삼 젤리 제조방법81)으로 특허를 받은 

예가 있다. 역시 한약 재료를 첨가해 신경통을 치료하는 술82)로 특허를 받은 예도 있다. 

(3) 공산품으로써의 한약 (비누, 샴푸, 화장품, 방향제등)

마지막으로 한약의 세계 특허화를 위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산품에 한약을 접목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런 유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누, 샴푸, 화장품, 방향제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 전통 

문헌에 따르면 한약 제제 중에서 얼굴이나 몸에 바르면 좋은 한약도 있는데 특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러 가지 한약들을 혼합하여 옆에 두고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등의 전통의서의 내

용도 있는데 그런 한약은 방향제로 공산품화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체의학인 아로마테라피처럼 활용할 

80) 출원번호 1020010078780 (2001.12.13),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출원 포기

81) 출원번호 1020020080396 (2002.12.16) 

82) 출원번호 1020040104049 (2004.12.10), 마디마디 관절염치료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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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의서 속에는 현대 시대에서 보아도 진보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고 그 전통지식과 발전된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잘 접목하면 우리나라의 한약을 세계시장에서 권리화,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

무진하다.

Ⅵ. 결론

전통 지식으로 예전부터 쓰이고 있고 대중화 되어진 한의학과 한약의 권리화와 세계화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한약을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활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한약이 가진 특수한 성질에 기인한다. 우선 전통의서에 기록되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약에 대한 권리화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문제이고, 특허를 내지 않고 한약제제를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권리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또한 한약은 개별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만들기 때

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권리를 침범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폐쇄성이 문제이다. 게다가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 제한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약을 권리화 시키기 위해 지재권을 신청

했을 때 그것의 효과 등을 입증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해 주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약에 대한 지

적재산권을 인정받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약에 대한 권리화의 어려움은 인정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속하는 

한약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동양의학이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미국이나 세계 각지에는 이미 

한의원이 들어와 서양 사람들을 끌고 있고, 천연 식물과 허브를 적극 활용해 의약품이나 식품 보조제로도 만들

어 약국에서 진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허브나 식물로 만든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 빠른 외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

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전통 지식인 한약을 권리화하기 위한 아

무런 대비책이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약에 대한 권리마저 발 빠른 다른 나라에 빼앗

길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하여 수년간에 걸쳐 WIPO의 정부간 위원회(IGC)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

었으며 이미 초안까지 작성되어 있지만 아직 각 국의 의견 차이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조약이 결정지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결론은 앞으로도 또 오랜 시

간이 걸려야 완성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손 놓고 결론만 기다리

고 있으면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기에 현재 한약을 세계적으로 권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 

그 하나로 전통지식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전통지식으로써의 한약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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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TradiMed 데이터베이스(Traditional Oriental Medicines Database)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통의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약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전통지식으로써의 한약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또 한가지 방안은 특허 확대를 의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한약재에 대한 세계 

특허 수 경향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직 우리 나라 한약의 세계적 권리화의 미래는 밝다. 현재도 우리나라 

한약에 대한 새로운 성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허화하고 있기에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권리화

하기에도 가능성 있어 보인다. 또한 현재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는 가감방이나 창방과 같은 비방 역시 세계 시

장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방제와 포제 부분을 특화하여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포장

을 변화 시켜 보다 간편화 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한약의 티백화, 캡슐화, 그리고 식품이나 공산

품과의 접목을 통한 한약의 상품화는 우리나라 한약을 선행 기술로 보호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특허를 인정받

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한약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법이 다를 것이

고 그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려면 많은 투자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약을 건강식품으로가 아닌 의약품으

로 접근하려면 그 기준은 더 높아질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 국익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도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한약 시장의 무한함

을 깨달아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의 많은 연구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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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
-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 우수상�문대영, 신동환, 박현우(경북대학교)

I. 서론

세계 최대의 의 ․약학 관련 리서치 그룹인 IMS(Intercontinental Medical Statistics)에 의하면,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약품은 화이자(Pfizer)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Lipitor®)로써 무려 13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인 혈전용해제 플라빅스(Plavix®)가 약 91억 달러, 세 번째인 소화성

궤양용제 넥시움(Nexium®)도 무려 8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다.1) 그리고 모두 합하면 무려 300억 달

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위 약품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광학이성질체(optical isomer)

로서 이낸티오머(enantiomer)를 이용한 약품이라는 것이다. 

광학이성질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적 결합 중 키랄(Chiral) 관계라고 부르는 특별한 구조의 한 부

분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탄소는 일반적으로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2) 탄소가 이 4개의 원자

와 결합하여 분자를 구성하면 탄소 원자의 주위의 원자는 네 개의 꼭짓점을 가진 사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

지게 된다.3)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삼각뿔의 각 꼭짓점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 서로 다른 치환기가 결합하

게 될 경우, 이 분자는 마치 데칼꼬마니처럼 거울상 대칭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4) 이 

대칭 관계에 있는 분자를 가리켜 키랄(Chiral)하다고 한다.5) 그리고 이러한 키랄관계에서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결합하는 구조가 다른 분자를 가리켜 이성질체(isomer)라고 하고6), 이성질체 중에서 탄소 원자를 가운데에 두

고 서로 거울상 대칭의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를 이낸티오머라고 부르며,7) 빛을 쏘였을 때 평면-편광

1) IMS, “Top 15 Global Products, 2009, Total Audited Markets", http://www.imshealth.com/deployedfiles/imshealth/Global/Content/StaticFile/ 

Top_Line_Data/Top%2015%20Global%20Products_2009.pdf(최종방문일: 2010.08.31.)

2)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31, 2006.

3)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69, 2006;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55, 1998.

4)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p.219~220, 2006;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52, 1998; E. L. Eliel & S. H. Wilen & M. P. Doyle, Basic Organic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 3, 2001.

5) 이는 마치 모양은 같지만 결코 같은 장갑을 낄 수는 없는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와 같은데, 키랄(chiral)이라는 용어는 손을 뜻하는 그리스

어인 'kheir'에서 파생되었다;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21. 2006;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52, 1998; E. L. Eliel & S. H. Wilen & M. P. 

Doyle, Basic Organic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3, 2001.

6)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 2006;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95, 1998;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76, 2008.

7) 이낸티오머는 그리스어로 ‘반대편의 일부분(ἐνάντιος μέρος)’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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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polarized light)상의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학이성질체라고도 한다.8)  

특히 제약 분야에서 키랄한 관계에 있는 광학이성질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신체의 기본 구성요소

인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물질들은 키랄한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키랄한 관계에 있는 분자

인 광학이성질체들은 비록 같은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화학적 ․ 생물학적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9) 특히 키랄한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약학적 효과를 가지는 이낸티오머와 아무런 효과

를 가지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이낸티오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게 된다. 

특허의 관점에서 이러한 키랄 화합물과 광학이성질체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특정한 효과를 가지는 광

학이성질체 자체가 화학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키랄한 관계

에 있는 화합물의 구조와 효과 등이 공지된 후에 개별 광학이성질체의 분리에 성공하였을 경우 선택발명으로서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 발명에 대하여 선택발명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특허성을 부정하

는 판결들을 잇따라 내린바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판례는 선택발명으로서 광학이성질체의 특허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광학이성질체 특허에 대한 보호가 단순히 정책적 고려에 달려있기 때문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광학이성질체의 특허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

술적 특성을 어디까지 고려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광학이성질체의 그 약학적 성질과 분리 방법 등 기술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알

아본 후, 선택발명으로서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특허성 인정 요건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례가 광학이성질체 발명에 대하

여 취하고 있는 태도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원이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사노

피(Sanofi)의 플라빅스제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II. 광학이성질체 기술

1. 광학이성질체 기술의 발전

키랄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 중에서 탄소 원자를 가운데에 두고 서로 거울상 대칭의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를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21;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278, 2008;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50, 1998.

8)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p.158, 1998;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285, 2008 등 참조.

9)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305, 2008.

10) J. J. Darrow, “The Patentability of Enantiomers: Implication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2, p.18, http://stlr.stanford.edu/pdf/darrow-patentability.pdf(최종방문일: 2010.08.31.); 조성훈,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

허 요건”, Law & Technology, 제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p.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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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이성질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광학이성질체는 편광에 대해 나타나는 특성에 따

라 좌선성(levorotatory) 광학이성질체와 우선성(dextrorotatory) 광학이성질체로 구분하거나, 배열 규칙에 따

라 (R) 또는 (S)로 구분할 수 있다.11) 두 종류의 광학이성질체가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는 화합물을 가리켜 라세

믹 혼합물(racemic mixture) 또는 라세미체(racemate)라고 한다.12) 

그리고 키랄 탄소(chiral carbon)는 이러한 분자의 중심에 있는 탄소 원자로서 4개의 다른 원자단과 결합

한 탄소원자를 말하며, 비대칭 탄소, 비대칭 중심이라고도 한다.13) 어떤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키랄 탄소를 가

질 수도 있는데, 이를 가리켜 부분입체이성질체(diastereomer)라고 부른다.14) 나아가 두 종류의 광학이성질체

로 구성된 라세믹 혼합물에서 한 종류의 광학이성질체만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을 거울상 이성질 선택성

(enantioselectivity)라 하고, 그 중 한 종류의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분할(resolution)이라고 한

다.15) 

인류가 자연에서 키랄 특성을 가진 성분을 발견하여 약품에 사용한 것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

원전 3000년 경 중국에서 어떤 식물의 뿌리를 갈아 해열제로 사용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성분을 현대 

화학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광학이성질체의 원시적 분리와 사용으로 볼 수 있다.16)

근대적 의미에서 광학이성질체의 존재와 거울상 이성질 선택성의 존재는 1848년에 파스퇴르(Louis 

Pasteur)가 처음 확인하였다.17) 파스퇴르는 와인의 발효 과정의 부산물인 타르타르산을 연구하던 도중 타르타

르산(Tartaric acid)에서 결정의 모양이 다른 종류를 발견하고 핀셋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타르타르산을 분

리하는데 성공하였다.18) 분리된 (+)-타르타르산은 발효된 용액에서 빨리 소비되지만, (-)-타르타르산은 반응

하지 않고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19) 

이후, 19세기 말까지는 생물 활동에서 키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20) 

11)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p.225, 229;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pp.158, 161~162. 1998;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p.283, 

285~286, 2008.

12)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29;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59;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295, 2008.

13)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21; R. J. Fessenden, Joan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p.152, 1998;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p.279~280, 2008.

14)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0;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68;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290, 2008.

15)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6;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205;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295, 2008.

16)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4, 2006.

17) E. L. Eliel & S. H. Wilen & M. P. Doyle, Basic Organic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p.2~3, 2001;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159, 1998.

18) E. L. Eliel & S. H. Wilen & M. P. Doyle, Basic Organic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p.2~3, 2001; R. J. 

Fessenden,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제6판, 자유아카데미, pp.159~160, 1998.

19)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6, 2006.

20)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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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에는 (+)-아스파라긴(asparagine)은 단맛을 내는데 반해, (-)-아스파라긴은 아무런 맛을 내지 않는 특

성이 보고되었다.21) 이후, 1890년대까지 효소(enzyme)와 기질(substrate)이 가진 입체 선택적 활동이 알려졌

고, 에밀 피셔(Emil Fischer)의 기념비적인 연구에 의하여 효소가 가진 거울상 이성질 선택성이 확인되었다.22) 

188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약학적으로 효과를 내는 화합물의 광학이성질체를 비교하는 많은 연구

들이 행해졌고, 이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23) 20세기 초까지 광학이성질체의 존재

나 거울상 이성질 선택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 자체는 학계에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물질들이 자연 상태에서 분리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되었

다. 그러나 1987년까지, 자연 상태에서 얻은 키랄 의약품의 98%는 단일 키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성된 키랄 

의약품은 88% 이상이 라세미체의 형태일 정도로, 광학이성질체의 분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 연구로만 그

치고 본격적으로 이를 제약 개발에 하는 적용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까지도 무시되었었다.24) 1980년 대 후반

에 와서야 각각의 광학이성질체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광학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찾아내고 측정하

는 분석 방법이 개발되었고, 단일 키랄성 화합물의 합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약학 실험에 사

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방법이 발표되었다.25)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도 1992년에 와서야 키랄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26)

2. 광학이성질체의 특성

키랄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구성하는 광학이성질체 중 하나의 광학이성질체만 약효를 나타낼 수도 있는

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가장 좌측의 광학이성질체는 A-a, B-b, C-c의 구

조적인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가운에 있는 광학이성질체는 거울상으로서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전시켰을 때, 이전과 같은 구조적인 결합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

다.27) 마치 오른손에 끼는 장갑을 왼손에 끼우면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21)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6 , 2006.

22)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7, 2006.

23)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7, 2006.

24)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18, 2006.

25)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2, 2006.

26)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3, 2006.

27) J. McConathy & M. J. Owens, Stereochemistry in Drug Action, Primary Care Companion J Clin Psychiatry, pp.70~71, 

2003.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250

[Fig. 3] 광학이성질체의 작용 차이28)

이러한 광학이성질체의 작용 차이를 제약에 응용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키랄 화합

물이나 라세미체에서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한 결과, 그것이 목표로 하는 약제 효과를 가진 광학이성질체와 효과

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진 광학이성질체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전자를 분리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기초적인 약학 이론의 설명에 따라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분리된 광

학이성질체가 혼합물보다 약효가 높고 독성이 낮거나, 혹은 복용량을 줄이거나 약품 간의 간섭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약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9)

그러나 중요한 점은 광학이성질체의 분리가 꼭 같은 경향을 가진 것만은 아니며, 그 예측 역시 쉽지 않다

라는 사실이다. 이는 각각의 의약품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며 심지어 하나의 광학이성

질체가 하나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30) 키랄 화합물 혹은 라

세미체를 광학이성질체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예로는, 플루옥세틴(fluoxetine), 라베타롤

(labetalol), 소타롤(sotalol)과 같은 경우, 단일한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나 다른 광학이성질체의 혼합물에 

비해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31) 또한, 이뇨제나 요산배설촉진제로 사용되는 인다크리논

(indacrinone)의 경우,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S 형태와 R 형태가 4:1로 구성된 비(非)라세미체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32)  광학이성질체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33) 광

28) J. McConathy & M. J. Owens, Stereochemistry in Drug Action, Primary Care Companion J Clin Psychiatry, p. 71, 2003.

29)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2, 2006.

30)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p.22~23, 2006.

31)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3, 2006.

32)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3, 2006.

33) J. McMurry, 대한화학교재 연구회 譯, �유기화학�, 제7판, 사이플러스, p.3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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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성질체 상호간의 작용으로 독성을 줄이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34)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 화합물 중에는 키랄 원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화합물이 있다.35) 두 개 이상의 

키랄 탄소를 가진 화합물을 가리켜 부분입체이성질체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에서는 광학 이성질체이나 비대칭 

탄소들의 다른 관계에 따라 거울상 대칭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거울상 대칭 관계에 있지 않은 화합물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36) 그리고 이론적으로, n개의 키랄 탄소을 가진 화합물은, 최대 2n개의 입체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37) 이들은 각각의 입체이성질체들은 서로 다른 화학적 ․ 약학적 성질을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38) 

요컨대, 같은 분자식을 가지더라도, 분자 내부의 비대칭 탄소 사이의 관계에 의해 매우 많은 이성질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하나하나는 모두 예측되지 않은 성질을 가지는 다른 화학적 ․ 약학적 효과를 가지는 다

른 물질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3. 광학이성질체의 분리

광학이성질체를 분할하는 방법 자체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거울상 

이성질 선택성에 대한 시약으로서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39) 파스퇴르가 신진대사의 결과인 타르타르 산

(±, 라세믹)과 페니실리움 글라쿰(penicillium glaucum)을 발효시켜 (+)광학이성질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발

견한 것은 이러한 효소를 이용한 분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다.40)

다음으로, 재결정화(Crystallization) 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하

나의 광학이성질체를 다른 광학이성질체나 키랄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방법이다.41) 대표적으로 광학이성질체의 

라세미체 혼합물인 R, S를 부분입체이성질체인 RR*과 SR*로 전환하여 그 중 R의 구조를 가진 이낸티오머만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42)

34) J. Gal, “Chiral Drug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Chirality in Drug Research, Edited by E. Francotte & W, Linder, 

Vol.33, p.23, 2006.

35) R. 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6th, 자유아카데미, p.166, 1998.

36) R.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6th, 자유아카데미, p.166, 1998; D.J. Cordato & L.E. Mather & 

G.K. Herkes, “Stereochemistry in Clinical Medicine: a Neur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p.650, 

2003.

37) R.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6th, 자유아카데미, p.169, 1998; D.J. Cordato & L.E. Mather & 

G.K. Herkes, “Stereochemistry in Clinical Medicine: a Neur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p.650, 

2003.

38) 부분입체이성질체들의 녹는점과 용해도는 다르며, 이는 라세미체의 분리에 활용되기도 한다. R.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

태성 譯, �유기화학�, 6th, 자유아카데미, p.169, 1998;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6, 2006; D.J. Cordato & L.E. Mather & G.K. Herkes, “Stereochemistry in Clinical Medicine: a 

Neur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p.650, 2003.

39)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7, 2006; D. G. Morris,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p.49~51, 2002.

40)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7, 2006.

41)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6; D. G. Morris, Stereochemistry, Wiley- 

Interscience, pp.46~47, 2002.

42) D. G. Morris,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4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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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방법이다.43) 크로마토그래피의 칼

럼이 키랄 형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광학이성질체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공지되어 있음에도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해내는 것은 그 방법의 선택에서조차 어려

움이 존재한다. 일례로, 크게 이미 7종 이상의 분리 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위에서 언급한 크로마

토그래피 분리 방법만 하더라도 최소한 4가지 이상의 방법 이상으로 세분화 될 수 있게 된다.44) 초임계유체 크로

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모세관 전기 크로마토그래피(Capillary electrochromatography),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시 모사이동층(Simulated Moving Bed), 박막 크로마토트래피(Thin-layer 

chromatography), 역류 크로마토그래피(Countercurrent chromatography)가 있다.45)

광학이성질체 사이에서는 평면 편광을 회전시키는 특성이 다를 뿐, 나머지 물리적 성질로서 용해도, 녹는

점, 끓는점 등은 완전히 동일하다.46)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분리 과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

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광학이성질체를 얻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47) 심

지어 오늘날의 화학 교과서들과 논문들에서도 광학이성질체의 분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48) 

광학이성질체 분할의 방법은 예측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다.49)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여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어떤 종

류의 분할 시약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둘째로 이성질체의 비율이 얼마여야 하는가의 문제, 셋째로 

반응에서 사용할 용매의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부분입체이성질체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

는가의 문제 등이다.50) 또한, 위의 문제들에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방법과 시약의 수는 매우 많고 복잡하다.51) 

43) J.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37, 2006; D. G. Morris,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p.48~49, 2002

44) N. M. Maier & P. Franco & W. Lindner, "Separation of Enantiomers: Needs, Challenges, Perspectives", Journal of 

Chromatography A. 906, Issues 1-2, p.11, 2001.

45) N. M. Maier & P. Franco & W. Lindner, "Separation of Enantiomers: Needs, Challenges, Perspectives", Journal of 

Chromatography A. 906, Issues 1-2, p.11, 2001.

46) J. McConathy & M. J. Owens, "Stereochemistry in Drug Action", Primary Care Companion J Clin Psychiatry, p.71, 2003.

47) Joseph M. Hornback, Organic chemistry, 2nd edition, Thomson Brooks/Cole, p.243, 2006.

48) R.J. Fessenden & J. S. Fessenden, 허태성 譯, �유기화학�, 6th, 자유아카데미, p.177; David G. Morris, Stereochemistry, 

Wiley-Interscience, p.46, 2002; J. Liu & H. Coffey & D. J. Detlefsen & Y. Li & M. S. Lee, “Chiral Recognition and 

Racemic Resolution of Drug Enantiomers by Electrophoresis Based on Host-guest Complexation”, Journal of 

Chromatography A, 763,  p.262, 1997

49) A.N.Collins, G.N.Sheldrake and J. Crosby, Chirality in Industry Ⅱ, John Wiley & Sons, pp.4, 84 , 1997.

50) F. Faigl & E. Fogassy & M. Nogradi & E. Palovics & J. Schinder, "Strategies in Optical Resolution: a Practical Guide", 

Tetrahedron: Asymmetry 19, p,521, 2008.

51) F. Faigl & E. Fogassy & M. Nogradi & E. Palovics & J. Schinder, "Strategies in Optical Resolution: a Practical Guide", 

Tetrahedron: Asymmetry 19, p.521, 2008; N. M. Maier & P. Franco & W. Lindner, “Separation of Enantiomers: Needs, 

Challenges, Perspectives”, Journal of Chromatography A. 906, Issues 1-2, p.9, 2001. 에는 약 12종의 탄소화합물과 그 각각의 

키랄 혼합물에 대하여 알려진 분리 방법을 정리해 놓았는데, 같은 종류의 탄소화합물 간에도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서로 상이

할 수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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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요컨대,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체를 구성하는 광학이성질체의 존재 자체는 20세기 이전부터 널리 알려

져 있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작업이 학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을 뿐이었던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각각의 광학이성질체가 가지는 특정한 효과를 염두에 

둔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분리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발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분리에 성공하고 나서야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그리

고 아직까지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기 전까지 각각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

체의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지난할 따름이다. 나아가 광학이성질체가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

에, 비록 분리의 방법 자체가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이 적합한지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분리를 실행하여야 할 것인지 등 분리를 실행하는 데에만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루

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III.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1. 우리 특허법상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제1호에서 ‘공지된 발명’ 혹은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제2호

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일정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한다.52) 또한, 선행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

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그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야하는 이른바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53)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

념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하는데,54) 선택발명은 대부분 화학발명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55) 이러한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통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고 다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52) 특허법원 2005.5.20. 선고 2004허5160 판결.

53) 대법원 2006.3.24. 선고 2004후2307 판결.

54) 대법원 2003.4.25. 선고 2001후2740 판결 등; 윤선희,�특허법�, 법문사, p.120, 2010; 특허청, “유기화합물분야 심사기준”, p.48, 

2009; “선택발명은 상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행발명에 대해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며, 명세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이라고 하여 선택발명의 정의에 특허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

다.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p.133, 2009; 비슷한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로, 임병웅,�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p.62, 

2010; 황의창&황광연, �특허법정해�, 법영사, p.275, 2009; 그러나 발명과 발명의 특허성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선택발명이란 ”선행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

명“이고 선택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면 특허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견해로 윤선희,�특허법�, 법문사, p.120, 

2010.

55)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p.174, 2009; 선택발명을 화학분야 발명의 종류 중 한가지로 보기도 한다. 윤선희,�특허법�, 법문사, 

pp.116~120, 2010; 같은 견해로 임병웅,�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p.7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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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을 인용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56) 다시 말해서,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57)

광학이성질체와 관련해서는 공지된 키랄 화합물이나 라세미체가 있는 경우, 이후에 분리된 광학이성질체 

발명은 그 라세미체를 상위개념으로 하는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특정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그 광학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그 광학이성질체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하여 

공지된 라세미체의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에 대해서도 선택발명과 

동일한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58) 진보성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신

규성 부분에 주목하여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선행기술이 광학이성질체를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당해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구체적 개시를 신규성 판단의 요건으로 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59)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에 관한 당해 판결의 취지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으로 개시된 인용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60) 

이러한 논리는 광학이성질체 자체에 대한 발명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평석되어왔다.61) 

56) 특허청, “특허요건 심사기준 개정사항”, p.25, 2009.12; 다만, 단순히 개념상으로 하위개념이 상위개념에 포함되거나 또는 상위개념의 

용어로부터 하위개념의 요소를 열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이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57)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338 판결; ‘구체적 개시’요건이 선택발명의 진보성 요건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법원이 권리범위심판에서 신규성의 부정에 따른 무효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실익이 있다. 육소영&변상현, “거울상 이성질

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산업재산권｣, pp.82~87, 2005.5; 한편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후2375 판결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

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

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

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체적 개시’ 여부를 신규성 요건으로 보고 

있다.

58)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후1935 판결; 구체적 판결 내용에서 대법원은 “어느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광학이

성질체에 대하여 우수한 약리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실험을 해 보기 전에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S)-에난티오머가 위 간행물 기재 발명들의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광학이성질체인 (R)-에난티오머보다 우수한 약

리효과를 가진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2개의 에난티오머 형태로 분리되지 않은 위 라세미체의 의약적 용도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의약적 용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하여 이 사건 대상 발명인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인정하였다. 

59) 여기서의 ‘구체적 개시’ 요건은 미국 및 유럽에서의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요건인 구체적 개시 요건과 동일한 것이지만, 비교대상 선행

기술은 용이실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선행기술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상응하는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차호&신혜은, “선택발명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p.386, 2008.

60) 윤선희,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 광학이성질체 용도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法 曹｣, p.188, 2008.6; 조성훈, “거울상 이성

질체의 특허 요건”, LAW & TECHNOLOGY, p.13, 2008. 

61) 윤선희,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 광학이성질체 용도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法 曹｣, p.194, 2008.6; 조성훈, “거울상 이성

질체의 특허 요건”, LAW & TECHNOLOGY, p.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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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미국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규정은 제102조(35 U.S.C. §102)이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에 의하면 발명

이 ‘신규하지 않거나(not novel)’ 혹은 ‘예견되었다면(anticipated)’ 신규성이 부정되게 된다. 즉, 신규성의 판단

기준으로 예견가능성(anticipation)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선행

기술이 ‘용이실시가 가능한 정도로 공개(enabling disclosure)'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개는 발명이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에 대하여 단순히 명칭을 거론하거나 혹은 묘사하

는 것만으로는 불충하다고 설시하고 있다.62)

선택발명과 관련해서는 종(genus) 발명이 언제나 해당 속 발명(species of that genus)을 예견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다.63) 다만 종 발명이 충분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된 구성물

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로써 속 발명을 예견가능하게 한다고도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64) 

즉, 선택발명으로서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문제는 광학이성질체가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체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선행의 종 발명으로서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체가 속 발명으로서 광학이성질체 발명을 예견가능

(anticipate)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된다.65)

미국에서 단일 광학이성질체의 특허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In re Williams 사건이었다.66) 이 사건에

서 BAPI(특허항고 및 저촉 심판원;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는 단일 광학이성질체가 신

규성과 진보성 모두를 결하고 있다고 하여 거절 결정하였다.67) 그 중 신규성에 대한 판단은 선행 기술로서 공

개된 라세미체가, 비록 비교 대상 발명이 라세미 혼합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화합물

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68) BPAI는 광학이성질체가 먼저 공개된 라세미체의 일부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69) 그러나 CCPA(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는 이를 뒤집고, “비록, 진보성으로 거절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질의 

구성부분으로서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순수한 화합물로서의 청구에 있어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70) 이 사건 이후, 선행 기술로서 공개된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체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광학

이성질체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확립된 법리로 여겨져 왔다.71) 

62) Elan Pharmaceuticals, Inc. v. Mayo Foundation, 346 F.3d 1051, (Fed. Cir. 2003).

63) In re Meyer, 599 F.2d 1026, 1031 (C.C.P.A. 1979);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 Elec. U.S.A. Inc., 868 F.2d 1251, 

1262 (Fed. Cir. 1989).

64) In re Schaumann, 572 F.2d 312, 316-17 (C.C.P.A. 1978)에서는 화합물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서로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이러한 화합물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구별할만큼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다면(provides a desciption of those compounds just as 

surely as if they were identified in the reference by name)’ 이는 선행기술의 공개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65) 35 U.S.C. 102;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p.134, 2009.

66) In re Williams, 80 U.S.P.Q. (BNA) 150 (C.C.P.A. 1948).

67) In re Williams, 80 U.S.P.Q. (BNA) 150, 151 (C.C.P.A. 1948).

68) In re Williams, 80 U.S.P.Q. (BNA) 150, 151 (C.C.P.A. 1948).

69) In re Williams, 80 U.S.P.Q. (BNA) 150, 151 (C.C.P.A. 1948).

70) "[t]he existence of a compound as an ingredient of another ubstance does not negative novelty in a claim to the pure 

compound, although it may, of course, render the claim unpatentable for [obviousness].", In re Williams, 80 U.S.P.Q. 

(BNA) 150, 151 (C.C.P.A. 1948).

71) A. Maureen Rouhi. “Chirality at Work: Drug Developers Can Learn Much from Recent Successful and Failed Ch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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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선택발명의 인정 취지는, 상위개념인 선행발명이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진 하위개념 발

명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초발명의 활용과 개선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달과 공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다.72) 또한 신규성 판단 시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이 직접적으로 유도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73) 후술하는 사노피 사건에서 사노피가 클로피도그렐의 라세미체 개발 이후에도 그 광학이

성질체를 분리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까지만 해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지된 라세미체 분리 기술만으로는 선행기술로부터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것이 직접적이지도 용이

하지도 않다. 

따라서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용이실시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두고, 선행발명에 광

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74) 선택

발명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75) 또한 용이실시 가능한 개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실험을 요

구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IV.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진보성

1. 우리나라의 경우

1)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규

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특

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발명에 있어서는,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

적(好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

정되지 않지만, 선택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그 선택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

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76) 이와 같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참작하는 것은 화학분야발명 등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효과의 예측성이 낮은 분야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하다.77) 

Switches”, Chemical & Engineering News, May 5, pp.56-61, 2003; 심지어는 라세미체 혼합물, 좌․우선성 이낸티오머가 각각 특허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U.S. Patent 5,114,714 및 U.S. Patent No. 5,114,715.

72)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p.174, 2009.

73) 박길채,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지식재산21｣, p.124, 2006.7.

74) 정차호&신혜은, "선택발명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p.393, 2008.

75) 윤선희,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 광학이성질체 용도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法 曹｣, p.197, 2008.6.

76)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p.180, 2009; 특허청, "특허요건 심사기준 개정사항", p.45, 2009.12.

77) 황의창&황광연, �특허법정해�, 법영사, p.26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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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 또한,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

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야 하고,78)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고 한다.79) 

그러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의 인정 기준

특허법원은, 예외적인 경구활성을 갖는 화합물에 관한 발명에서의 광학이성질체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10배정도의 우수한 경구활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

다.80) 다만, 본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여러 화합물 중 효과가 우수하다고 기재된 일부 화

합물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다른 화합물의 효과까지도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약리작용의 면에서 

볼 때 어느 한 쪽 광학이성질체의 활성이 우수하다고 하여 다른 쪽 광학이성질체의 활성도 함께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 광학이성질체의 현저한 효과에 대한 실험자료만으로 나머지 광학이성질체의 효과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81)

또한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에 그 용도와 관련된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효과의 현저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광학이성질체의 효과 모두를 이에 대응하는 공지의 라세미체의 효과와 대비하여 모든 종류의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학이성질체의 효과 중 일부라도 이에 대응하는 라세미체의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82) 다만, 선택발명을 선행발명에 비하여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이 가지는 효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

로, 현저성이 인정되는 효과 이외의 나머지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나쁘다면 선택발명의 효과가 선

행발명에 비하여 특별하고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나머지 효과는 적어도 선행발명의 효과와 비슷

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83) 

아울러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의 효과가 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효과를 갖춘 경우에는 선

택발명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필요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84)

78) 대법원 2003.4.25. 선고 2001후2740 판결.

79) 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338 판결. 

80) 특허법원 2001.7.13. 선고 2000허5551 판결.

81) 대법원 2003.4.25. 선고 2001후2740 판결.

82)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후1935 판결.

83) 특허법원 2008.1.18. 선고 2006허6303,8330 판결.

84) 특허법원 2008.1.18. 선고 2006허6303,8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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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2차적) 고려사항

우리 판례는 2차적 고려사항을 진보성 판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대표적 2차적 고려사항으로 상업적 성공이나 오래도록 실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등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태도로 

보이며,85) 타인의 실패 등 다른 2차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판례를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2. 미국의 경우

1) 미국 특허법과 Graham 심사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에 관한 조항인 제103조(35 U.S.C. 103)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특허를 허여

받기 원하는 대상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전체로서 자명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발명의 시점(time of invention)에서 당업자(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를 기준으로 하여 자명성(obvious)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66년 미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이하, “Graham”) 사건을 통하

여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86) 이에 따르면, 첫째,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determine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둘째, 출원된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조사하며(ascert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셋째,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 수준

을 평가하며(assess the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마지막으로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long felt but unresolved need),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 등 진보성의 표

시라고 일컬어지는 2차적 고려 사항들(secondary considerations)의 증거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87) 

비록 Graham 사건은 기계 장치의 발명에 대한 것이었지만, 진보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른바 Graham 기준은 

향후 기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게 된다.88) Graham 심사의 순서를 따라가면, 광학이성질체는 화학 분야

나 약학 분야에서 속하게 되며 그에 한하여 확정된 선행기술과 통상의 기술 수준이 평가되어야 하며, 2차적 고

려사항 또한 해당 분야에 한정되게 된다. 

2) KSR 사건과 광학이성질체의 진보성 판단

KSR Int'l Co. v. Teleflex Inc.,(“KSR”) 사건은 미 연방 대법원이 진보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89) KSR 사건 이전에 미국에서는 이른바 TSM 테스트가 진보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

85)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86)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966);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ois, Inc., 802 F.2d 1367, 1380 (Fed. 

Cir. 1986)은 secondry consideration을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at 36, 에서는 발명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선행기술을 사후적 고찰(hindsight)에 의해 파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87)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7-18 (1966).

88)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p.137, 2009.

89)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174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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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이 선행 발명을 결합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기준으로 선

행문언이 개시(Teaching)되고 이것을 결합하는 등 이용할 동기(Motivation)이 있거나 혹은 이에 대한 암시

(Suggestion)이 존재하였다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90) 나아가 여기에 동기와 유사한 ‘합리적인 성공의 기

대(re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가 더해진다면 이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일응의 추정(prima 

pacie case)’을 받게 되고, 진보성이 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출원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강력한 효과를 받게 

된다. 

KSR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TSM 테스트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았으나, TSM을 진보성 판단

의 기준으로서 유일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91) 그리고 청구항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른바 ‘번복될 수 있는 진보성(obvious-to-try)’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92) 연방 대법원은 이 기준을 

설명하며, ‘구분될 수 있을만큼 제한된 숫자(a finite number of identified)’와 ‘예측 가능한 해결책

(predictable solutions)’이 존재한다면, 이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라면 알려진 방법을 추

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93) KSR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TSM을 넘어 발명이 이른바 ‘예

측불가능성(unpredictablility)’이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해졌고, 실무에서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의 보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94)

KSR 사건은 자동차의 페달과 전기 변속기에 관한 것으로 화학 발명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KSR

에서 문제가 된 발명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선행발명으로부터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선택발명과

도 다르다. 그러나 KSR 사건이 광학이성질체의 진보성을 판단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에서 연방대법원이 분야를 막론하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 TSM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는 점이다. 또한, 진보성 판단을 돕기 위하여 나열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를 넓혔으며,95) 사후적 고찰은 여전히 

진보성 판단에 있어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자리매김하였다.96)

그리고 KSR 사건 이후 CAFC는 광학이성질체에 관련하여 ①그 성분이 예측 불가능하였는지(the 

unpredictability of their properties)와 ②그 분리 과정 자체가 성공적(success in the separation process 

itself)이었는지 여부라는, KSR 판결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던 요소들을 진보성 평가에 고려하

는 구조를 확립시켰다.97)

90) Winner Int'l Royalty Corp. v. Wang, 202 F.3d. 1340, 1348 (Fed. Cir., 2000).

91)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1741 (2007).

92)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1742 (2007).

93)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1742 (2007).

94)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p.145, 2009.

95) J. Lee, Note, "How KSR Broadens (Without Lowering) the Evidentiary Standard of Nonobviousness", 23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5, 15 (2008).

96)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at 1742.

97)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pp.140-14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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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은 KSR 이후 광학이성질체의 진보성이 긍정

되어 광학이성질체의 특허가 유효가 된 사건이다.98) Forest는 세로토닌(serotonin) 재흡수 억제제인 사이탈로

프램(cytalopram)의 일종인 라세미체 혼합물에 대하여 기간이 종료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99)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Forest는 이 약품에 대하여 거의 두 배의 효과를 지니고, 유일한 활성 isomer가 되는 (+) 형 광학이

성질체를 분리해 내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실제적으로 정제된(substantially pure)” 형태로서 특허 출원하였

다.100) 선행 기술인 약학 논문은 (-) 광학이성질체가 유력한 이성질체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광학이성질체를 

조제하는 방법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101) 

CAFC는 선행 기술이 더 효과적인 약품을 만들기 위한 광학 이성질체의 분리를 제시(suggest)하지도 않

고, 분리의 과정을 실시 가능(enable)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하였다.102) 나아가 CAFC는 키랄 약품의 진보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으며,103) 특히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 “단일 이

낸티오머의 예견되지 않은 효과(the unexpected results of the single-enantiomer products)”, 그리고 “상업

적 성공(commercial sucess)”등의 2차적 고려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104) 이 사건 이후에도 CAFC는, 약학적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수회에 

걸쳐 확인하였다.105) 

3. 소결

앞에서 살펴보았듯, 광학이성질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사실이나, 키랄 혼합물 혹은 라세미체에서 각각의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은 당업계에서 일반적 지식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106) 

또한, 광학이성질체에 사용되는 기술이 증가하고 키랄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 적은 노력

으로도 라세미체 혼합물에서 광학이성질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려는 동기 또한 

점점 증가할 것이다.107) 

우리 판례에 의하면 광학이성질체에 있어서도 선택발명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효과가 요구될 뿐, 다른 고려사항을 개입시킬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또한 그 효과를 고려

98)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3 (Fed. Cir. 2007).

99)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6 (Fed. Cir. 2007).

100)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8 (Fed. Cir. 2007).

101)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8 (Fed. Cir. 2007).

102)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8-89 (Fed. Cir. 2007).

103)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9 (Fed. Cir. 2007).

104) Forest Laborataties, Inc. v. Ivax Pharmaceuticals, Inc., 501 F.3d 1269 (Fed. Cir. 2007).

105) 또다른 이성질체 사건으로는, Eisai Co. v. Dr. Reddy's Labs., 533 F.3d 1353, 1359 (Fed. Cir. 2008); Takeda Chem. Indus. 

Ltd. v. Alphapharm Pty., 492 F.3d 1350, 1359 (Fed. Cir 2007); 이에 대한 연구로는, A. V. Trask, “Obvious to Try: A Proper 

Patentability Standard in the Pharmaceutical Arts”, 76 Fordham Law Review 2625, 2649-57 (2008).

106) Jonathan Clayden et al., Organic Chemistry, Oxford University Press, pp.381-404 (2001).

107)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p.14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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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광학이성질체는 당연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거울상의 다른 광학이성질체는 부정

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KSR 판결 이후 예측불가능성

과 더불어 다양한 2차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광학이성질체의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 

비록 광학이성질체의 존재 자체나 분리 방법 자체는 공지의 사실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분리의 방법이 

지난하고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단지 하나의 약학적 특성만

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조금씩 상이하게 가지는 경우에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108) 그 효과의 정량적 평가 역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109)

V. Sanofi 사건

1. 사건의 배경과 발명의 내용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의 약 한달 새에 미국의 CAFC와 우리 대법원은  같은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판결을 내놓는다. 이는 세계 3위의 판매량을 가진 사노피(Sanofi)사의 플라빅스의 구성성분으로서  가진 혈전 

억제를 통하여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여주는 플라빅스제의 구성 성분인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d), 혹은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에 대한 것이었다.110) 

클로피도그렐은, 항혈소판제(anti-platelet)이면서 항혈전제(anti-thrombotic)의 역할을 한다.111) 클로피

도그렐은 7번 탄소에서 거울상 우선성 결합을 이루는 화합물로서, 그와 대칭인 좌선성 광학이성질체는 항응고

작용을 하지 못한다.112) 클로피도그렐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클로피도그렐(좌선성-광학이성질체) 클로피도그렐(우선성-광학이성질체)

[Fig. 2] 클로피도그렐의 구조식113)

108) 어떤 물질의 (+) 광학이성질체는 목표로 하는 약리적 효과에 있어서는 10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지만, 용해도와 전달, 작용 속도 등의 

특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 광학이성질체에 비하여 0.1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 광학

이성질체의 특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 광학이성질체의 특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9) 감기를 치료하는 데에 10배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과 AIDS를 치료하는데 2배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을 비교하여 볼 때, 과연 후자가 양

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10) U.S. Patent No. 4,847,265; 특허 등록번호 제103094호.

111) A. S. Fayeda,b & S. A. Weshahyb & M. A. Shehatab & N. Y. Hassanb & J. Pauwels & J. Hoogmartensa & A. Van 

Schepdaela,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Clopidogrel and Its Impuriti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49. 2009.

112) A. S. Fayeda,b & S. A. Weshahyb & M. A. Shehatab & N. Y. Hassanb & J. Pauwels & J. Hoogmartensa & A. Van 

Schepdaela,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Clopidogrel and Its Impuriti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49. 2009.

113) A. S. Fayed & S. A. Weshahy & M. A. Shehata & N. Y. Hassan & J. Pauwels & J. Hoogmartens & A. Van. Schepd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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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청구항들은, 제1항으로서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114) 제2항으로

서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

체의 염산염’,115) 제3항으로서의 ‘메틸 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

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체의 황산염’ 그리고 제10항으로서  ‘혈소판 응집 저해작용을 가지고 있는 제1항에 

따른 화합물을 활성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소판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유효한 약제학적 조

성물’에 관한 것이었다.116) 미국에서는 제3항으로서 ‘좌선성 광학이성질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된 메틸 α

-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의 황산

수소염’이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117)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발명은 모두 클로로피도그렐의 우선성 광학이성질

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할 수 있다.

2.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에서 CAFC는 원고인 사노피의 손을 들어 클로피도그렐의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118) 

CAFA는 먼저 신규성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먼저, 선행 기술로서 라세미체가 공개되어 있기

는 하였으나, 라세미체만이 공개되어 있고 광학이성질체 자체나 혹은 황산염 혼합물 등에 대해서는 숙련된 기

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였다.119) 선행 기술로서 라세미체

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그 실험의 방법이나 조건을 찾

는데 과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고, 이 역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었다.120) 

진보성에 대해서는 플라빅스로 판매되는 (d) 광학이성질체가 혈소판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에 비하여, (l) 

광학이성질체는 전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선행 기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기대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라고 판시하였다.121) 또한, (l) 광학이성질체는 (d) 광학이성질체에 비하여 인체에 더 치

명적이며, 심지어 (l) 광학이성질체는 (d) 광학이성질체에는 없는 신경독(neurotoxic)까지 가지고 있었다.122)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clopidogrel and its impuriti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p 194, 2009; Sanofi 사건과 동일한 구조식이다.

114) 제1항 발명은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자체(클로피도그렐)에 대한 것이다.

115)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염산염에 관한 것이다.

116) 제10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용도발명이다.

1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Hydrogen sulfate of the dextro-rotatary isomer of methyl alph-5(4,5,6,7-tetrahydro(3,2-c)thienopyridyl) 

(2-cholophenyl)-acetate substantially seperated from the levo-ratatory isomer.

118)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75 (Fed. Cir. 2008).

119)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8 (Fed. Cir. 2008).

120)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1, 88 (Fed. Cir. 2008).

121)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1 (Fed. Cir. 2008).

122)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1 (Fed.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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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potex측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라면 이 사건 대상 발명을 라세미체 혼합물에서 

분리하고자 할 동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CAFC는, 비록 이낸티오머를 분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려진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리 과정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키랄 의약품이 가져오는 결과도 

예측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123) 나아가, CAFC는 그러한 분리 방법 자체가 매력적으로서 라세미

체 혼합물에서 선호되는 성분을 분리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배척하였고,124) Sanofi가 

단일 이낸티오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125)

Apotex는 또, KS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①이미 공개된 라세미체 혼합물에서 잠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광학이성질체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고, ②발명의 시점에 이미 열 가지 이상 키랄 혼합물이나 

라세미체를 분리할 공지의 기술들이 있었으며, ③특허 발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만 실험만이 필요하였을 뿐

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126) 그러나 CAFC는 Sanofi가 5개월에 걸쳐 30 종 이상의 산과 용매들을 다양한 농

도에 걸쳐 실험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끝에 결과를 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27) KSR 판결 역시 이러한 번복 

가능한 진보성의 추정에 대하여서는 기존과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어

야 한다는 사실을 되풀이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128) 나아가, 오직 ‘사후적 고찰(hindsight)’에 의해서만 문제

가 된 광학이성질체가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후

적 고찰에 의한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129)

요컨대, (d) 광학이성질체는 라세미체에서 오로지 좋은 효과만을 모아놓고, (l) 부분에는 나쁜 효과만을 모

아놓은 듯한 이른바 ‘전형성(stereoselectivity)’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사전에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사정

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예측불가능성과 더불어 2차적 고려사항으로 반복된 실패와 과도한 실험의 요

건 등도 인정된 것이다.  

3. 대법원 2009.10.15.선고 2008후736,743 판결 [등록무효(특)]

역시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노피를 플라빅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소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발명은 신규의 티에노(3,2-c) 피리딘 유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었다.130) 비교 대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실시예 1에 “메틸-α-(4,5,6,7-테트라하이드로 티에노

(3,2-C)-5-피리딜)-o-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가 나와 있었고,131) 그 발명의 대상에 대하여 “이들 화합물은 

123)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7-88 (Fed. Cir. 2008).

124)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7-88 (Fed. Cir. 2008).

125)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7-89 (Fed. Cir. 2008).

126)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 550 F.3d 1087-88 (Fed. Cir. 2008).

127)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550 F.3d 1088 (Fed. Cir. 2008).

128)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1742 (2007); Miles J. Sweet, "The Patentability of Chiral Drugs Post-KST: 

The More Thin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009, p.146.

129) Sanofi-Synthelabo v. Apotex, Inc.,550 F.3d 1088 (Fed. Cir. 2008);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at 36 ; KSR Int'l 

Co. v. Teleflex Inc., 127 S.Ct. at 1742.

130) 특허 등록번호 10-0024333-0000.

131) 비교대상발명의 대상인 ‘메틸-α-(4,5,6,7-테트라하이드로 티에노(3,2-C)-5-피리딜)-o-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는 치환기의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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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비대칭탄소(asymmetrical carbon)를 가지므로,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enantiomer)로 존재한다. 본 발

명은 각각의 에난티오머 둘 다와, 그들의 혼합물에 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사안의 쟁점은 선택발명

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는 라세미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선행발명에서, 광학이성질체의 분리에 대한 자료 

없이 단순히 상세한 설명에 광학이성질체가 발명의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만으로 당해 광학이성질체 및 그 

용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먼저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기존의 선택발명의 신규성 요건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그 구체

적 판단에 있어서는 2003년 판결132)과 상충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았다. 제1항 발명 클로피도그렐의 신규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선행발명이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와 좌선성 광학이성질체 및 라세미체 세 가지 모두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이 개시되었음을 인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라

세미체와 이를 이루는 우선성 광학이성질체 및 좌선성 광학이성질체를 별도의 화합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라세미체로부터 우선성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을 부

정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이에 대한 분리방법 내지 분리가능성이 개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였다.133) 나아가, 제1항 발명 클로피도그렐의 “염산염”을 대상으

로 하는 제2항 발명과 클로피도그렐의 의약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10항 발명에 대해서도, 화합물의 라세미체 

염산염과 클로피도그렐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지식에 기초하여 어려움 없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클로피도그렐 염산염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선행발명 또한 ‘위 화합물 및 약제

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혈소판 응집 억제 활성 및 항혈전 활성을 갖는 치료 조성물’에 관한 것임을 

근거로 제2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 염산염과 제10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의 의약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진보성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어느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광학이성질체에 대하

여 우수한 약리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우선성 광학이성질체와 좌선성 광학이성질

체가 같은 양으로 혼합되어 있는 라세미체와 약리활성을 가지는 그 광학이성질체를 동일한 양으로 투여하여 실

험하면 광학이성질체의 약리효과가 라세미체에 비하여 2배 정도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이 비교대상발명 1의 위 화합물의 라세미체 염산염에 비하여 양

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의 진보성을 부정하였다.134)

요컨대, 우리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되거나 실험된 적도 없는 광학이

순서의 차이에 따라 그 명치이 다를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메틸α-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 피리딜)(2-클로로페

닐)-아세테이트’와 같은 물질(라세미체)이다.

132)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후1935 판결.

133) 원심은 ①부제탄소가 1개인 경우 그 광학이성질체가 2개만 존재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하고, ②선행발명이 라세미체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에난티오머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③선행발명에 라세미체의 유용성, 확인자료 등을 기재하면서 각각의 에난티

오머도 라세미체와 마찬가지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공지된 광학이성질체 분리방법을 통

하여 라세미체로부터 분리된 클로피도그렐도 라세미체와 동일한 유용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을 근거로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였다.

134) 대법원 2009.10.15.선고 2008후736,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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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단순히 문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신규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135) 진보성에 있어서도 라세미체를 구성하는 광학이성질체 중 어느 한 쪽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한 효

과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부정적 효과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대법원 스스로가 금지하고 있는 사후적 고찰에 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136)

4. 소결

Sanofi 사건으로 대표되는 광학이성질체에 관한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결들은, 최소한 광학이성질체의 용

도발명에 있어서는, 실험을 하기 전에는 나머지 광학이성질체의 약리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대

법원 판결의 태도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137) 또 광학이성질체 자체에 대한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도, 분리하지 않은 광학이성질체를 기본적 이론에 근거하여 라세미체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에 문언적으로 기재

하거나, 개별적 이성질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만으로 공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가능하도록 공지

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38)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판례는 이질의 효과 차이 또는 동질의 현저한 효과 차이만을 그 기준

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의 차이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우리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즉,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작업 자체의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특허법과 유사하게 진보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139) 선행기

술의 크기, 선행기술의 구체적인 가르침, 선행기술과 청구발명의 구조적인 유사성, 다른 좁은 범위 개체의 특

성, 해당 기술의 예측성,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가르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

향으로 보인다.140) 또한 광학이성질체에 특유한 분리의 어려움이나 난이도, 분리 후 결과의 예측불가능성  등

을 고려할 때 이른바 2차적 고려사항 역시 진보성 판단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2차적 고려사항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말해져온 상업적 성공 외에도 반복된 실패가 있

135) 당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반론으로서, ①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 ②“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개시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의 이러한 일반론은 “비교대상발명이 구조식Ⅰ의 카르복스아미드 화합물의 

가능한 4개의 이성체를 혼합물의 형태가 아닌 개별적 이성체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의 개환된 형태인 R-트란스 헵탄산과 S-트란스 

헵탄산의 라세미체의 가능한 2개의 광학이성질체도 개별적 이성체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는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6710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1항(이하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라 한다)의 화합물인 R-트란스 헵탄산이 

개시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내지 과콜레스테롤혈증 치료’라는 의약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11항 발명에 

대해서도, 비교대상발명에는 그 화합물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한다는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구체적 용도 또한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고 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후3520 판결 참조.

136) II.와 V. 2.에서 살펴보았듯, 광학이성질체를 실제로 분리해 보기 전까지는 과연 그 키랄 화합물이나 라세미체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

진 광학이성질체와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진 광학이성질체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방법을 써서 분리가 가능할 것인지조차 확

인하기가 어렵다.

137)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후1935판결.

138) 윤선희,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 광학이성질체 용도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法 曹｣, p.195, 2008.6.

139) 조성훈,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허 요건”, LAW & TECHNOLOGY, p.14, 2008.

140) 정차호&신혜은, “선택발명 거울상 이성질체 발명의 신규성 판단”,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p.39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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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경우, 혹은 과도한 실험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선택발명 자체가 정책적 고려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선택발명의 일종으로서 광학이성질체 발

명을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 역시 정책적 판단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이 광학이성질

체 발명을 인정하는데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이렇듯 ‘정책적’ 결론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

나 광학이성질체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광학이성질체 기술이 발달한지 오래되었고 판

례 역시 다수 축적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의 판시가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광학이성질체의 기술적 특성을 성질과 연혁적 발전 과정, 그리고 분리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선택발명으로서 광학이성질체의 특허성을 신규성과 진보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

라와 미국의 경우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법원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사노피 사건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광학이성질체가 키랄 화합물 혹은 라세미체를 구성하며 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성질은 이미 알려

져 있었으며 그 분리 방법 역시 다양하지만, 실제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분리 

전에는 각각의 광학이성질체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힘듦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판례는 광학이성질

체에 대한 특허성을 판단하면서 일반적인 선택발명의 법리만을 설시하고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신규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개시, 진보성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라는 일반

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키랄 화합물이나 라세미체를 구성하고 있는 광학이성질체의 성질을 미

리 예단하는 듯한 설시마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판례는 선택발명, 특히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과도한 실험을 필요로 하느냐를 추가함으로 인하여 이를 넓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보성에 있어서도 KSR 사건 이후 예측불가능한 결과나 2차적 고려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사후적 고찰에 의한 평가를 엄격하게 배제함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진보성에 대한 일응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 판례의 이러한 경향은 광학이성질체의 기술적 특성을 깊이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화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키랄 화합물이나 라세미체를 정제하고 분리하여 더욱 나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에 대한 시도에 대해 특허법적인 보호를 해 줄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 판단의 과정에는 최소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앞서 당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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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

▶▶▶ 우수상�용철중, 박상구, 이정헌(광운대학교)

Ⅰ. 서론

국가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이 자본에서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업은 특허권의 소유에 따라 기업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중에서 무형자산

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중에서도 지식재산 비중이 1985년 10%, 1995년 20%, 2005년 

40%로 급증하고 있으며,1) 특허 등의 지적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보니 제3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제3

자는 특허권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서 특허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

가 있고, 더불어 현행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형사상의 구제제도가 있다. 

현행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특허

법 제128조3)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특허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경우

  * 법과대학 4학년(주저자)

 ** 법과대학 2학년(제1공동저자 : 대표 접수자) 

*** 법과대학 2학년(제2공동저자) 

1) Kaplan Norton, The Strategy-Focused Organization, 2007(특허청, 2010년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인프라 작업반 보고서 99

면에서 재인용)

2)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

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신설 2001.2.3>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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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형사제도가 특허법 제225조4)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침해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특허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

으로 하다 보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제3자의 제품의 동일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형사구제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구

제제도는 회사의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

에 회사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상의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선방

향으로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존의 일반적 손해배상 제도를 넘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부가적으로 인정되는 금

전배상제도이다. 아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것이 특허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각국 특허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기능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5)이라 함은 악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배상 (compensatory 

damage),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정신적 배상(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에 부가하여 징벌목적으로 

인정되는 금전배상이다.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에서 보통법시대 판례를 통해 발전된 제도로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다.7)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인데,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억압적(oppressive)이거나 

③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

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⑤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4) 특허법 제2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5) 종래 ‘exemplary, vindictive, penal, aggravated, retributory’ damage, smart money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punitive’ 

damage가 일반적이다.

6) 복진요,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111호, 특허청, 2010.4, 16면.

7) 정해상,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중앙대학교, 2004,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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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인 무시(wanton)등 특별히 그 사정이 가중될 만한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피해

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할 수가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8)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는 강학상의 용어이다.9) 그 때문에 이 제도를 설명하는 문헌들은 그 개념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제껏 시도되었던 개념의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간략하나마 개념의 규명이 가능해 진다. 이를테면 ‘공통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

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으로서 전보적 배상에 추가하여 명령하는 손해배상’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한편 우리 법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바가 있어 주목이 되는데, 서울

지방법원에 따르자면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부과되어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인바,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라고 한다.10)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 배상제도와 구별된다. 먼저 가중적 배상(aggravated 

damages)제도의 경우는 행위자의 고압적(high handed) 행태가 원고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착안하

여 배상액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실상은 징벌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전보의 차원에서 배상제도이다. 한편 배

액배상제도(multiple damages)의 경우는 징벌적 성격을 내포하곤 있지만, 배상액을 전보적 배상에 정해진 비

율만큼 배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제

재적 성격의 과징금과도 부과주체 면에서 상이하다.11)

그리고 민사법상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는 과거에 일어난 잘못을 시정

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중시하여 그 중 심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더 엄하

게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1) 법준수 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으로서 법준수 기능이란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취득하게 함

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말

한다.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소송

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큰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2)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

8) 배대헌,｢특허법상 징벌적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7, 2~4면.

9)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40호, 한국기업

법학회, 2010.3월, 428면.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11) 신영수, 위의 논문, 429면.

12)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7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7,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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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벌금과 같이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소의 제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억제효과로써 법규위반행위를 감소

시킨다는 점에서 법을 실행하는 효과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만족적 전보기능13)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당연히 포함한다. 피해자가 실제 재판에

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

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배상을 얻음으로써 민사법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14) 징벌적 손해배상은 역사적으로 

피해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보상적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우

리나라에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전보 받

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한다.15)

① 정신적 손해

연혁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Hucle v. Money16) 사건에서였다. 이 사

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순수하게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비재산적 손해를 현실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에서 기인

한 것이고, 그 이후 영국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은 무형손해도 현실손해로 취급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산정되고 있다. 정신적 손해가 현실의 손해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가 현실의 손해로 간주되어 전보적 손해로서 

전보되고 있고 더 이상의 두 개념의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

해배상에 포함시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보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연혁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②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미국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연방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의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승소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인정하는 영국과는 달리, 변호사 비용의 자기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

한 비용 대부분을 자기가 부담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 충족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을 그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특수한 상황 내에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징벌적 

13) 김상찬․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35집, 2009.8, 170면.

14) 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도입필요성과 그 적용한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6, 91면.

15)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4면.

16) Hucle v. Money, 95 Eng.Rep. 768 (K.B.1763) Volume 5, Amendment IV, Document 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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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배상액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일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해자의 악의성이 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제재 및 억제 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함으로써 그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

가 일반인에게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위법,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제재 및 억제기능을 한다. 이것

은 미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몇 개의 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입법에 의해 받아들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제기능은 행위가 다양한 이유로 형벌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

휘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Kink v. Combs 사건17)에서 법원은 “개인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는 것이 항상 검

사에 의해 징벌되지 않는 유형의 행위에 응징을 가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벌과 마찬가지

로 사회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처벌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선량한 준법자에게 보답하고 불법 행위자를 교육시키는 기능도 달성할 수 있다.18)

(4)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으로는 처벌기능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억제하는 기능이 있

다. 처벌기능은 그 본질이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로써 이루어지는 형사상 제재라고 할 수 있고,19) 억제

기능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인 ‘악의적 불법행위의 재발

억제’에 비추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

2.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형사벌제도

우리나라 특허법상 특허침해 구제수단에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이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는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액의 추정을 할 수 있는 4가지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라고 인정이 되면 그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제3

자의 제품이 동일한가의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제3자가 당해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

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까지의 3심 절차가 끝난 후에 침해유무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침해의 결론에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특허권자는 그 후

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 지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등 별도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판결종료 후에 손해배상금을 주더라도 다른 

17) Kink v. Combs, 28 Wis. 2d 65, 135 N.W.2d 789 (1965).

18) 김성천, 위의 논문, 16면.

19)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 중앙대법학논문집, 제20권, 중앙대학교, 1995,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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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하는 편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결과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3자가 특허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225조에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벌 제도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 따라서 

특허권자는 고의적으로 특허침해를 하고 있는 제3자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특허법은 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대신에 침해피의자인 제3자에게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 현사상의 형벌에 하여 질 수 있는 규정하고 있다. 

3. 외국 특허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미국

(1) 일반론

미국 연방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 12개의 항소연방법원과 특허관련 사선을 전담하는 연방하소순회법원

(CAFC), 94개의 연방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원이 특허법상의 침해사건을 다루고 있다.21) 특히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부 주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고, 미국에서

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22)23)의 인정 요건으로는 첫째,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둘째, 사회

20) 특허법 제228조 참조.

21) 미국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특허 ․ 상표 심판원

접수건수 연방순회

항소법원

(CAFC)

대법원

침해1심 침해2심 대법원

특허 상표 소계
특허

처리

상표

처리
소계

CAFC

*상표제외

2005 2,928 8,652 11,580 64 자료없음 2,716 3,665 6,381 424 자료없음

2006 3,478 10,874 14,352 72 - 2,830 3,740 6,570 453

2007 4,191 11,184 15,375 51 - 2,777 3,652 6,429 396

2008 6,451 12,277 18,728 82 - 2,896 3,464 6,360 392

[출처] 특허청, 2010년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인프라 작업반 보고서 225면에서 재인용.

22) 류근홍, 위의 학위논문, 20~25면.

23) 2001년 한 해 동안 미국 최대 75개 County(군)의 민사소송(불법행위, 계약, 부동산 사건 등)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된 사건을 조

사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가 승소한 6,504건 중 356건(5.5%)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사건 4,080건 중 217건

(5.3%), 계약사건 2,375건 중 138건(5.8%), 부동산 사건 중 1건(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 인정된 356건에서 나타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평균 50,00달러, 최대 364,500,000달러(1,000,000달러 이상 41건, 1,000,000

달러 이상 9건)이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사건은 평균 2,5000달러, 최대 100,000,000달러, 계약사건은 평균 83,000달러, 최대 

364,500,000달러, 부동산 사건은 평균 70,000달러, 최대 70,000달러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보상적 손해배상액을 비교하면 위의 356건 중 138건(39%)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상적 손해배상을 초과(4배 이

상 50건)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사건 86건(4배 이상 39건), 계약사건 52건(4배 이상 10건)이었다. 배심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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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범위의 잘못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 내지 법익 침해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을 것과 셋째,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① 고용기간 만료 전에 갑자기 강압적으로 피용자를 해고한 경우, ② 계약위반 자체가 고의 불법행위만큼 위반

자의 악성이 강한 경우, ③ 피해자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예

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24) 그러나 최근에는 그 인정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오히

려 과다한 배상액의 부과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근거로 전보적 손해배상을 들지 않으며, 가해자의 수익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의 성격과 그 의도, 원고에 대한 위해의 성격과 피고의 자력 등을 고려한다.25) 

(2) 미국의 특허법 관련 조항

특허권의 침해가 고의적인 것일 때 또는 피고의 소송수행 자세가 기만적이거나 기타 심히 불성실할 때 법

원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26)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5조27)는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승소한 자의 변호사비용을 패소한 자의 부담으

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86조28)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특허권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 6년 동안에 발생한 것에 한한다고 한다.29)

상이 인정된 260건 중 14%가 1,000,000 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평결이 내려졌으며, 판사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79

건 중 2%가 1,000,000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부과되었다. : 류근홍, 위의 학위논문, 46~47면에서 재인용.

24) 복진요, 위의 논문, 25면.

25) 김도형, 위의 논문, 195면.

26) 35 U.S.C. 284 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of this title.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mended 

Nov. 29, 1999, Public Law 106-113, sec. 1000(a)(9), 113 Stat. 1501A-566 (S. 1948 sec. 4507(9)).) 

27) 35 U.S.C. 285 Attorney fees.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28) 35 U.S.C. 286 Time limitation on damag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no recovery shall be had for any infringement committed more than six years prior 

to the filing of the complaint or counterclaim for infringement in the action.In the case of claims agains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use of a patented invention, the period before bringing suit, up to six years, between the date of 

receipt of a written claim for compensation by the department or agency of the Government having authority to settle 

such claim, and the date of mailing by the Government of a notice to the claimant that his claim has been denied shall 

not be counted as a part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29) 박준국, ｢미국 특허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5,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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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1) 일반론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일어난 토지분쟁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이 일본인 피고에게 징벌

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그 미국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판결에 대한 일본에서의 승인

‧집행을 구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민사소

송법의 위 각 조가 예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3호의 공서양

속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의 법질서 자세에서 보아 이 외국 판결의 집행을 인정하

는 것은 일본의 공서에 반한다고 해석 된다.”고 판시30)하였다. 이것을 이른바 만세공업사건이라고도 한다. 다

시 말해 일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가운데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보통의 손해배상에 포함되

는 부분에 관하여는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위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 ‧ 형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의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 승인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본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대상에 징벌적 손해

배상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1)

(2) 일본의 특허법 관련 조항

일본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뉜다.

형사 구제방법으로써는 특허법 제196조32)에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５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민사구제 방법으로써는 특허법 제106조33)는 신용회복조치로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고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에 의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해쳤던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고 손해의 배상에 대신하고 또는 손해의 배상과 동시에 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것을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100조34)는 금지청구권으로써, 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

시권을 침해한자 또는 침해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고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기에 즈음하고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

의 폐기, 침해의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각 그 밖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다.” 고 규정되

어 있다.

30) 日本最高裁判所. 1997.7.11 裁時 第1199號 第3頁. : 김상찬, 이충은, 위의 논문 173~174면에서 재인용.

31) 김도형, 위의 논문, 114면

32) 第196条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第101条の規定により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する行為とみなされる行為を行つた

者を除く。）は、10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0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33) 第106条　 故意又は過失により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ことにより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業務上の信用を害した者に対

しては、裁判所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請求により、損害の賠償に代え、又は損害の賠償とともに、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の業務上の信用を回復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4) 第100条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

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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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3조35)와 제102조 2항36)은 과실추정의 규정으로써, 제 103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의 행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던 것이라고 추정한다.”, 특허법 제102조 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고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고 그 침해

에 의하고 자기가 받았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고 이익을 받고 

있을 때의 그 이익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았던 손해액이라고 추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3) 중국37)

(1) 일반론

대륙법계 국가인 중국은 과거에 실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으로 삼아 왔다. 지난 

1980~9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제도적인 흠결 내지 부조화 등의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수요로 1993년 중국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은 사기행위에 대하여 ‘가배배상’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학자들은 통상 이 

법이 중국에서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한 법률이라고 평가한다.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후 중국은 

계약법, 담보법, 특허법, 근로계약법 등의 법률과 해당 사법해석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특허법 관련 조항

중국의 특허법 제60조는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실 또는 권리 침

해자가 권리침해행위로 획득한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침해자의 상대방이 입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특허허여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하게 확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규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문제를 적용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最高人

民法院關於審理專利糾秎案件適用法律問題的若幹規定)’에서 제 20조는 “인민법원에서 특허법 제57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자의 배상책임을 추궁할 경우, 권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침해를 받아 입은 손

실 혹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특허권자의 특허제조물이 침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된 총 액수에 매 건의 특허제조물에서 얻은 합리

한 이윤을 곱하여 얻은 積38)으로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된 총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권리침해제조물이 시장에서 판매된 총수에 매 건의 특허제조물에서 얻은 합리한 이윤을 곱하여 얻은 積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로 볼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당해 제조물이 시장에

서 판매된 총 수에 매 건의 권리침해제조물에서 얻은 합리한 이윤을 곱하여 얻은 積으로 계산한다. 권리침해자

35) 第103条　他人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は、その侵害の行為について過失があつたものと推定する。

36) 第102条　２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

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

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7) 박인걸,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법학연구�, 제28집, 2009.7, 6면. 

38) 積 : 쌓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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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자의 영업이윤으로 계산하며, 상습적인 권리 침해자에 대

해서는 판매이윤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21조는 “피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특허사용비가 있어 참

조 할 수 있을 때에는 인민 법원에서 특허권의 부류,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성질과 정황 및 피해정도, 특허사

용비의 액수, 당해 특허의 성질, 범위, 시간 등 요소에 근거하여 특허사용비의 2배 내지 3배로 배상액수를 합리

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39)

4) 영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상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발전되었다. 영국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40) 과거의 영국법원은 피해

자가 탈취당한 특정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어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여지가 없었으나, 13세

기 이후에 배심원들에 의해 금전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배상규모가 소액에서 터무니없이 

과다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없었고, 손해배상에 대한 배심의 결정은 항소법원에 의

해서 재심될 수도 없었다. 그 후 16세기에는 최초로 항소법원에 의해 재심이 인정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 근대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분리되어 민사책임에 형사 책임

적 요소를 가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탄생된 것이

다.41)

한편 1964년 영국 귀족원 (House of Lords)은 Rookes v Barnard 사건4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세 가지의 범주를 정하여 판결하였

고, 이 사건 이후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다.43) 즉,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정부

공무원이 강압적, 자의적 내지는 위헌적 행위를 행한 경우와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부터 얻어질 이익이 

피해자에게 전보적 손해배상을 지급하고도 이득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여 과감하게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법률

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위의 3가지 외에도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 첫째, 원고 자신이 가해자의 강압적 행위에 의하여 희생자로 되어야 

하고, 둘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일정한 제한이 설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4) 그러나 실제

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크게 제한하지 못하였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기대할 

수 없는 영국에서는 그나마 위의 판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가권력의 독선적 행위로부터 국민

39) 박인걸, 위의 논문, 62~63면.

40)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연구�, 제5집, 대한민사법학회, 1996, 86면.

41) 김상찬․이충은, 위의 논문, 168면.

42) Rookes v Barnard [1964] AC 1129, [1964] 1 All ER 367

43) 김재국, 위의 논문, 87~88면.

44) 오문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년 하반기,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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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45) 이처럼 영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 후술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

로만 운용하고 있다.46)

Ⅲ.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1. 현행 민법에 의한 특허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우리법 체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이 분리되어 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

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악

의적인 불법행위 및 불법인 것을 알면서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으로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 특허법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반영된 민사상구제도가 있고 더불어 형사상구제제도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과 특허법의 관계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특허법상의 손해배

상제도는 권리의 특성에 비추어 민법규정의 특칙을 둔 것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불법행

위를 민법상의 본질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민법 법리에 따라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의 평가와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에 맡기고 있지

만, 평가와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특별법 형태로 특허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은 특허발명이라는 

목적물의 성질이 민법상 물건과 다르다는 특성으로부터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

허권의 특성과 관련한 것이 아닌 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법리가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법상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은 특허법에 규정이 있으면 특허법에 따르지만, 규정에 없는 사항

의 손해배상 법리는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이 일반법의 지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특허발명과 제3자의 제품을 비교하여 동일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128조에는 일반재산권과 다르게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에 따른 배상액산정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발명과 제3자의 제품의 동일성 판단과 침해의 입증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허법 제

128조는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기본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제1항), 침해자가 얻은 이득액을 특허

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제2항), 실시료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극적 손해의 최소한으로 인정

45) 류근홍, 위의 학위논문, 18~19면.

46) 송홍섭,｢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재판자료�, 제58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992.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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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제3항), 실시료상당액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교환가치로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

의 사용가치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의 산

정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2) 특허법상의 형사적 구제제도

우리나라 특허법 제225조에는 특허발명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실시하는 침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의 특허침해금지나 예방청구는 과실 또는 고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과 같이 과실 및 고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

하고 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예를 들면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 특허발

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법상의 형벌규정은 특허침해에 

대한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서 특허권의 침해죄(제225조), 특허청직원의 비밀누설죄(제226조), 증인 또는 감

정인 등의 위증죄(제227조), 특허권의 허위표시죄(제228조), 그리고 양벌규정(제230조)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 침해죄의 성립에는 고의를 요하며, 침해죄는 친

고죄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

3) 현행 민․형사상구제의 실효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현행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침해자의 고의에 대하여 특별히 징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고

의성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

어도 법원으로부터 침해를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특허권자가 승

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일실이익액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산정과 입증의 곤란으로 인해 최소한의 금액인 

실시료 상당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의의 침해자에게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법인 또는 대표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침해분쟁을 해결하려

고 하는 것으로 제3자의 불법제품 폐기 등을 실행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허권자는 형사적 처벌에 처해진 법인 또는 대표자로부터 특허실시료 또는 화

해의 합의금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으로 오는 회사의 경영 또는 운

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산이 된다거나 파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적 처벌제도에 의해서는 많은 자금과 인력의 투입에 의해 산

출된 특허권을 보호하여 공정한 산업경쟁사회를 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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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개정에 의한 특허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매

우 다양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법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법관에 따라 엄청

난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도 소송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도입 찬성론과, 민사적 책임에 형사적 성격이 부과되는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법에 도입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법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47) 등의 취

지로 도입 신중론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사법 전체에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48) 만약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에서도 특별한 쟁점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에 대한 찬성론과 신중론을 검토하여 본다.

1) 도입 신중론의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중론을 보면,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혀 없고, 미국에

서도 주에 따라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거나, 개별 입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주

가 적지 아니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한다.49) 외국

의 입법례를 봐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점에 확신이 없고, 미국에서조차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주도 있으며, 영연

방 일부 국가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한다면 대륙법계 국가 중 최초가 될 것인데, 일단 대륙법계 국가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따르게 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법률체계의 측면에서도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 증거절차 및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배심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에 부

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악의적으로 특정 소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있으나, 이러한 일반 예방의 효과는 형사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하는 

것 정도이고, 소액다수 피해자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구제할 수 있다.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

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위자

료제도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50)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역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재판제도,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르는 부작용 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47) 정해상, 위의 논문, 249면.

48) 최명숙, ｢여성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릴레이 토론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2005.6. 20면.

49) 복진요, 위의 논문, 41~42면.

50)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제16차, 제17차 회의, 전문위원 홍승면 의견, 2004년 7월 5일 ․ 1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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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찬성론의 검토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일반에 대하여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별적

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강화된 요건이 아니면 법관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 당사

자들의 예측가능성도 낮추게 될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가 대륙법계이므

로,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도입 찬성론 측이 주장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 먼저,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의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만약, 기업의 입장에서 항상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정한 정도의 불법행위를 감행할 유혹이 있다. 이러한 양면성의 문제 때문에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한국사회의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준법의식이라 제고하고 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

록 국가 측면에서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법률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가 민, 형사 책임이 분리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형사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기업 활동의 많은 부분이 자유화 되고 

또, 비형사범죄화 되므로 손해배상으로 이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등 일부

에 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된다면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셋째, 위자료 액수의 상향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근 위자료 액수가 상향 

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 아직도 지나치게 소액일 뿐이고, 특히 다수에 대한 경미한 피해인 경우에는 아무

리 많은 위자료를 인정해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결국 위자료의 인상은 해결방식이 되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의 상향 조정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51)

3) 양자의 주장을 통해서 본 특허법에서의 도입가능성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법조계 및 학계, 그리고 실무에서는 민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다. 즉, 도입의 찬성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허침해를 

이유로 직접 기업의 법인 또는 대표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벌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제3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만약 제3자가 특허권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해 특허발명의 기술적 분석을 잘못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나중에 특허권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구속 등의 형사적 처벌에 처

해진다는 현행 특허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찬성론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51) 배상철,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한국발명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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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신중론 도입 찬성론

*민사책임에 형사적인 성격이 부가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

리의 법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

기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 

*소구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실손해 액수가 소송과정에서 부

담한 비용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실손액 보상을 위한 소송

의 실익이 거의 없다.

*피해자 개인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것은 법 정의의 관념에 부

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과 정책이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현

대사회에서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여 제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법의 기능을 사법영역으로 끌어 들여 민사법과 형사법의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해하여 이중처벌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불법행위도 실체법적 구성요건 해당

성이 성립되지 않거나 절차법적 기소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

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형벌이나 행정적 제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제도이다.

*법관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과 판결

이 모호하다. 따라서, 동일 불법행위 재발 예방취지라는 본래의 취

지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도입신중론은 최근 불법행위법의 주안점이 손해의 전보기능

에서 가해행위의 억제라는 사회적 기능 쪽으로 확대되고 있

는 동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소송의 남발은 행위자에 대한 과다억제(over-deterrence)로 이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대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입 신중론과 도입 찬성론의 비교】

Ⅳ.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향 제언

1.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민법상 재산권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무형적 ‧ 관념적 ‧ 추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배

‧ 점유라는 관념으로써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일방적 ‧ 무단적인 실현이나 실시가 가능하며, 침

해행위 그 자체의 발견이나 인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52)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속성으로 인한 침해발생 때문에 지적소유권 보호의 중점은 손해배상에 놓이게 되는 

바, 침해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53) 이에 따라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피해자구제 측면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특허권은 무형적 관념적 추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단적인 실현이나 실시가 가

52) 김상찬 ․ 이충은, 위의 논문, 175면.

53) 배상철, 위의 논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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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침해행위 그 자체의 발견이나 인식이 용이하지 않아 권리침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과 그 침해를 입증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2) 고도화된 불법행위

현대사회에 와서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과 피해 배상액의 비등가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대등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는 종래의 고전적 불법행위 유형과 차이가 있어서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영리적 불법행위를 막기 힘들다.

3) 적극적 차원의 손해배상

특허의 보호 대상인 창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그 침해는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손해배

상목적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다는 전보적 의미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의 목적이 전보적 

배상만을 뜻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장차 발생할 침해행위 예방과 같은 적극적 차원으로 가야한다. 

4) 기업경영의 위기

현행법상의 형벌제도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판례를 통하여 검

토하여 본다.

<대판 1996.10.22 96고단926754)> 에서의 판결요지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오락기 기판 1개(증 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위의 판례는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

생할 때 해당 기업은 그간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특허 분야

나 해당 분야에서의 파급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특허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입건 및 구속된 악의적 침해자 C.E.O는 특허법 자체로 보았을 때 위법한 

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회사는 구속된 C.E.O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기업경영의 차질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겠으나 기업 경영자들이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때

54) 피고인 박◇옥은 오락기를 수입, 판매하는 거림전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문은 거림전자의 이사로서, 가정용오락기를 영업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용오락기의 사업용화 제어장치를 피해자 나♡환이 발명하여 1991. 4. 20. 특허출원한 다음 1993. 8. 11. 가정

용오락기의 사업용화제어장치 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등록(등록번호: 제064328호)하고 동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한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5. 2.경부터 1996. 8.경까

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270의 33 소재 ○○빌딩 4층 거림전자에서, 하드웨어는 일본 소니사의 플레이스스테이션 , 소프트웨어

는 일본 남코사의 철권2를 결합하고 위와 같이 특허등록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한 가정용오락기의 사업용화제어장치를 부착한 오

락기 약 900대 시가 합계 720,000,000원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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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업경영자의 형사입건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 

5) 형사적 처벌 본래의 기능 상실

현행법상의 형벌제도에 의하여 실제 특허법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06년 824건, 2007년 837건, 2008

년 1,245건, 2009년 1,18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리 중에서 실제 기소된 것은 2006

년 34건(5%), 2007년 27건(4%), 2008년 72건(6%), 2009년 73건(7%)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통계구분

연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특허법위반 (2006) 824 747 34 2 12 20

특허법위반 (2007) 837 757 27 - 2 25

특허법위반 (2008) 1,245 1,161 72 1 21 50

특허법위반 (2009) 1,188 1,078 73 - 15 58

【연도별 산업재산권 위반사범 검찰 단속현황】

<표 2> 연도별 산업재산권 위반사범 검찰 단속현황, 2006-2009년,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조

計 실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각
기타 비고

1989 578
68

(1.8%)

255

(44.1%)

207

(35.3%)
2 1 32 13

1990 654
42

(6.4%)

291

(44.5%)

288

(44.0%)
1 1 19 12

1991 909
60

(7.6%)

367

(47.1%)

426

(52.4%)
8 6 25 17

1992 668
52

(8.1%)

248

(38.7%)

296

(44.3%)
6 9 18 39

1993 1,386
152

(12.1%)

490

(38.9%)

564

(40.7%)
22 16 112 30

【산업재산권 침해사범 제 1심 선고현황】

<표 3> 산업재산권 침해사범 제 1심 선고현황55)

또한 특허법위반이 적용된 아래의 판례를 통하여 현행 특허법상의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본다.  

55) 1990-1994년 사법연감 발췌 (배상철, 위의 논문, 2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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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

<대판 2000.1.12 99고단507756)> 에서의 판결요지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에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5. 압수된 샌서롤(완제품) 15개(증제1호), 헤드 80개(증제2호), 회전판 81개(증제3호), 열프라스틱 카바 2박스(증제4호), 회전판카바

(플라스틱) 2박스(증제5호), 회전판받침대 50개(증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판례1-1]  ≪항소 후≫

<대판 2000.5.24 2000노128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의 두 가지 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법 위반사례와 산업재산권 침해사범 제 1심 선고현황을 나타내는 것

이다. 그리고 판례는 특허법 위반사례에서의 항소 이후 양형이 달라진 사례이다.

우선 두 가지 표를 살펴보면 특허법과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서 구속되는 사건의 수가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형사적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침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아래의 판례는 하급심에서의 징역형이 대법원 항소심에서의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를 보여준다. 이

것은 현실적으로 형사적 제재가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도입 신중론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형사적 구제는 무의미하고 따라서 민사적 구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그 제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특허침해 범죄 예방 가능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로서 특허법 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

는 것이 오히려 특허침해자의 침해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상의 형사

적 처벌에 처하는 것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의도적 침해 또는 악의적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크다는 점은 금전적으로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

56) 피고인은 미용기구 등을 제조하는 공소외 이ㅇㅇ 경영의 ‘ㅇㅇㅇㅇ’의 영업상무로서 동사 제품의 판매 총책  임자인바, 위 이ㅇㅇ와 공

모하여, 199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고양시 ○○구 ○○동ㅇㅇ의 ㅇ소재 ‘ㅇㅇㅇㅇ’공장에서, 피해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가 1992. 2. 11.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ㅇㅇㅇㅇ호로 특허를 등록한 모발처리촉진장치인 모터와 감속기어 등으로 회전시

키는 기계에 의해 원형으로 만들어진 히터와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반사기가 360도로 회전하도록 만든 ‘롤러블’과 동일하게 만든 ‘센서롤’

이란 모발건조기를 생산하여 미용기구 도매상들에게 합계 600여대 시가 약 5억 4,000만원(정품시가 약 13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함

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이후 위 사례는 피고인의 재심(대판 2000.5.24 2000노1280)에 의해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압수된 센서롤(완제품) 15개(증 제1호), 헤드 80개(증 제2호), 회전판 81개(증 제3호), 열프라스틱 카바 2박스(증 제4호), 회전판카바

(플라스틱) 2박스(증 제5호), 회전판받침대 50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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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법제 없음

특허법 제128조(침해죄) ⑦제225조의 규정된 특허범죄를 

삭제하고 제225조의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

액의 3배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한다.

개정․반영이유
특허법 제225조의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대체함으로써 형벌의 문제점 해결가능,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창설  

②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반영이유
①안의 개정 ․반영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물가의 현실성 고려 및 범죄의 규모 확장 (예컨대 기업 수준의 특허권 

침해), 고의성 증가 반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이전에 일시적 형벌의 강화를 통해 징벌적 성격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향】

다. 그리고 큰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이슈화되기 쉽고, 또 누구나 그것을 보고 사전 범죄의 예방에 기여가 가능

성이 있으므로, 형사상 구제제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민법에의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학계나 실무계 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발달했던 제도이고 미국에서 실제 채택하

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약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학

회와 실무계의 주요 논리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허법 제225조와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모두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 구제를 받았다 하

여 민사적 구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민법의 특별법의 하나로 이해되는 산업재산권법 중 

특허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점이 든다. 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민법이라고 하는 상위법과의 관계

에서 살펴볼 때,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하여 특허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57)

이러한 이유를 볼 때 점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급진적인 도입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57) 복진요, 위의 논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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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 법제 없음
특허법 제128조⑥ 손해배상액 해당액의 3%를 특허 혹은 해

당분야의 발전 혹은 홍보기금으로 국가가 공제할 수 있다.

개정․반영이유
특허법 제128조⑥항의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씀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여 특허범죄를 막는 것에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④

민법 제765조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

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배상액을 경감할 때 범죄사실의 비난성 혹은 피해자와 가

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등급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경감

사유를 책정

개정․반영이유 경감사유를 객관적으로 책정하여 자의적 판단이나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지양함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과 기대 효과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법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도 있고, 또

한 ‘징벌’이라는 것은 그 집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무자력

인 경우에 배상액이 결정되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58)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요구

하는 악의나 의도는 불명확한 정의되지 않는 개념으로 어떠한 행위 내지 정황에 의한 판단작용이 필요하게 된

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적용상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

상의 정의 규정과 적용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최근 들어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부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

히 일부 미연방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결59)하기도 하였다. 즉 형벌

인 벌금과 과료, 행정벌인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한다. 이처럼 피해자 개인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

하는 것은 법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60)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결합하게 되면 그 배상액은 상상

을 초월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기업체는 파산의 우려 등 사

회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61),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62)

또한 일사부재리원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법의 기능을 사법영역으로 끌어 

들여 민사법과 형사법의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해하여 이중처벌 금지 위

58) 양세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점｣,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  추진단, 2006.7. 66면.

59) Juzwin v. Amtorg Trading Corp., 704 F. Supp. 1053. D. N. J. 1989;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64 U.S.L., W. 

4335. U.S. May 20, 1996.

60)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사회과학연구�, 제1권, 창원대학원 사회과학연구소, 1995.3, 119면.

61) 신영수, 위의 논문, 436~438면.

62) 최정학,｢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법학�, 제42호, 2010.3,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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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해당한다고 한다.63) 미국의 경우도 4개의 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디애

나 주에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64) 즉,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고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민법과 형법, 양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65) 

또한 배상액의 산정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66) 미국에서는 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행위상태, 행위동기, 실제 손해에 한정하지 않

고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해자의 각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이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평결절차를 거친 후 그 평결이 과대 또는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

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67)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과 판결이 모호하므로, 그 배상액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자의로 흐릴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동일 

불법행위 재발 예방취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68)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관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점은 미국과 동일할 수 있다.

그리고 사소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69)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저항감은 

대개 사소의 남발에 대한 우려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남발은 행위자에 대한 과다억제

(over-deterrence)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70)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워지므로 쌍방 모두 소송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원고 측의 소송비용은 징벌적 배상부분

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비용은 적절히 보상받기 어렵다. 물론 불법행위의 억제효과

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행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형사법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71)

63) 류근홍, 위의 학위논문, 201면

64) 김재국, 위의 논문, 99면; Sedgwick. op. cit., §386; McCormick, op. cit., §82; Morris. op. cit., 1195~1198면.

65) 김재국, 위의 논문, 99면.

66) 류근홍, 위의 학위논문, 204면.

67) Model Punitive Damages Acts §8.

68)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서 BMW of North America. Inc. v. Ira Gore 사례(517 U.S. 559. 116 S. Ct. 1589, 134 L.Ed.2d809, 1996)와 

이른바 ‘바지소송’으로 불리는 Pearson v. Chung 사례(05 CA 4302b. 2007)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소

송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까지 놓이게 되었다. 이에 위헌 논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에서는 배상액을 제

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69) 김도형, 위의 논문, 21면

70) 김영갑,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책임｣,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1997, 85~86면.

71) 신영수, 위의 논문,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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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법 내에서의 피해는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허권은 무형적 관념적 추상적 존재라 제3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단적인 실현이나 실시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고도의 불법행위는 종래의 고전적 불법행위 유형과 차이가 있어서 현행 사법체

계 하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영리적 불법행위를 막기 힘들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인 창작은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한 반면, 그 침해는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손해배상목적이 단순히 전보적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

다고 본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목적이 전보적 배상만을 뜻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장차 발생할 침해행위 예

방과 같은 적극적 차원으로 가야한다. 

나아가 특허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때에 기업의 대표자가 구속되거나 활동의 제한을 받는 경

우 기업경영의 타격을 받고 이것은 해당 특허산업분야에 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아직 어려울지 모르나, 특허법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국내 특허법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식72) 

등으로 개정하여 도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72) 직접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대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 내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봉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게 하는 등과 같은 교정의 방법

(restorative remedies)을 사용하자는 특이한 의견 내지 응징과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는 하되 투기적 남소를 방

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오로지 전보적 손해배상만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국가)에 완전히 귀속시켜 이로써 교정시설의 확충이나 장

학재단 등의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김용대,｢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 제17권, 법원도서관, 1999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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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

▶▶▶ 장려상�김민승(충남대학교)

Ⅰ. 서론

의료방법발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수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32조에서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1)이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불특허사

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의 유형

으로서 의료행위를 들고 있으며2),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실무는 의료방법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기재

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3)4)로 거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방법발명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인도적 ‧ 산업정책적 ‧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인도적 이유

로서 수술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특허권이 존재함에 따라 수술이나 치료

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산업정책적 이유로서 치료분야가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비의 공적보조를 통하여 발전되었으므로 특허대상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6).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유로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부여로 의료수가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못 받는 환자

가 발생할 수 있다7)는 것이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의 유용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인종, ｢특허법개론｣, 21c 법경사(2004. 11.) p. 163

2) 5.1 의료행위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 한의사 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

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③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예: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김병일, 이봉문, ｢의료발명의 법적 보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2001), p. 1

4) 조현래, 윤석찬, ｢의료방법의 특허권으로써의 보호문제｣,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2009.9) 가을호(제56호),  p. 39

5) 이재응, ｢판례를 통해 본 화학관련 분야의 특허이론과 실무｣, 특허청(2004. 11. 17.) p. 59

6)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Ⅰ｣박영사(2010) p. 448

7) 김병일, ｢의료방법의 특허성｣, 창작과 권리 28호(2002 가을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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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생명공학유전자나 유전자 치료방법, 첨단 기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등의 의료기술이 고도화되

어 의료기술영역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영역의 개발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 및 국가경쟁

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8)에도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9). 산업재산권법의 특성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방법발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및 

심사실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10)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의료방법발명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려고 한다.

Ⅱ. 현행법상 의료방법발명의 문제점

1. 관련 법규정

1)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의료방법발명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특허법 제29조제1항본문의 산업상이용가능성요건 

흠결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특허법 제32조

의료방법발명이 인체를 그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제한할 염려가 

있는 발명11), 그 방법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

는 발명12)에 대하여는 특허법상의 불특허사유인 특허법 제32조13)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본조에 해당여부는 ⅰ) 풍속, ⅱ) 전통, ⅲ) 국민의 의식수준, ⅳ) 사회적 분위기, ⅴ) 국가정책 등의 요인에 의

해 정립된 사회적 통념14)을 기준으로 한다.

3) 특허법 제96조제2항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국내 특허법이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의약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특허법은 특허법 제96조제2항15)에서 

8) 오윤석,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FAO국제조약의 채택과 국내 유전자원의 현황에 관한 고찰｣, 특허청, 지식재산21 통권 제93호 (2005. 11)  

p. 267

9) 윤석찬,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법학연구 제43권 제1호 통권 제51호, 2002. 12 p. 10

10)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 통권 제19호 (2006. 4) p. 24

11) 특허법원 2000허6387 판결 (2001. 8. 17.)

12) 대법원 91후110 판결 (1991. 11. 8.) 

13)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1995.12.29]

14) 황의창 ‧ 황광연, ｢특허법정해(상)｣, 법영사(2009. 7) p. 315

15)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 ‧ 경감 ‧ 치료 ‧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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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의한 제조행위16)와 그 제조에 의한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17)고 규정하여 특허권

의 효력을 제한18)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사 등이 의약을 자유로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유지 또는 건강관리라는 공익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19).

2. 현 의료방법발명 취급의 문제점

첫째 사람의 수술방법의 경우 그 발명의 효과가 의료행위에 의한 효과로서 귀결되고, 그 과정이 의료기기

의 이용을 포함한 내․외과적인 수술방법에 해당할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흠결한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허

여하고 있지 아니하다20).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등록 받은 발명21) 중에는 의료기기의 형태로 청구

항을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의 작동결과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수술방법

으로도 볼 수 있는 발명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 실무는 의료기기의 발명의 경우 그 구성에 인

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실질적인 의료행위

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심사기준 상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

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치료방법의 경우 그 발명의 효과가 의료행위에 의한 효과로서 귀결되고, 그 과정이 의료기구, 의약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체를 치료하기 위한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상이용

가능성을 흠결한 것으로 취급22)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지 아니하다23). 판례24)는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

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또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핀바와 같이 의료기

구의 경우 청구항은 의료기기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작동결과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특허청 심사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클레임

의 표현양식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25). 또한 의약발명의 경우도 특허청

구범위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등의 발명인 경우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의약

발명의 심사기준 상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인지 여부의 판

16) 대법원 97후1016 판결 (1998. 12. 22.) 

17) 윤선희, ｢특허법｣법문사(2004), p. 591

18)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1096

19) 김원오,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p. 482

20)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법문사(2002), p. 137

21) 한국등록특허 제396392호

22) 서계원, ｢의료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412

23) 의약심사기준 5.2,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분야｣, 특허청 (2008. 6. 30)

24) 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거절결정(특)】 

25) 윤권순, ｢의료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창출판사(창작과권리), 창작과 권리, 제14호, 1999.3,  p. 5



의료방법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

301

단이 쉽지 않아 명확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26)이다.

마지막으로 진단방법의 경우, 사람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발명으로서 청구항의 기재형

태가 인체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액 등의 샘플을 통하여 진단하는 방법 등의 형태를 취하나 산업상이용가능성

을 흠결하였음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고 있지 아니하다27). 다만, 의료기기의 제어방법에 대한 발명의 경우 산

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28). 그러나 의료기기의 제어방법의 형태로 청구항을 기재하고 있어도, 인체와 장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닌 진단과 직결되는 예비적 처리

방법29)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진단방법이라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예비적 처리방법이 특정 질병의 진단으로 직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30). 결국 실질적인 진단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정하

고 있으며, 이는 상기 수술, 치료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심사기준상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

아 개선이 요구31)된다.

3.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상기 검토와 현 의료방법발명의 취급의 문제점 외에도 현행방식의 법제도 운영에 수정을 가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첫째로 의료방법발명이 의료업의 일부분임이 확실하고 또한 의료업이 중요한 산업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의료방법발명을 단순히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고 규정해버리는 것은 법

체계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32). 또한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법원33)은 ‘인간을 제외한 포

유동물의 왁친 접종방법’ 이라는 클레임을 가진 발명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심사지침서의 어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데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판단되나, 동물의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고 사람의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은 수의업은 산업이고 의료업은 산업이 아니라

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34). 

둘째로 의료업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35)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

가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특허라는 제도로서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법제도하에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은 노하우(Know-How)로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중에게 자의적 공개가 

26) 강춘원,｢의약 용도발명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특허청(지식재산21), 2008. 1, p. 112

27) 신원혜,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 ․ 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특허청(2007),  p. 5

28) 특허 ‧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제3부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절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특허청 (2009. 12.)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

 ② 신규한 의료기기의 발명에 병행하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발명이 그 구성에인체와 의료기기간

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29) 정순성, ｢제네릭 의약 관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연구｣, 특허청(지식재산21), 2009. 1, p. 66

30) 신원혜,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특허청(2007), p. 16

31)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홍문사, 안암법학 통권 제23호 (2006년 11월), p. 273

32) 박희섭, 김원오, ｢특허법 원론｣ (세창출판사), (2006), p. 150

3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판결.

34) 윤권순, ｢의료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창출판사(창작과권리), 창작과 권리, 제14호, 1999.3, p. 2

35) 이성우, ｢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지식재산21), 2005.12.,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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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어 전체적인 관련 기술발전이 저해되고, 발명자 자신에게는 국가가 법으로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의

료업관련 기술의 주축인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는 형태의 법 운영은 차후 관련기술의 발달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와 FTA협상이 타결된 

미국의 경우 의사 등의 수술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행사를 제한하나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36).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는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에 관한 이슈가 제외되었지만, 미

국과 차후 관계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 부여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 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법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사람의 수술 ‧ 치료 ‧ 진단방법인 의료방법발명의 경우 의료기기발명과의 구분이 명확하

지 아니하여 심사관 개개인의 판단기준에 의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법하에서도 치료목적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특허 

침해품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의료행위도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의료방법발명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방법발명이 다른 측면에서의 특허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은 현행법하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특허와의 차별성 및 의료방법 특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방법 분야의 무형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37) 이러한 무형의 기술

들이 보호되지 않는 현재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가령 수술 성공률의 작은 차이는 환자 입장에서 

생명이 오가는 엄청난 차이가 되며,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작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불

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노하우(Know-How)가 필요하여 개발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제도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38) 

결국 명확하지 않은 구분으로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등록을 제한하는 문제점, 다른 측면에서 의료방법발명

이 특허권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의료기술영역의 확대 ․ 발전을 통한 산업발

전에 이바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6) 이해영,｢미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5), p. 236

37) 김원준,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특허청(지식재산21), 2010. 4.  p. 148

38) 오윤석,｢유전자원보존과 지식재산권 체제와의 관계｣, 특허청(지식재산21), 2007. 3.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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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 특허법은 타국의 특허법과는 달리 불특허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서 특허성에 관하여 “새롭고 유용한 제조방법, 기계, 제조물, 합성물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하게 개량을 한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39)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미국에서는 의료행위가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과 판례가 없어 특허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방법발명의 경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40)이다.

미국의회는 Pallin 사건41)을 계기로 해서 의료방법 특허를 금지시키는 법안의 통과를 검토하게 되었다. 

Pallin이라는 의사가 백내장 수술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 수술법을 사용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Pallin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미국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특허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의약산업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의사들은 특허를 받은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도 충

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의약산업 쪽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의료분야의 산업화,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 특허의 효용성을 내세웠다42). 그 후 미국 의회에서는 치료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의료

행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의사들은 침해소송에서 제외된다.”는 제287조(c)43)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 

39)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consolidated_laws.pdf 2010. 8. 25. 최후접속

40) 이해영,｢미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5), p. 233

41)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ol/notices/diaghear.txt

42) 이성우,｢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지식재산21), 2005.12., p. 53

43) 35 U.S.C. 287 Limitation on damages and other remedies; marking and notice. (c) 

(1) With respect to a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tha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a) or (b)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sections 281, 283, 284, and 285 of this title shall not apply agains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gainst a related health care entity with respect to such medical activity.

(2)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the term “medical activity” means the performance of a medical or surgical procedure on a body, but shall not 

include (i) the use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in violation of such patent, (ii) the 

practice of a patented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in violation of such patent, or (iii) the practice of a process 

in violation of a biotechnology patent.

  (B) the term “medical practitioner” means any natural person who is licensed by a State to provide the medical activity 

described in subsection (c)(1) or who is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such person in the performance of the medical 

activity.

  (C) the term “related health care entity” shall mean an entity with which a medical practitioner has a professional 

affiliation under which the medical practitioner performs the medical activ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nursing 

home, hospit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group medical practice, or a medical 

clinic.

  (D) the term “professional affiliation” shall mean staff privileges, medical staff membership, employment or contractual 

relationship, partnership or ownership interest, academic appointment, or other affiliation under which a medical 

practitioner provides the medical activity on behalf of, or in association with, the health car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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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되 의사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특허법에 추가하였다.

1996년 Pallin 사건을 통하여 미국특허법 제287조(c)의 (1)에서는 “이 법률 제271조 (a) 또는 (b)44)에 있어

서 침해를 구제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이 법률 제281조, 제283조, 제284조 및 제295조 규정은 그러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관련 건강관리주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인용되

는 미국 특허법은 민사소송구제(제281조), 금지명령(제283조), 손해배상(제284조), 생산방법의 추정(제295조) 

규정이므로 상기 미국 특허법 제271조(c)(1)의 규정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

우에도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와 같은 특허침해의 구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5) 

동법 제271조(c)(1)의 관련 건강관리주체(Related Health Care Entity)에 대해서는 그 정의 규정인 제271

조(c)(2)의 기재내용46)으로부터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며 직업상의 제휴관계에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고 정

의한다. 한편, 동조(c)(2)(A)를 살펴보면47), “의료행위란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 또는 외과행위를 의미하며, (i) 

특허된 장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그 특허에 위반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 (ii) 특허된 조성물의 용도를 그 

  (E) the term “body” shall mean a human body, organ or cadaver, or a nonhuman animal used in medical research or 

instruction directly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humans.

  (F) the term “patented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does not include a claim for a method of performing a medical 

or surgical procedure on a body that recites the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where the use of that composition 

of matter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objective of the claimed method.

  (G) the term “State” shall mean any state or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3)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activities of any person, or employee or agent of such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such person is a tax exempt organization under section 501(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ho is engaged 

in the commercial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importation, or distribution of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the provision of pharmacy or clinical laboratory services (other than clinical laboratory 

services provided in a physician's office), where such activities are:

  (A) directly related to the commercial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importation, or distribution of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the provision of pharmacy or clinical laboratory services (other than 

clinical laboratory services provided in a physician's office), and

  (B) regulat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or the Clinical 

Laboratories Improvement Act.

(4)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patent issued based on an application the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of which 

is prior to September 30, 1996.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consolidated_laws.pdf

44) 35 U.S.C. 271Infringement of patent.

(a)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45)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홍문사, 안암법학 통권 제23호 (2006년 11월), p. 277

46) the term “related health care entity” shall mean an entity with which a medical practitioner has a professional affiliation 

under which the medical practitioner performs the medical activ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nursing home, hospit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group medical practice, or a medical clinic.

47) (A) the term “medical activity” means the performance of a medical or surgical procedure on a body, but shall not include 

(i) the use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in violation of such patent, (ii) the practice of 

a patented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in violation of such patent, or (iii) the practice of a process in violation of a 

biotechnology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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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위반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 (iii) 생명공학(Biotechnology) 특허에 위반되는 형태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제287조(c)(2)(A)의 규정은 앞으로 가장 연구개발이 기대되고 실제로 실시될 것으로 생각되는 생명

공학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 재생 의료 분야의 의료방법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의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 방법이 설사 의사에 의해 행해지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48)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는 규

범적 당위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자국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된다.49)

결국 미국에서는 의료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사가 행하는 의료 및 수술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기초한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87조

(c)(2)(A)의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연구개발이 기대되는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유럽

유럽은 의료방법이 발명의 정의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50),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52조 제4항은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 또는 치료

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에 실시되는 진단방법은 동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51)고 규

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EPC의 개정으로 EPC 제52조 제4항에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한 부

분을 EPC 제5352)조에서 불특허사유로 규정하여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즉, 제53조의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부분은 1973년 법에서는 53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

48) 신원혜,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특허청(2007),  p. 7

49) 임근영,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p. 139

50)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 통권 제19호 (2006. 4) p.12

51) EPC Art. 52(4) :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c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http://www.epo.org/patents/law/legal-texts/html/epc/1973/e/ar52.html 2010. 8. 23. 최후접속

52) EPC Art. 53 :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

(a) invention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such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http://www.epo.org/patents/law/legal-texts/html/epc/2000/e/ar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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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PC 2000에서 제53조 부분으로 신설되었다. 결국, 인간 또는 동물에 실시되는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으로 

인간 또는 동물을 처치하는 방법은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53). 다만 단서 규정에서 화합물(substances) 또는 조성물(compositions)을 상기한 방법에 사용하는 제

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의 제품(product)에의 적용에는 산업상 이

용가능성을 인정한다. EPC 제52조 제4항은 일반적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약 제52조 제1

항54)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출원된 발명이 그 자체로는 산업상 이용성이 있을지라도 제52조 제4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불특허발명의 범주에 속하면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간주되므로 특허 받을 수 

없다. 즉, EPC는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EPC 제53조를 통하여 불특허사유로 정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55).

EPC 제52조 제4항에서 “이 조항은 치료방법에 사용되는 물(物), 특히 화학물질이나 그들의 혼합물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고 하여 제52조 제4항이 불특허대상은 의료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수술이나 치료를 위한 인

간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또는 진단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특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 

의약조성물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56)과 다른 한편으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제약받아서는 안 될 필

요성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57). 

EPC 제53조에는 제53조(a)에서 “공서양속(ordre public)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53조(b)에서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및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

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항은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예외

로 한다.” 는 단서를 두고 있다. 

3. 일본

일본 특허법의 경우 우리법과 유사하게 의료방법 발명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며, 특허법 제

29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의해 세부사항이 결정되

고 있다58). 조문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의료방법발명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여 특허요건을 결

여한다는 보는 것이 판례59)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은 1970년 심사편람을 고쳐 인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일지라도, 치료 ‧ 진

단방법 등의 ⅰ) 순의료적 발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특허성을 

53) 박영규,｢유전자 치료법을 포함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통권 제13호 (2003. 5), p. 60

54) EPC Art. 52(1) : 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hich are new and which involve an inventive step.

55) 서계원, ｢의료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409

56)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홍문사, 안암법학 통권 제23호 (2006년 11월), p. 282

57) 신원혜,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 ․ 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특허청(2007), p. 10

58) JPO,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ndustrially Applicable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Utility Model 

in Japan, (2010), p.23, http://www.jpo.go.jp/tetuzuki_e/t_tokkyo_e/Guidelines/2_1.pdf 2010. 8. 25. 최후접속

59) 東京高判 平 14. 4. 11 判示 18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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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ⅱ) 인체에서 분리 ‧ 배출된 물질은 인체의 일부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60). 의료의 

범위의 확대에 따른 심사기준에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전문조사회에서 검토를 거듭

하여 심사기준도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에 해당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의료방

법의 특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였다. 2004년 11월 ｢의료 관련 행위의 특허 보호 방법에 관한 전문 조사회｣는 

법개정 여부와 관련하여서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를 불허하는 현행 특허법을 유지하되, 심사기준 개정61)을 통하

여 의료기기작동방법과 의약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의약의 새로운 효능과 효과를 발현시키는 방법등의 의료 

관련 행위 발명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지시하였다.62) 2005년 추가 개정63)으로는 의료기기 작동을 제어하는 방

법이 의사의 행위와 같은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기 

그 자체에 제공되는 제어 기능의 형태로 표현될 때,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다64).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 의약 자체는 물건으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이나 의약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65) 그러나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66)으로 밝히고 있어 우리 심사실무와 동일하다.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것을 분석하는 등으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67) 다만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

료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예 : 혈액투석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

하는 방법이라 해도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동경 고등법원 2002년 4월 11일 판결68)은 “외과 기구를 이용해 행해지는 수술을 재현 가능하게 광학

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한 심결에 대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의약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와 관련되는 기술에 대해서 산업상 이

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법해석상 이것을 제외해야 할 이유를 

60)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2004), p.122

61) Activities JPO-Examination Activities and Appeal Examination Activities, Consolidated Examination Program for Relevant 

Applications, http://www.jpo.go.jp/rireki_e/index.htm

62) 박규호, 임근영, 배상철, ｢특허실체법 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영향분석 및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특허청(2006), p.72

63) Activities JPO-Examination Activities and Appeal Examination Activities 

APPEALS DEPARTMENT-Field Outline of the Section, http://www.jpo.go.jp/rireki_e/index.htm

64) 신원혜, ｢의료관련행위발명에 대한 국내․외 판단기준 비교 연구｣ 특허청(2007), p. 12

65) JPO,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ndustrially Applicable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Utility Model 

in Japan, (2010), p.4 

66) 이수웅, ｢특허법｣, 한국교육문화원(2006), p. 130

67) JPO,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Industrially Applicable Inventions,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Utility Model 

in Japan, (2010), p.63 

68) 東京高判 平 14. 4. 11 判示 1828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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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69) 일본의 심사지침의 개정과 판결은 

향후 첨단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 인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WTO/TRIPs

TRIPs는 협정 제27조 제1항 전문에서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후문에서 기술분야에 따른 특허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70). 즉 동조 동항 전문에서 

모든 기술분야의 특허성을 인정하여 물건과 방법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 이외에 비합리적인 특허권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불특허대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대

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71) 본조 제2항에서는 “회원국은 공서양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

대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72)하며, 제3항에서 “WTO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73)고 규정하고 있다. 

TRIPs는 협정 제30조74)에서는 특허권자의 일반적인 특허권 행사를 저촉하지 않는 한도 이내에서 특허권

에 제한된 예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9) 서계원, ｢의료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415

70) - TRIPs Art. 27.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5) Subject to paragraph 4 of Article 65, paragraph 8 of Article 70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71) 서계원, ｢의료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407

72) - TRIPs Art. 27.2. Member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eir law. p.331,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pdf,  2010. 

8. 25. 최후접속

73) - TRIPs Art. 27.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p.331,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pdf 

74) - TRIPs Art.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interests 

of third parties. 

p.332,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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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사기준 개정

1. 심사기준 개정 내용

최근 의료방법발명 중 첨단 의료진단 기술발전에 부합한 심사기준 재정립 필요성으로 인해 ｢의료 ‧ 위생분

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을 2007. 12.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75) 의료방법발명 

중 국내 의료진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허

여 범위 확대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의료진단기술 연구개발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

성과 의료 선진국의 진단방법 발명 특허허여 범위 확대추세76) 고려하여 개정이 추진되었다.

1) 주요내용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진단방법77)도 산업상 이용 가

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였으나,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임상적 판단78)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발명

은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불인정하여 의사의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의료행위는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세부내용

(1) 의료 ․ 위생분야 심사기준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는 사유를 변경79)하였고, 최근 판례동향 및 국제

적 인식 반영하여 인도적 ․ 공익적 측면에서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명시

하였다. 또한, 의료인의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임도 명시하였다.80)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 중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서 “실질적 진단방법”을 삭제하였으며, 산업상 이

용할 수 있는 발명에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 발명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임을 명시하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75) 김원오,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p. 113

76) 미국 : 모든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허여(단, 의사의 의료행위는 침해대상에서 제외) 

    유럽 : 진단방법 중 인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행단계와 연역으로 임상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만 제외하

고 특허허여 (실질적 진단방법이라도 인체와 상호작용이 없거나, 임상상 결정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은 특허허여)

77) 실질적인 진단방법 :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의 유일한 목적이 진단이거나 진단과 직결되는 분석, 검사, 측정방법

78) 임상적 판단 :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

79) 의료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허법에서 말하는 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현행 기준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가 특허권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으로 개정함.  

80) 특허 ‧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제3부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절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특허청 (2009. 12.)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한의사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메스등)을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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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발명은 불인정한다는 단서 추가하였다.81)

“의료기기에 의한 의료행위 관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 변경하였고,82) “사람으로부터 

분리배출된 것의 이화학적 측정․분석 방법” 중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서 “실질적 진단방법”을 삭제하였

다.83)

(2) 의약분야 심사기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중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서 ‘실질적 진단방법’을 삭

제하였다.84)

2. 심사기준 개정 이유 및 방향

1) 현행심사기준 개정의 이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개정 필요성에는 의견이 합치가 있으나, 특허법의 취지를 고

려할 때 자국 산업발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기술수준을 감안한 입법 ‧심사기준 개정 시기와 관련하여서

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85). 의료방법발명 중 진단방법분야 기술의 경우 출원인 분포에서 미국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발명자의 분포에서는 한국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86), 현행법상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 중 상당부분이 미국기업에 속해서 

이를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원점유율과 관련해서도 내외국인 전체의 최근 5년간 출원동향분석에서 진

단방법이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내국인의 최근 5년간 출원동향분석에 있어서는 진단방법

이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87), 진단방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1)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 발명이더라도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던 현

행 기준에서 “분석, 검사, 측정 방법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그 방법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임

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으로 개정. 다만, 발명의 구성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

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82)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이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

함하는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던 현행 기준에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

명이 그 구성에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진단과 관련된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는 경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으로 개정.

83)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시료를 분석하는 등으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단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던 현행 기준에서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시료를 분석하는 등으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발

명의 경우는 비록 그 방법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그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으로 개정.

84) 특허청구범위에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던 현행 기준에서 사례 포함하여 이 부분을 삭제 함.

85)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움｣, 특허청 ․ 한국제약협회 공동개최, 07. 11. 26(월) 14:00~17:00

86)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 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특허청, 2007,  p. 27

87)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 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그림21] 최근 5년 내국인의 기술 분야별 출원점유율 분석 (Analysis of occupation of patent application of native and foreigner’s 

technical field During the last 5 years) 특허청, 200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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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단관련 원천기술의 다수를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어 진단관련 기술의 특허허여범위 확대시 외국기

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특허허

여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진단관련 기술은 많은 경우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는 점, 자본력이 약한 국내여건과 

관련하여88) 진단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고 진단방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의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심사기준의 개정 방향

기존 심사기준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진단방법89)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기준과 같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없는 진단방법을 선(先)정의90) 후, 그 외 방법은 

인정하는 방안과 ‘특정 임상상을 결정하는 단계’의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인체로부터 분리 배출된 것을 대상으

로 하는 실질적인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인체로부터 분리 배출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되, ‘특정 임상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불인정

(‘특정 임상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특허허여범위 확대를 제한적으로 추진하자는 일부 입장

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특허허여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럽과 유

사한 제도 운영을 통해 향후 제도의 통일화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3. 소결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법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기본 목적인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미

약한 기술여건에서 무분별한 특허권의 인정은 국내 기업보다 먼저 연구를 시작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외

국 기업에게 국내 산업 및 시장을 잠식당할 수도 있어 특허법의 목적에 반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방법

발명의 기술상황과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고려하여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 인정의 점진적

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2007. 12. 심사기준의 개정은 이러한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 인정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입법

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8) 이상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전략개발단), 정차호(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이원희(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

허심사기준 심포지움｣, 특허청 ․ 한국제약협회 공동개최, 07. 11. 26(월) 14:00~17:00

89)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의 유일한 목적이 진단이거나 진단과 직결되는 분석, 검사, 측정방법 

90) 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행단계와 ② 연역적으로 임상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발명 중 ③ 데이터 수집단계가 인체와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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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내용

1. 법조문의 재정비

1) 특허법

첫째 의료방법발명을 단순히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고 규정해버리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의료행위의 일부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법91) 또는 의료방법발명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

는 방법92)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첨단 기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 유전자 치료방법이나 생명공학유전자 등의 의

료기술영역의 개발에 따른 의료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국내 의료산업의 체질 강화에 역행하

는 것이다. 

둘째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되 손해배상청구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방법93), 의료행위에 대하

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강제실시권 제도를 통해 실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94)도 있다. 특허권의 

광고만으로는 특허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환자에 대한 직접적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

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병원들이 프랜차이즈형 병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바, 의료업의 경우에도 특허권

을 이용하여 출처표시 기능뿐만 아니라 광고선전기능을 이용될 수 있다. 특허권을 가진 의료인의 경우 프랜차

이즈 병원 형태에서 우위를 점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매스컴의 발달로 광고선전기능은 더욱 강해지

고 있으므로 특허권은 병원의 명성 및 환자의 병원 선택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 

검토할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거나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거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환자의 치료 및 

수술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성

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첫째 방안의 의료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하는 문제점과 둘째 방안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절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의약발명에 

대하여는 과거 이를 특허제도로서 보호하며, 이를 특허법 제96조95) 효력제한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방

91) 서계원, ｢유전정보 관련 발명의 특허성과 효율적인 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 142 

92) 서계원, ｢의료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특허법 주해 Ⅰ, 박영사(2010), p. 419

93) 김병일, ｢의료관련행위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통권 제18호 (2005. 11), p. 124

94)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 통권 제19호 (2006. 4) p.26

95)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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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 시, 이와 같이 의사나 건강관리주체가 환자의 시술을 위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행 미국특허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7조 (c) (1) 항은 사람에 대한 치료‧진단‧

수술방법도 다른 종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다만, 특허권의 효력은 의사의 실시에는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96)  의료행위를 “신체에 대한 의료 또는 외과 절차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하는 한편, “(i) 특허에 관련된 장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그 특허에 위반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 (ii) 특허된 

조성물의 용도를 그 특허에 위반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 (iii) 생명공학(Biotechnology) 특허에 위반한 공정

(process)의 실시는 제외된다”고 규정97)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의료방법발명에 대해서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연구개발이 가장 기대되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는 위와 

같이 예외로 규정하여 특허권의 행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우리 특허법의 경우 특허권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96조 제1항의 각호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

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동조 제2항의 단서 규정

으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민간 기업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적인 목적에서 활용할 때는 권리를 대부분 행사 할 

수 있고,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의료기술 공개를 통한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광고를 통한 특허의 상업적 가

치이용으로 의료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법

의료법 제27조 제3항98)에 의하면, 의료방법특허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이를 이용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가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방법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되, 의사의 시술행위 등

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도록  특허법 제96조를 개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으로 인해 의

료방법발명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의료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제한하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보유한 특허권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여 특허권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②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 ‧ 경감 ‧ 치료 ‧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

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96) 35 U.S.C. 287 Limitation on damages and other remedies; marking and notice.

“(c) (1) With respect to a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tha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 (a) or (b)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sections 281, 283, 284 and 285 of this title shall not apply agains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gainst a related health care entity with respect to such medical activity.”

97) 35 U.S.C § 287(c) (2) (A)

98)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

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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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에 기한 광고활동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2. 타법과의 저촉문제 해결

1) 의료법

의료법 제12조 제1항99)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다른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 의료방법발명이 규정되지 않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과 저촉의 문

제가 생길 것이나, 의료방법발명에 특허법에서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1항과의 

저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조 제2항100)에는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허여에 따른 특허권 행사 과정에서 특허법 제96조의 개정을 통

하여 서로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법 제15조101)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

여할 경우, 의료인은 특허권의 실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의 침해가 불가피하므로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개정

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법 제96조에서 의료방법발명에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형태의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방법발명에 특허를 허여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102) 및 제6조103)의 규정을 고려할 때, 

현행 특허법과 저촉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법 제96조의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 행위

에 관하여 특허권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저촉도 해결 할 수 있다.

99)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

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100)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01)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102)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3)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업무

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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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에 따른 효과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기대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의료방

법 발명 특허 제도 도입 시 경제적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가진 특허의 가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도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know-how와 달리 의료방법 및 기술의 공유에 이바

지104) 할 수 있다.

둘째로 특허 소유자는 특허 기술의 전수, 교육 등에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식적인 교육비용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등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이의 전파, 공유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보

장되므로 기술의 확대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105)이다.

연도별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 비교 및 그래프106)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 4.3 4.6 4.9 5.5 5.3 5.6 5.7 6.1 6.5

OECD평균 7.75 7.89 7.84 8.15 8.47 8.78 8.88 8.90 8.8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리나라 6.8 7.15 7.52 7.91 8.33 8.76 9.21 9.70 10.20 

OECD평균 8.89 9.03 9.17 9.31 9.45 9.60 9.75 9.90 10.05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우리나라 10.73 11.28 11.87 12.49 13.13 13.82 14.50 15.29 16.08 

OECD평균 10.21 10.36 10.52 10.69 10.85 11.02 11.19 11.36 11.54 

(단위 : %)

OECD Health Data, 2008년부터는 1998~2007년 평균증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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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OECD평균

104) 조현래, 윤석찬, ｢의료방법의 특허권으로써의 보호문제｣,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2009.9) 가을호(제56호),  p. 41

105) 이성우,｢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지식재산21), 2005.12., p. 55

106) OECD국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계, (Total expendit. on health - % gross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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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바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가 연간 46조원 정도가 되는

데, 5년 이내에 10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

율은 2001년 현재 5.5%에서 2015년 10.20%, 2024년 16.08%, 2050년 26.5%까지 증가하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경우 의료비의 증가는 의료방법발명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상업상 이용가능한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특허나 기술 부분에 대해서 경쟁도 

심하게 될 것이다.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우리기술의 경쟁력 제고107)를 도모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의료방법발명을 단순히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고 규정해버리는 것은 법체계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방법발명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방법발명이 다른 측면에서의 특허권에 의해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현행법하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행규정의 개선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의료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규범적 당위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체질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입법‧심사기준 개정의 필연적인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관

련해서는 국내의 기술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07. 12. 의료방법발명 중 의료진단 기술과 관련한 심사기준의 개정은 국내 의료방법발명의 기술상황 및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 인정의 초석이자, 앞으로 의료방법발명의 개정방향을 제

시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출원동향분석에서 진단방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되었다. 즉, 국내 기술의 발전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

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의료산업 전 분야에 걸쳐 경쟁

력이 생길 경우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입법안이 필요하다.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 인정을 위한 최종적인 입법 방향은 의료방법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기재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현 심사기준의 개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 사유

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방법발명의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동

조 제2항의 단서 규정으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다”고 추가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방법발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명시된 “환자의 경제 사

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

라 “특허권에 기한 광고활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의료방법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107) 정순성,｢제네릭 의약 관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연구｣, 특허청(지식재산21), 2009. 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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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측면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술을 발명하려는 의

욕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인 발명가들의 연구개발 및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 것이며, 이는 의학기

술의 발전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유전공학방법에 기한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을 통하여 유전공학의 무

한한 가능성 및 기술적 경쟁력을 수용함으로서 의료업과 지적재산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의

료방법 및 기술의 공유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기술의 확대 보급108)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의료방법발명 시장의 확대를 고려할 때, 우리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

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 ․ 보급으로 환자의 수술 및 치료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의료인

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의 제한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수술․치료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발명자는 의료방법으로서의 의료기술에 있어서 출원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기술의 공개를 추구

할 것이며, 이는 일반 국민의 건강복리의 증진이라는 파급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결국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의 허여로 예상되는 과히 상당할 수준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의료방법발명

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위와 같은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일정한 글

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08) 조현래, 윤석찬, ｢의료방법의 특허권으로써의 보호문제｣,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2009.9) 가을호(제56호),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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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주요 국제 협정과의 관계 및 합치성 연구

▶▶▶ 장려상�이  선(고려대학교)

Ⅰ. 서론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농업은 물론 제약 산업, 심지어는 화장품 산업에까지 전례 없는 호황이 

일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유전자를 변형시킨 상품 및 유전자 변형 제조공법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자연 그대로

의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식물 품종의 개발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

의 사람들은 풍족한 식량을 확보하고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조된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생물발생학적 및 생물화학적 정보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유전자의 변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다른 여러 가지 사안과 결부되고 있는데, 특히 유

전자를 변형한 식물 및 변형한 유전자 그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국제법적 자료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이다. TRIPS는 제27조에서 특허대상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상품 및 제법이 발명의 범주에 들어야 하며 또

한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경우 미생물 이외의 동‧식물 그 자체이

어서는 아니 되며 제법의 경우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동‧식물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문제는 TRIPS가 특허대상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인정받기 위한 기

준으로서의 발명이 무엇인지,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미생물은 어느 범주까지를 뜻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선진국과 그렇지 아니한 개도국은 이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유전자 변형을 위해 사용되는 본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에서 구전되어 오는 전통 지식 및 기술 또는 관습에 대한 사전승인의 부재, 나아가 

그러한 지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개발해낸 변형된 유전자 물질에 대한 상업적 이용 등으로 얻은 이익의 

전유, 그리고 유전자변형식물로 인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위협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등의 사안은 생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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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에서 다루고 있는데, 상기 문제들은 TRIPS와 CBD 

양자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의 경우에 더욱 크게 부각이 된다. 양 조약 모두의 가입국인 경우 유전자변형식물에 

특허를 인정하게 될 때 CBD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양 조약

의 양립성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TRIPS 제27조 3항 (b)호는 식물신품종(plant varieties)에 대해서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

도(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물을 식물신품종으로써 분류하는 경우 회원국은 당해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해서 특허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TRIPS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소위 육종가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s, 이하 PBR)로써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을 TRIPS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GDP의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집중이 되어있어 파종과 경작물의 수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개도국은 식물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

리를 강화하고 있는 UPOV가 과연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95년 발효한 TRIPS의 협상 당시에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것들이며, 타협점을 

끝내 찾지 못하여 동 협정 제27조 3항 (b)호의 3문에서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검토과정을 가질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1999년 이래로 2년마다 한 번씩 TRIPS이사회에

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적시한 문제들

에 관하여 TRIPS와 TRIPS-CBD, 그리고 TRIPS-UPOV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진국 대 개도국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Ⅱ. TRIPS 내에서의 유전자변형식물 및 유전자에 대한 특허인정 가능성

1.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특허인정과 TRIPS 제27조 2항의 ‘공공질서(ordre public)’ 또는 ‘공서양속

(morality)’

1) TRIPS 제27조 제2항상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

동 협약 제27조 2항은 발명의 상업적 이용이 자국 영역 내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인간 및 동‧식

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 의 회피를 포함하여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한 포괄적 불특허사유 명시 조항이다.1) 발명에 대

1)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2004), p. 164. TRIPS 제27조 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ei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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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허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의 정의가 중요한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대한 사전적 정의

본 조항에서 협상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공질서’에 대한 것이다. 공공질서의 협상 원문

의 표기는 ‘ordre public’으로 프랑스 법에서 차용이 된 것인데, 그 이유는 영어의 ‘public order’와는 의미상 다

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public order’는 치안(public safety)의 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불어인 ‘ordre public’은 사회의 기초 혹은 토대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

해 사회의 제도나 관습을 몹시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구조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과 

관계가 된 개념이다.2) 반면 ‘morality’는 ‘ordre public’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특히 선(善)이라는 도덕 원칙

에 순응하는 정도를 뜻한다.3)

(2)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대한 주요국 및 WTO 패널의 정의

유럽법(European Law)에 따르면 ‘ordre public’은 치안보호 및 사회의 일부인 개인들의 물리적 통합의 개

념과 환경보호를 포함하지만, ‘public order’보다는 협소한 의미로 간주된다.4)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이하 EP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ordre public’은 폭동이나 대중 난동과 같은 안보 문제나 범죄 및 

기타 공격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발명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환경 보호까지 아우르는 개념인 반면, ‘morality’

란 혐오감 야기로 인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는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morality’는 특정한 문

화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범 전체를 포함한다.5) ‘ordre public’ 및 ‘moral’의 뜻을 아

직까지 두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 WTO의 패널(Panel) 및 상소기관(Appellate Body)의 유권적 해석은 아

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패널은 U.S.-Gambling 사건을 통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public morals’와 

‘public order’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바 있다. 본 사건에서 패널은 ‘public morals’이란 한 사회나 국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시비(是非)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public order’란 공공정책이나 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의 근본적인 이익의 보존을 뜻한다고 밝혔다.6) 

2)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특허인정 가능성

(1)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과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하여 식물로써 특허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 식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가 주어

지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을 긍정하는 선진국과 부정하는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을 야

기하여왔다. 개도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은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므로 무조건적으로 금지

2) Gervais, D., The TRIPS Agreement: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3rd ed., 2008), p. 345.

3)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p. 637.

4) European Patent Office, Case Law of the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5th ed., 2006), p. 41. 

5) UNCTAD-ICTSD,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2005), p. 380; European Patent Office, supra note 7, p. 41. 

6) Panel Report, WT/DS285/R, paras. 6.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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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 

이에 반하여 선진국 측은 도덕적인 문제는 상업적 문제와는 별개이며 문화적‧사회적 가치는 사회마다 다르

므로 이것은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위임된 바가 매우 협소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한 WTO

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8) 특히 미국과 일본은 도덕적인 이유로써 생명체에 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상업적 사용을 직접적으로 국내법에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법을 통해서 이를 규

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9) 선진국의 입장에 따르면 특허는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도

덕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써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10) 나아가 

이미 TRIPS 제27조 3항 (b)호는 각 회원국에게 생명 공학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

유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 인정은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11)

(2)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과 제27조 3항 (b)호와의 양립성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특허인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27조 2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제27조 

3항 (b)호에 의해서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27조 2항의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속해야 하므로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12) 

선진국의 입장에 따르면 특허는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도덕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

인 이유로써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13) 나아가 이미 TRIPS 제27조 3항 

(b)호는 각 회원국에게 생명 공학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 인정은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14)

3) 소결

특허는 지적재산권이며 지적재산권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해 

생명체가 사인의 배타적 소유권에 속하게 된다는 비도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기준은 통시대적 뿐만 아니라 공시대적으로도 상이하다. 따라서 TRIPS 이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모

든 기준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의로써 ‘ordre public’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닐수 없으며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RIPS는 각 회원국에서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은 영토적 성질을 가지므로 무엇이 ‘ordre public’에 해당하는지, 또한 문

제되는 발명이 과연 ‘ordre public’의 보호에 반하는 것인지를 결정할 문제는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

다. TRIPS 제27조 2항과 비슷한 WTO 협정 내의 다른 조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7)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C/W/369/Rev.1, para. 28.

8) Id., paras. 30-32.

9) Japan, IP/C/M/29, para. 153; United States, IP/C/W/162.

10)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7, para. 31.

11) Id.,  para. 32.

12) Id.

13)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7, para. 31.

14) Id.,  par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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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XX조 (a)와 (b)이다.15) 이에 대하여 패널 및 상소기관은 상당수

의 사건에서 제XX조 (a)와 (b)의 원용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사정에 비추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패널 및 상소기관의 case-by-case 접근 방식은 TRIP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원국의 재량

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의적 의미만을 갖는 ‘ordre public’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는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ordre public’의 범주 설정 정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실행이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인정과 TRIPS 제27조 1항의 특허인정을 위한 요건 

1) TRIPS 제27조 1항상의 특허인정 요건

TRIPS 제27조 1항 1문은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과 산업적 이용가능성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기술 분야에서 상

품 또는 제조법에 관계없이 어떠한 발명(invention)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본 조 제 2항 및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불특허대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16) 

본 조항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발명의 의미와 해당 범주 및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적 이용가능

성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본 조항에 따르면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상품 또는 제조법이 

발명이 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TRIPS에는 발명에 대한 정의 및 발명의 범주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

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의 두 용어에 대해서 TRIPS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대신 각주에서 각각에 대한 동의어로서 비자명성(non-obviousness)과 유용성(usefulness)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고 더욱이 신규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

국의 의견 대립이 양산되었고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이는 1999년에 개시된 제27조 3항 (b)호

의 검토과정에서 특허부여가능성과 결부되어 다시 한 번 논의의 대상에 올랐으며 아직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5) GATT 제XX조 (a)와 (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16) 특허청, supra note 1,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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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

상술한 바와 같이 TRIPS는 직접적으로 특허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TRIPS 제27조 1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상품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특허가 허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17) 이를 환언하면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특허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 과연 발명에 속하는지를 구별해내는 작

업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게 된다.

TRIPS에서 발명에 대한 정의 역시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를 촉발하였다. 발명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각 회원국마다 무엇이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원하는 경우에는 자연 상태(in nature)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서는 발명이 아닌 단지 발견(discovery)으로 분류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8) 

(2) 신규성

신규성이란 통상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제법과 관련한 정보가 특허출원신청접수 이전에 대중

에게 이용가능(available)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19) 신규성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

인데, 이는 발명가에게 특허를 인정받은 발명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TRIPS 제29조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공개할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허로 보호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

지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허가 부여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

는 것이다.20) 

그러나 TRIPS는 신규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신규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수준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정도

가 지나치게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규성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후술할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에 대한 해적행위(piracy)에 대한 대처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보편적인 정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

력하게 주장하고 있다.21) 

17) Gervais, D., supra note 2, p. 337. TRIPS 제27조 1항 1문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Subject to paragraph 4 of Article 65, paragraph 8 of Article 70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18) UNCTAD-ICTSD, supra note 5, p. 357.

19) Id., p. 359 참조.

20) Correa, C.M. and Yusuf, A.A.,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TRIPS Agreement (2nd ed., 2008), 

p. 242; UNCTAD-ICTSD, supra note 5, p. 359.

21) Kenya, IP/C/M/40, para.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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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성

TRIPS 제27조 1항의 진보성은 대체로 단지 새롭다는 점 이외에도 이전의 기술을 넘어서는 발전이 있었다

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이 된다. 특히 진보성은 대개 당해 발명의 효과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이거나

(unexpected) 놀라운(surprising)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되며, 이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이 

진보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명시한 본 조항의 각주가 뒷받침한다. 

그러나 TRIPS 그 어디에도 진보성 및 비자명성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성 혹은 비자명성이라는 용어의 뜻과 판단 기준은 앞서 논의한 신규성만큼이나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성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낮게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혼

란 및 가격의 불합리한 상승, 그리고 정당한 경쟁에 대한 장애 등 특허의 남용이 우려되어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일상적인 발견이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보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2) 1999년 실시되었던 TRIPS 제27조 3항 (b)호의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이는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생명공학의 발달과 맞물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

슈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특허인정 요건에 비추어본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인정 가능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던 물질을 새로이 발견한 경우 이것은 과연 특허의 대상에 속하는가? 생명공학 분야

에 있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만약 종전까지 대중들이 이용가능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규성이 인정되어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나아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EU지침(European Directive on Biotechnological Inventions) 제3조 2항은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분

리되었거나 기술적 과정을 거쳐 처리된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3)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EU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전의 기술로는 분리 및 감지

가 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로 자연적인 환경에서 분리되거나 새로이 감지가 된 생물학적 물질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DNA 염기배열(sequences)에 대한 특허인정에 대해서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DNA 염기배열은 단순히 발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개도국과는 달리 선진국들은 본래의 생물학적 물

질에서 분리가 되고 정제가 된 유전자인 경우에는 구조나 매개변수(parameters)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당해 

유전자의 특징이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되는 것이므로 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24) 따라서 선진국들은 제27조 3항 (b)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과 동 조항의 예외는 불필요하므로 아예 예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25)

22)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2001), p. 143.

23) Directive/98/44/EC. 본 지침의 제3조 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iological material which is isolated from its natural environment or processed by means of a technical process may be 

the subject of an invention even if it already occurred in nature."

24) Japan, IP/C/W/29, para. 151, IP/C/W/236.

25) United States, IP/C/M/29, para. 185; Singapore, IP/C/M/29, para. 169; JOB(00)/7853,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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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90년 TRIPS의 초안을 살펴보면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발견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재료나 물질’에 대한 특허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26) 이는 협정문 작성자들이 발견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으로, 발명과 발견의 경계는 기존의 것이냐의 여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TRIPS에서는 당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는 발명과 발견의 경계를 단지 이미 존재

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가 지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 상태의 재

료나 물질’에 대한 특허불인정 관련 부분이 삭제된 사실로써 역으로 추측해보건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재료

나 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불인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을 그대로 

따른다면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처

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27) 

결론적으로 유전자가 생명체의 유전적 특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명체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특허를 불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차치하고 특허 인정의 요건만을 고

려하여 유전자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유전자에 대해서도 특허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3. 미생물의 의미와 유전자의 미생물 해당 여부에 따른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인정

1) 미생물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라 함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일컫는데 보통 세균(bacteria), 효모

(fungi), 원생동물(protozoa) 따위를 이르며, 바이러스(virus)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28) 그러나 동 협정은 협

정상에서 의미하는 미생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 미생물의 정의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논

쟁을 촉발하였고 이는 동 조항의 검토과정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 유전자의 미생물 해당 여부

유전자가 미생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선진국 대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본 논

의와 관련한 개도국의 입장은 미생물의 일반적인 정의에는 효소(enzyme), 세포계(cell lines), 플라즈미드

(plasmids), 코즈미드(cosmids) 등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전자는 미생물로 분류됨으로

써 특허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9) 또한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생명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

26) Draft of July 23, 1990 (W/76), 제27조 4.2항. 본 초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shall] [may] be excluded from patentablility:

4.2 Scientific theories, mathematical methods, discoveries and materials or substances [already existing] [in the same 

form found] in nature.”

27) 이에 반대되는 일례로서 지난 2010년 3월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 추출하는 이른바 BRCA 유전자에 대한 뉴욕지방법원의 특허불인정 

판결이 있다.

28)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4765300&re=y, 2010.08.26 검색; 

Coombs J., Macmillan Dictionary of Biotechnology (1986), p. 198. 

29) India, IP/C/M/25, para. 70, IP/C/W/161; Pakistan, IP/C/M/26, para. 65. 미생물에 대한 특허 불인정의 또다른 이유로 개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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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으로는 유전자를 미생물로 분류하여 특허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TRIPS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

르다고 주장한다.30) 이러한 맥락하에서 개도국들은 TRIPS 제27조 3항 (b)호의 개정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

27조 3항 (b)호 상의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되 동 ‧ 식물 및 미생물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들 용어

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 혹은 더 나아가 동 ‧ 식물 및 유전자를 포함한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1)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미생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특허와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32) 그 이유는 미생물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하나의 정의로써 미생물을 뜻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3) 따라서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미생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이며 

미생물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TRIPS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34)

3) 소결

TRIPS 제27조 3항 (b)호가 동‧식물과 별개로 미생물을 언급하면서 미생물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으로 인정

한 것을 고려해보면 TRIPS의 입안자들은 협정 작성 당시 미생물을 온전한 생명체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유전자가 미생물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온전한 생명체로 간

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전자는 비록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의 일부를 구성하며 한 생명체의 성질을 결

정지을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해 생명체의 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5) 따라서 유전자를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생명체에 준하는 존

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도 건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 변형된 유전자를 이

식받은 어떠한 생명체의 특질이 당해 변형 유전자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변형 유전자에 대한 특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식물과 미생물 양자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오로지 발견의 대상일 뿐 발명의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미생물은 

동‧식물과 마찬가지고 특허인정가능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며 선진국들의 의견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도

국 주장은 다음에서 참조: African Group, IP/C/W/163.

30) India, IP/C/W/161.

31) Brazil, IP/C/M/30, para. 156 and 183, IP/C/M/25, para. 94; India, IP/C/M/26. para. 55; Peru, IP/C/M/29, para. 175; 

Thailand,IP/C/M/25, para.78; Zimbabwe, IP/C/M/36/Add.1, para. 201;  India, IP/C/M/29, para. 163, IP/C/W/161; Kenya, 

IP/C/M/28, para. 146, IP/C/M/40, para. 109; African Group, IP/C/W/163; Zimbabwe, IP/C/M/39, para.111, IP/C/M/40, 

para. 75; Bangladesh, IP/C/M/42, para. 103.

3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제 2조는 조약상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미

생물에 대한 정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3) Trilateral Project(European Patent Office, Japanese Patent Office and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omparative 

Study of Patent Practic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Related Mainly to Microbiological Inventions (1988), p. 3. 

34) United States, IP/C/M/28, para. 131, IP/C/M/35, para. 222, IP/CM/37/Add.1, para. 210; Singapore, IP/C/M/37/Add.1, 

para. 218.

35) 유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물체의 개개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인자. 염색체 가운데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생식 세포를 통하여 어버이로부터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701700&re=y, 2010.09.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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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전자를 이식받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명체에 대한 개

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및 개발자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인센티

브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명공학의 연구 및 개발의 증진을 위해서는 특허가 아닌 다른 제

도를 통해 지적 활동의 결과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변형된 유전자로부터 만들

어낸 식물신품종과 관련하여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TRIPS 제27조 3항 (b)에서  언급하고 있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Ⅲ. 유전자물질(genetic material)에 대한 특허인정과 사전통보요청 및 이익의 

공유, 그리고 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

1. TRIPS에 기반을 둔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 및 기술이전

TRIPS는 전문에서 지적재산권은 사적인 권리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6) 이에 따르면 본래 유전자 

물질에서 분리 및 정제의 과정을 거친 유전자 물질에 대하여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을 인정받는 자는 사인

(private parties)이 되며, 당해 사인은 그러한 유전자 물질에 대하여 본 협정 제28조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를 누리게 된다. 유전자 물질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면 되며, 어떠한 지식이 당해 발명의 토대가 되었는지는 본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본 협약 제7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의 이전 및 전파 역시 TRIPS가 추구해야 할 중

요한 목표 중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37) 특히 본 협약은 특허출원의 공개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기술의 이전과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8) TRIPS 제29조에 따르면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

여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여야 한다.39) 또한 특허가 만료가 

된 경우, 공개된 발명은 공공의 소유가 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허권에 대한 제한된 예외의 일환

36) 이와 관련된 TRIPS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cogniz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ivate rights;”

37) TRIPS 제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in a manner conducive to social and economic welfare, and to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38) 박노형, TRIPS 협정상 생명공학의 지위, 대한국제법논총 제 45권 제 1호 (통권 제 87호, 2000), p. 57.

39) TRIPS 제2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shall require that an applicant for a patent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the invention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and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indicate the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known to the inventor at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at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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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의 목적 등을 위해 발명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2. TRIPS와 CBD의 양립가능성

1) CBD의 의의 

CBD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협약 중 하나로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유전기술(genetic 

technology)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40) 본 협약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모든 생태계와 

생물종, 그리고 유전자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이 된 것이다.41)

생물자원과 지적재산권간의 논의와 가장 관련이 깊은 CBD의 원칙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42) 첫째,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내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43) 둘째, 회원국에게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

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은 그러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셋째, 그러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서 허용되며 회원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넷째, 유

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착

민과 지역 공동체들의 지식 및 기술, 경험들의 적용은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전자물질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TRIPS와 CBD의 양립가능성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

TRIPS의 이러한 접근은 상기 기술한 CBD의 원칙들과 맞물리면서 국가 간 양 협정의 양립성에 관한 논의

를 촉발시켰다. 우선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인정이 CBD와 양립가능한지의 문제가 그것이다.44) CBD의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TRIPS의 경우,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

은 국가의 권리가 아닌 사인의 권리로 귀속되게 된다.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 인정은 당해 유전자 물질에 대

한 사인의 배타적 권리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유전자 물질인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의 잠

40) CBD 제 1조.

41)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 (2002), p. 24.

42) Kothari A. and Anuradha R.V., “Bio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the Two Co-Exist?”, 2(2) Journal of 

Int'l Wildlife L & Pol'y (1999), pp. 204-205 참조.

43) CBD 전문, 제3조, 제 6조 참조.

44)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C/W/368/Rev.1, par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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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충돌을 예견할 수 있다.45) 

또한 CBD는 제15조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당해 자원을 제공하는 협약당사국의 사전통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6) 그런데 개도국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 물질을 분리 또는 정제

하는데 이용한 본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전통고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TRIPS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당해 유전자 물질이 과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느

냐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는 CBD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활발히 부여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양 협정간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호 양립 가능하므로 현 TRIPS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분리 

및 정제하여 얻은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 인정은 당해 유전자 물질을 추출해 낸 본래 자원에 대한 특허권 인

정이 아니며, 따라서 TRIPS에 근거하여 유전자 물질에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CBD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접근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사전통보승인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선진국 주장의 골자이다.47) 특히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에 따른 남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를 규율하는 국내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거

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TRIPS와 CBD간의 충돌이 있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48) 

(2)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보호와 이익의 공유 

두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에 대해 유전자 물질의 상당수가 CBD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등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동의 없이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전유

(專有)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49) 이러한 맥락 하에서 주로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인 개도국은 발명에 사용한 원천 유전물질과 생물학적 자원의 원산국, 그리고 전통 지식을 밝혀야만 

당해 발명에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TRIPS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50)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TRIPS를 개정할 필요 없이 국내 입법으로 사전통보승인과 이익의 공유에 대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전통 지식 및 기술 그리고 관습을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을 개발하여 특허를 

45) 유전자 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을 뜻하고 유전자원은 “실질적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의미한다.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supra note 41, p. 187 참조.

46) CBD, 제15조 5항.

47)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44,  para. 23.

48) Id., para. 11.

49)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C/W/370/Rev.1, paras. 18-19. 

전통 지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상품 및 제조법에 특허를 획득한 예는 다음과 같다: US Patent (No. 5401504) - 인도에서 수 

세기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식을 사용하여 추출해 낸 강황에 들어있는 치료 성분에 대한 특허; US Patent (No. 5751) - 아마존 유역의 

토착민들에 의해 약효가 있으며 신성하다고 여겨진 ‘아야와스카(ayahuasca)’ 식물에 대한 특허 등.

50) Rajotte T., “The Negotiations Web: Complex Connections”, The Future Control of Food (2008), p. 150. 유전자원 원산국이란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In-situ conservation)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유전자원 원산국이라 하며, 현지내 상태라 함은 생물이 원래

의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supra note 41, p.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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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사인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간에 그러한 지식 등을 사용할 것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을 받을 것과 특허

를 인정받은 유전자 물질로부터 획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공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국내적으로 입법을 한

다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51)

3) 소결

유전자 물질에 대한 특허가 사전통보승인 및 그러한 유전자 물질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공유가 중

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농업 및 식량 문제와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 그 자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52) 분리 및 정제의 과정을 거친 변형된 유전자 물질은 식물 육종과 관련한 농업 및 제약 관련 산업에서 기술

혁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물질을 발명하기 위한 원래의 자원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CBD에서 유

전자원 원산국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만약 생물다양성을 생성하고 양성한 자들에게 이러

한 자원이 특허를 통하여 귀속이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이익까지 특허권자에게 할당이 된다면 이는 분명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식물 품종과 관련하여 유전자 물질은 유전자변형식물 품종의 생산에 쓰이게 된다. 상품의 수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종자 기업들은 당해 유전자변형식물이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종을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환경적 이종(heterogeneity)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의 균질화

(homogenization)을 매우 심화시킬 것이다.53) 이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특허에 의

한 값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전자변형식물을 사들여야 하는 개도국은 많은 부채

를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부채를 갚기 위하여 천연자원물질을 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환경적‧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54)

물론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특히 농업 생산 의 균질화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의 존재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 의해 특허를 인정받은 사례들을 보면 앞

서 살펴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을 적용하여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관련 위해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55) 사전예방원칙

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제15에서 다

루고 있는데, 동 원칙은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하고 있다.56) CBD 

51)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44, para. 30.

52) Bragdon S., Garforth K. and Haapala Jr J.E., “Safeguarding Biodiversit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Future Control of Food (2008), p. 90.;  note 38, supra note 38, p. 51.

53) Kothari A. and Anuradha R.V., supra note 44, p. 208; 박노형, supra note 38, p. 51.

54) Delta and Pine Land 사(社)가 특허를 인정받은 유전자사용제한기술(Genetic Use Restriction Technology, GURT, 소위 ‘terminator 

technology’라 칭함. US Patent No. 5,723,765)은 다음 세대의 종자생산을 막는 생물학적 기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생

물다양성에 최소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것이나, 유전자 교차 가능성 등의 문제가 1세대에서는 관찰하고 어렵고, 

향후 논의할 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종가의 권리와 상충한다. 

55) Kothari A. and Anuradha R.V., supra note 44,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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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본 협정의 전문에서 사전예방원칙을 채택하고 있다.57) 사전예방원칙이 유전자변형식물과 관련하여 제대

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당해 유전자변형식물이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혹은 회복 불가

능한 피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점차로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의 

간극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국제적 체제 내에서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

의 공유, 그리고 특허를 획득한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전통 지식 및 기술 그리고 관습 등의 투명

한 공개, 그리고 사전예방원칙의 준수를 의무로써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58) 차기 

TRIPS 제27조 3항 (b)호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상기 적시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만 CBD 하에서의 프로토콜(protocol)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유전자변형식물과 식물신품종 보호

1. TRIPS내에서의 식물신품종의 보호

1) 식물신품종의 보호 이유

종래에는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국내‧외의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었고, 전통적인 재배 방법으로 개발된 식물신품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식물신품종에 대한 특허권 인정 논의는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

라 많은 식물신품종이 개발이 되면서 촉발되었다. 특히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선진국에서 새로이 개발

된 식물신품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식물신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기술, 노동력, 자제, 자금 면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여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단 식물신품종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나면 다른 이들에 의하여 쉽게 재생산될 수 있어 당해 식물신품

종을 개발한 육종가가 자신이 투자하여 얻은 산물로부터 적절한 이윤을 취득할 기회가 박탈이 되기 때문이

다.59) 1994년 채택이 된 TRIPS가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면서 개도국을 포함한 WTO의 모든 회원국

은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혹은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보호를 부여할 의무에 구

속되게 되었다.  

2)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의 의의와 요건

56)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제1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57) CBD 전문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ing also that where there is a threat of significant reduction or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ould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measures to avoid or minimize such a threat.”

58) Kothari A. and Anuradha R.V., supra note 44, pp. 212-213.

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199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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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종래의 제도로는 특허와 육종자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s, 이하 PBR)가 

있다.60) 육종가의 권리란 식물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신품

종에 대하여 PBR이 인정이 되면 품종의 소유자만이 보호를 받는 식물의 재생산 혹은 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특

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61)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62) 우선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 조장되어야 한다. 또한 식량

과 보건의 안보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형평에 맞도록 이익이 공유되며 예방원칙이 발동되어야 한다. 또한 형

평과 윤리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모든 식물신품종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효과적이

기 위해서 독자적 제도의 원활한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는 보호가 기존의 양 보호제도인 특허와 PBR로써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에 부적절

한 경우에 적합하다.63) 특허나 PBR로의 보호가 부적절한 경우는 개도국의 경제조건을 고려하면 보다 쉽게 생

각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민의 상당수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의 많은 부분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특허나 PBR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

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의 기여가 전혀 보상될 방법이 없다. 나아가 특허나 PBR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보호되지 않는 지식은 공공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입수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농민들의 작업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게 되고 실험실에서 수행된 작업만이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특허나 PBR 이와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를 통하여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

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TRIPS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 이에 관한 많은 논의가 제기

되고 있다. 본 협정 제27조 3항 (b)호에 명시되어 있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의 정의는 본 협정뿐 아니라 협정 

작성 당시의 기록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sui generis라는 용어는 통상 ‘독특한(unique, of its own kind)’라는 

뜻으로 쓰이는 라틴어로서,64) 당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식물신품종

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에 해당하는지, 그 범주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

60) 1991 UPOV 제 1조 (vi)항에 따르면 육종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품종을 육종, 발견, 또는 개발한 사람; 앞에서 말한 육종가를 고용한 사람 또는 법적으로 그 업무를 위임받아 후속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 또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직을 승계한 사람을 일컫는다(the person who bred, or discovered, and developed, a variety; 

the person who is the employer of the aforementioned person or who has commissioned the latter's work, where the laws 

of the relevant Contracting Party so provide, or; the successor in title of the first or second aforementioned person, as 

the case may be). 

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upra note 59, p. 3.

62) Helfer L.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lant varieties (FAO Legislative study, 2004), pp. 56-59; Dutfield G.,

Environment, “Food Issues and the TRIPS Agreement; Options for the Millenium Round”,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7), pp. 5-6,  박노형, supra note 38, p. 60에서 재인용.

63) Cullet P., Protecting rights in plant varieties, http://www.cid.harvard.edu/cidbiotech/comments/comments56.htm, p. 1, 

박노형, supra note 38, p. 60에서 재인용. 

64)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fabfb4613a214444b00b5cf0ecd32bd6&query=sui+generis,   

2010.08.10 검색,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6th ed.,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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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TRIPS 제27조 3항 (b)호의 의무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양자 혹은 다자적 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of Plants, 불어 표기로는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로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라는 뜻이며 이들 간에 체결된 

협약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이라고 함, 이하 UPOV)의 회원국이 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 조항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써 UPOV를 명시하는 쪽으로 TRIPS를 개정하자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5)

2. UPOV내에서의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TRIPS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UPOV의 적합성

1) UPOV의 의의

UPOV는 육종가에게 그가 개발한 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유통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증식물질을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육종가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종가의 권리는 단지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상업적 목적, 즉 증식물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농민이 자신의 농장에(its own holdings) 계

속적 파종을 위해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육종가의 권리로써 제한할 수 없다.

현재 발효 중인 UPOV는 78년도의 것과 91년도의 것이 있다. 전자가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현존 UPOV

의 기초이며 모든 UPOV 회원국은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 전자의 회원국은 그들 국가의 기존 법률을 수정하고 

후자에 대한 승계문서를 기탁하여야만 후자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된다. 

UPOV가 91년에 개정이 되어야 했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66) 첫째, 78' UPOV하에서는 육

종가가 개발한 품종 중 일부만이 보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즉, 나라마다 보호되는 종의 종류가 달랐다. 둘째, 

78' UPOV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을 재생산하여 얻은 물질에 대해서만 PBR이 설정 가능했

다. 특히 농민이 그들 자신의 농장에 파종을 목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PBR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육종가에게 아무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넓은 과수원의 조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조직배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의 남용 가능성이 증대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UPOV가 개정논의가 

일게 되었다. 셋째, 기존의 UPOV하에서는 어떠한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그 품

종을 가지고 절화 등과 같은 최종 생산물을 생산, 그것을 당해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로 역수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는 육종가가 자신이 개발한 품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넷째, 78' UPOV에서 보호를 받는 품종을 변형시킨 품종이 원래의 품종

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경우, 원래의 품종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변형을 할 수 있었으며, 원래의 품종

을 변형시킨 품종은 원래의 품종의 육종가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별도로 보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1' 

65) European Communities, IP/C/M/25, para. 74. 

66) Id., pp. 15-16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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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는 변형된 품종의 이용은 원래의 품종의 육종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며 변형된 품종이 이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다른 변형 품종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 유래품종으로 취급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2) TRIPS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UPOV의 적합성

(1) TRIPS와 UPOV에서 보호하는 식물신품종의 범위

TRIPS 제27조 3항 (b)호에 의하면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

합을 통하여 보호를 규정할 것만을 명시할 뿐, 보호되어야 할 식물신품종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다. 이에 대해 TRIPS 회원국 간의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TRIPS에 의거하여 보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신품종으로 이해되고 있다.67)

그러나 UPOV가 보호하는 식물신품종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의 UPOV 회원국들을 구속하고 있

는 78’ UPOV 제 4조에 따르면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에 적어도 24개의 속(genera)과 종

(species)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해야 하며, 보호 개체의 숫자는 최소한의 한도이므로 24개의 속과 종에 대한 보

호만 부여하면 78’ UPOV하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는 셈이 된다. 보통 각 회원국들은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품

종을 확대할 때 해당 종의 중요도 및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국가마다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식물품종이 보호받을 수는 없다. 

91’ UPOV는 제3조 2항에서 기존 UPOV의 회원국들에 대해서 협약의 발효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모든 속

과 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호를 확대하고, 신규 UPOV 회원국들은 당해 UPOV에 의해 구속되는 시점에 적

어도 15개의 속, 종에 대하여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늦어도 10년 이내에 모든 식물의 속, 종에 대한 

보호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78’ UPOV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호주,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식물 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있

다.68)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91’ UPOV는 일견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TRIPS에서 언급하고 있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PBR과 이중보호의 문제 

TRIPS 제27조 3항 (b)호에서는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혹은 양자의 혼합

을 통하여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이

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역시 지적재산권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

다. US-Section 211에서 상소기관은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sui generis’의 의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내

67) Helfer L.R., supra note 62, p. 56;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41, para. 

11. 특히 우루과이는 TRIPS 제27조 3항 (b)호의 검토가 개시되었을 때, 영어 및 불어와 함께 WTO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로 쓰인 

TRIPS 협정에는 ‘모든(all)’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TRIPS에서 보호를 부여하는 대상은 모든 식물신품종이라고 주

장한 바 있다. TRIPS 제27조 3항 (b)호의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스페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 embargo, los Miembros otorgarán protección a todas las obtenciones vegetales mediante patentes, mediante un 

sistema eficaz sui generis o mediante una combinación de aquéllas y éste.”

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upra note 59, p. 26, 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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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목적 산업적 발명 식물 품종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 문서 조사

2. 현장 조사

3. 검사를 위한 식물체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보호를 위한 조건 신규성/산업적 적용성/비자명성
상업적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적절한 명칭

보호의 범위

1. 보호의 범위 결정 특허 청구에 의한 결정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정(UPOV 회원국의 경

우, 협약에 의함)

2. 후속적인 품종 육종을 위한 보호 품종의 이용

특허 소유자의 추인을 필요

권리 소유자의 추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동일 농장에 계속적 파종을 위해 농민에 의

한 보호품종의 증식물질 이용 특허청구에 특허 소유자의 추인을 필요

린 바 있다. 상소기관은 제27조 3항 (b)에 의거하여 회원국은 ‘특허 대신 (PBR과 같은)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부여할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권리는 지적재산의 형태를 가진다

고 언급하였다.69) 즉, TRIPS 제27조 3항 (b)호는 특허와 육종가의 권리로 대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

도라는 또 다른 지식재산권에 의한 식물신품종에의 이중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을 각 회원국에게 위임하

고 있다. 

78’ UPOV는 제 2조 1항에서 PBR에 대해 특별 보호 권리나 특허권 중 어느 것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하

면서도 회원국의 국내법이 두 가지 형태의 보호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식물 속‧종에 대해 이중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70) 이는 상이한 보호 조건이나 상이한 보호의 범위를 가진 품종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 보호 권리나 특허권 양자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71) 그러나 91’ UPOV에서는 이중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이중 보호를 허용하고 있

었으며 종전보다 PBR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선진국의 요구가 관철된 산물이다.72) 선진국들은 특허와 

PBR은 양자가 동일한 지적소유권의 형태이긴 하지만 서로 보호요건 및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보호의 정도 역시 

다르므로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식물 품종 보호에 의한 보호의 비교73)

69) Appellate Body, WT/DS176/AB/R, para. 335.

70) 78’ UPOV 제 2조 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s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upra note 59, p. 28.

72) Dutfield G., “Turning Plant Varieties into Intellectual Property: The UPOV Convention”, The Future Control of Food (2008), 

p. 39.

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upra note 5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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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 일반적으로 권리소유자의 추인을 필요로 하

지 않음

품종 명칭 불필요 필요

보호 기간 30년 나무나 넝쿨류 25년/기타 종 20년

그러나 주로 78’ UPOV의 회원국인 개도국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가 허용되는 91’ UPOV를 

TRIPS 제27조 3항 (b)호의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목

소리를 높이고 있다. UPOV에서 보호하는 PBR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지적소유권의 한 형태이고, 특허 역시 

TRIPS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므로,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이중 보호를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보호 

대상과 비교할 때 과도한 보호의 부여이며, 사실상 PBR은 특허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므로 개도국에서 식물변

종보호의 도입에 관한 한 동일한 단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이다.74) 또한, 91’ UPOV는 육종가의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확대했다. 91’ UPOV는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를 강제적 예외와 선택적 예외로 세분

화하면서 ‘납득할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육종가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즉 로열티의 지급을 

의미)’ ‘오로지 증식의 목적으로만’ 육종가가 보유한 품종이나 ‘그 품종으로부터 생산된 수확물’ 등에 대하여 농

민들에게 당해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5) 이는 회원국에게 자유재량에 따라 농민이 파종, 즉 비상

업적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를 그 자신의 농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오던 전통을 인정하던 78’ 

UPOV에 비하면 육종가의 권리는 높이 신장된 반면, 농부들의 특권(farmers' privilege)은 크게 제한한 것이며 

이는 종자 산업이 크게 발달이 되어있는 선진국에게는 유리한 것이지만 주로 인구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개도국들은 TRIPS 제27조 3항 (b)호에서 언

급하고 있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UPOV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91’ UPOV가 아닌 78’ UPOV가 

적절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76) 

3) 소결

두 개의 UPOV가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연 UPOV가 TRIPS에서 의미하

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우선 91’ UPOV는 모든 

식물의 속‧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의 보존에는 상당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의 특권이 대폭 줄인 91’ UPOV를 TRIPS 제27조 3항 (b)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효과

적인 독자적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개도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자신의 권리를 빼

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형평에 맞는 이익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74) Cullet P., supra note 63, p. 1.

75) 91’ UPOV 제15조 2항. 당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ptional exception]  Notwithstanding Article 14, each Contracting Party may, within reasonable limits and subject to the 

safeguarding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breeder, restrict the breeder’s right in relation to any variety in order to 

permit farmers to use for propagating purposes, on their own holdings, the product of the harvest which they have 

obtained by planting, on their own holdings, the protected variety or a variety covered by Article 14(5)(a)(i) or (ii).”

76) Council for Trade-Ra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pra note 7, paras.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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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UPOV의 TRIPS에의 도입 역시 선진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91’ UPOV로의 

개정 이유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현대 조직배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육종가의 권리는 그 어느때보다 침해

되기 쉬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종자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선진국은 78' UPOV를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78’ UPOV와 91’ UPOV 모두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는 TRIPS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자적 제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독자적 제도의 문제는 두 UPOV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각 

국내법의 영역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특히 ‘효과적인’이라는 부분과 관련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부에서는 ‘효과

적인’ 독자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7) 그러나 TRIPS 제

41조 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각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사법제도를 마련할 의무는 없으며 

TRIPS의 어느 규정도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일반적인 법 집행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의무를 회원국에 대하여 부

과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독자적 제도가 효과적인지의 여부는 각 국내법 체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밖

에 없고, 이는 지식재산권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규정한 TRIPS의 정신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Ⅴ. 결론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급속한 진전은 인류에게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물이 대폭 생산되면서 도덕성의 문제,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파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적 활동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와 

지적 활동의 토대가 된 구전되어 오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 이전,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로 

얻게 되는 이익의 공유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간의 의견 대립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의 극단적인 주장처럼 TRIPS를 포함한 국제협약이 개도국에게 불이

익만을 주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TRIPS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발명이 많이 창출되고 창의성이 

조장되며 기술이전이 촉진된다면 오히려 이는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수렴이 되한 핵심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전자변형식물 나아가 유전자 그 자체에 대한 특

허의 독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적 대응이 될 것이다.

나아가 TRIPS와 CBD 그리고 UPOV는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기 위해서 독립된 별개의 체제로 발전했지

만 21세기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들 간의 조화가 요구된다. 지적재산권과 생물다양성, 전통 지식 및 농민의 권리

는 선택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77) Leskin D. & Flitner 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lant Generic Resources: Options for a sui generis system”, 

Issues in Genetic Resources (No. 6, 199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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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상표법｣과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중심으로

▶▶▶ 장려상�왕세정(단국대학교)

Ⅰ. 서론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역간의 특성은 점차 사라져가고 지리적 명칭이 갖는 상

징성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1) 그러나 여전히 기후나 토양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산물 등에

서는 산지를 의미하는 지리적 명칭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2) 따라서 농산물 등의 무역규모 확대와 함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지리적 명칭 및 표시를 신지식재산권의 일종

으로 인식하여 보호하고, 지리적 명칭과 관련된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그들 이외의 다른 사

람들이 동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4) 예컨대 미국에서는 지리적 표

시를 미국연방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상표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유럽연

합은 미국과 달리 독자적인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사회 규칙을 통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전통적 특산품 

보증 등록제도 외에도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 국가의 보호제도가 서로 다른 이유는 권리보호를 위한 지리적 명칭 보호의 확대가 이익을 창출시키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5) 이처럼 세계시장에서 양면성을 가진 지리적 표시 제도를 국

1) 소품종 대량생산을 지향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어느 곳의 원재료를 사용하였는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농산물은 단순히 재배지의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배자나 가공자의 인문적 요소가 추가되는 경향이 높다. 예컨대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단체가 상행위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지역 평판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와인에 있어서 Champagne이나 Bordeaux 지역, 레이

스에 있어서 Chantilly와 같이 지리적 표시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지리적 명칭은 제품의 지역적 출처로서의 기능

보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로서 기능한다. 예컨대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은, 

지리적 명칭의 사용이 상품의 지역적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표시는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김지영,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제4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6-7면.

3) 즉 소비자가 오인 ‧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지리적 표시가 식별력 있는 기호(distinctive sign)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의 사용이 당해 지리적 명칭이나 표시가 가리키는 지역에 위치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4) 이러한 법적 보호 제도 설계는 지리적 출처가 제품의 독점적인 품질‧특성을 부여한다는 사고를 제시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진정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지역의 생산자만이 제품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를 근거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두게 한다.

5) 국내에서 살펴본다면 지리적 명칭의 보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업계는 인삼, 고추장, 녹차 등 주로 우리 고유의 상품을 생산하는 업이다. 

반면에 손실을 입게 되는 업계는 소시지, 치즈, 포도주, 차, 커피 등 주로 유럽 등의 외국에서 온 상품을 생산하는 업이다. 이들은 지리적 

명칭의 보호가 강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용하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박준우, “지리적 표시

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제법 연구｣제5권 제1호, 삼성출판사, 2006,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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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아직 기본법이 제

정되지 않아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기본계획을 통하여 제도

를 정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에서 농 ‧ 수산물의 경우에는 위의 각 법률을 통해 두터운 권리보호

도 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권리보호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므로 각 법률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충돌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신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득실에 양면성을 가지

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 규정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

시 운영 현황과 그 경제성을 분석하고 신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현 시점에 있어 지리적 표시

의 법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지리적 표시의 의의와 현황

1. 지리적 표시의 의의

1) 개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6)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 ‘서산마늘’, ‘안성유

기’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지역특산품이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7)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

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

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말한다.8)

지리적 표시와 상표 양자는 모두 ‘標識’에 관한 권리로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9) 상표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를 확인 및 구별시켜주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고 

6) 넓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 협의의 지리적 표시, 원산지명칭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다. ⅰ) 출처표시란, 원산지 명칭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과 상품과의 관련성을 불문하며, 어떤 상품이 특정 국가나 특정지역에서 기원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이다. ⅱ) 협의의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말한다. ⅲ) 원산지명칭은 상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

경에 필연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협의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차이점은 지리적 표시는 “문자, 

기호, 도형 등”까지도 보호됨에 비해, 원산지 명칭은 단순한 “명칭”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인의 영업출처가 

아니라 특정지역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등록을 불허하는 한편 허위의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금지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

장으로 등록하게 하면서도 지리적 표시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많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손지원,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방

안”, ｢발명특허｣제34권 제2호 통권 391호, 韓國發明振興會, 2009, 69-70면.

7)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 : Q&A｣, 특허청, 2009, 5면. 

8)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매뉴얼｣, 특허청, 2007, 3면.

9)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의 공통점은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상표가 특정기업과 관련되며 특정기업은 해당 

상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 재산권을 향유하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과 관련되며 특정지역 또는 지리적 명칭에 대한 단체 사용권이

라는 점이다. 이신규, “무역 및 관세 원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關稅學會誌｣제9권 제1호, 韓國關稅學會, 2008,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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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0) 

특정 지역의 상품 생산자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지역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이다.11) 

지리적 표시의 경우 그 권리자는 다른 개인 또는 사업주체를 동 지리적 표시의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

는 의미에서의 ‘소유자’가 아니며, 지리적 표시가 지칭하는 지역의 모든 사업주체들은 지리적 표시가 지칭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동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12) 이처럼 지리적 표시는 

개인의 배타적‧독점적 재산권인 상표와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정한 집합’의 권리이며 ‘배타성’이 제한되는 

권리13)라는 점에서 상표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신지식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지리적 명칭이나 표현 중에서 특히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지리적 표시는 국제무역기구 내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이라고 한다.)상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하나이다.14) TRIPs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회원국 상당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

나, 그 보호에 회의적이었다. 결국 동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절대적 보호를 규

정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 보호규정만 두고 있어 해석 및 전개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15)

이러한 대립의 양상은 지리적 표시가 단순히 표지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넘은,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구분

되는 신지식재산권16)의 하나로서 고유의 당위성과 정체성을 갖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시장차별을 통한 생산품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등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품질보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의 전통지식 내지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신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여겨지는 지리적 표시19)의 보호방법으로는 주로 단체표장(Collective marks)과 

10) 이준석,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제도”, ｢특허정보｣, 특허청, 1994, 25면.

11) 외국의 지리적 표시로는 Medoc(포도주, 프랑스), Dajeeling(차, 인도), Roquefort(치즈, 프랑스), Tequila(증류수, 멕시코), Jaffa(오렌

지, 영국)등이 있으며, 국내의 지리적 표시로는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등을 들 수 있다. 특허청 상표디

자인심사국, 앞의 책, 8면. 

12) 김지영, 앞의 논문 <각주1)>, 6-8면.

13) 배타성이 제한된다 함은 집합의 구성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나, 외부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외부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4) TRIPs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3개의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보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

의 강력한 실효성에 의해 각 회원국은 지리적 표시를 TRIPs 협정상 최저수준(minimum standard)이상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15) 박현경, “지리적표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企業法硏究｣제22권 제1호 통권 제32호, 소셜인슈런스‧韓國企業法學會, 2008, 28면.

16) 신지식재산권의 개념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범호, ｢신지식재산권 안내서｣, 특허청, 2005, 1면.

17) Kal Raustiala, The Global Struggle over Geographical Indications, 18. Eur.J.Int'L. 337, pp. 346-360. 

18) 박현경, 앞의 논문, 28-29면.

19) <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의 체계> 이범호, 앞의 책,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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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이 사용된다. 단체표장20)은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단체가 소유하며, 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단체표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증명표장은 일반적으로 그 표장의 소유자(증명표장권자) 또는 그로

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

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21) 증명표장 방식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일반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22) 등록에 의해 보호되고 있

으며,23) 미국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증명표장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24)

2. 등록 현황 및 가치 분석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적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등록 현황을 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되기 이

전인 2005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리적 표시 관련 대상품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는 342개의 특

산품이 있으며, 특히 유명한 지역 특산품으로는 70개 정도가 소개되었다.25) 이 조사 결과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2009.10.)까지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건수

가 34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게 여겨진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으로 등록된 건수는 상표법상 등록 현황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등록된 상품의 경우에는 상표법과 농‧수

산물품질관리법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중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의 온전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신상표권/의장권 등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지리적 표시, 프랜차이징, 

인터넷 도메인이름, 새로운 상표(색체, 입체, 소리, 냄새 등)

20) 단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서 단체는 물론 소속 단체원에게 단체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본력과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소속 단체원이 단체의 신용을 영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상표를 소속단체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에, 명성과 

품질에 대한 신용도에 있어 단체가 개인보다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단체표장을 획득하면 판매자에게 유리해 질 수 

있다. 장혜룡, “상표의 개념, 기능과 우리나라 상표법의 기본원칙”, ｢발명특허｣제35권 제1호 통권 402호, 韓國發明振興會, 2010, 60면.

21)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조건과 사용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표와는 차

이가 있다. 김병일, “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産業財産權｣통권 제13호,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03, 210면.

22)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하나(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동법 동조 동항 제3의4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표장은 상표와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3조의2).

23) 윤여강 ‧ 정태호,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國際通商硏究｣제15권 제1호, 韓國國際通商學會, 2010, 6면.

24) 윤여강 ‧ 정태호, 위의 논문, 6면.

25) 김지영,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명칭의 보호”, ｢발명특허｣제33권 제2호 통권 379호, 韓國發明振興會, 2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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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양 법에 이중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의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여겨진다.

<표 1>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26)

구분 건수 세 부 내 용

등    록 34건
장흥표고버섯, 진도홍주, 고흥유자, 이천쌀, 양양송이, 한산모시, 경산대추(2건), 고창복분자주, 순창고추장, 

이천도자기, 정안밤, 남원목기, 상주곶감, 강진청자, 함안수박, 보성녹차 등

거절결정 18건
보성녹차, 남한강(2건), 공주알밤, 충주사과, 보성삼베, 압촌메주, 인제용대황태, 화천화악산토마토, 

곡성멜론, 거창사과 등

심 사 중 24건
봉동생강, 증평인삼, 함양마천옻, 진주실크, 안동사과, 전주비빔밥, 무주사과, 단양마늘, 영주사과, 

악양대봉감, 간절곶 배, 영천포도, 보은대추, 삼척마늘, 영암수박 등

취    하 8건 보성녹차(2건), 곡성멜론, 부안뽕, 애월브로콜리, 장수사과,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심사미착수 36건 삼척장뇌삼, 진도울금, 진도검정쌀, 진도대파, 진안홍삼, 제주톳, 광양매실 등

계 120

(기준일 : 2005.7. - 2009.10.)

<표 2>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27)

지역 건수 세 부 내 용

전국 6건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

경기 5건 이천쌀, 강화약쑥, 여주쌀, 여주고구마, 가평잣

강원 12건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삼척마늘, 양양송이, 

횡성더덕, 홍천잣

충북 6건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영동곶감

충남 7건 서산마늘, 한산모시,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정안밤, 청양구기자, 천안호두

전북 6건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무주머루,

전남 15건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무안백련차, 광양매실, 보성삼베, 영암무화과, 해남고구마, 

함평한우, 장흥표고버섯,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경북 18건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안동포, 청송사과, 영천포도, 영주사과, 김천자두,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상주곶감, 영덕송이, 문경오미자, 울진송이

경남 9건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서생간절곶배, 산청곶감, 남해창선고사리, 악양대봉감

제주 2건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계 86

(기준일 : 2009.12.)

26)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앞의 책, 99면. 

27) 조주현, “지역 특산물의 가치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지구촌 식품과 음식문화｣통권 제4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2009,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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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

<표 3> 상품 표시에 따른 소비자 한계지불의사금액28)

속    성
한계지불의사금액

금액(원/15kg) 기준가격에 대한 비중(%)

친 환 경   인 증 16,146.41 108

지 리 적   표 시 21,596.50 144

상            표 5,607.10 37

등            급 5,151.57 34

(기준가격 : 15,000원)

농‧수산물의 상품을 위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각 상품 표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한계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조

사 결과이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기준가격(15,000원)의 108%가 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

품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은 15kg당 16,146.41원을 더 지불해도 좋다는 의사를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친환경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리적 표시의 경우 기준가격의 144%로 친환경 인증의 경우보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더욱 높은 신

뢰도와 선호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 표시에 있어 다른 속성에 비해 지리적 표시에 대

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의 하나인 시장차별화가 달성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29)

3) 지리적 표시 등록 성공사례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20세기 초 신대륙의 값싼 

포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프랑스는 지리적 표시로 자국 포도산업을 차별화함으로 극복하였다. ‘보르도 포도

주’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있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아니면 그 명칭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르도풍의 포도주’, ‘보르도 스타일의 포도주’와 같은 표시도 할 수 없다.30)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도 찾아볼 수 있다. 보성녹차의 경우 ‘국내 지리적 표시 1호’라는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리적 표시 등록사례로 보성녹차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보성은 지리적 표시로 차별화된 녹차산업을 관광산업 등으로 연계하여 보성

군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31)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녹차의 판매가격 상승과 함께 제다업체도 지속

28) 김태균‧성명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가치 측정”, ｢食品流通硏究｣제25권 제1호, 韓國食品流通學會, 2008, 38면. 

29) 김태균‧성명환, 앞의 논문, 38면. 

30) 황은선, “지리적표시제의 이해”, ｢食品文化 한맛한얼｣제1권 4호 통권 제4호, 한국식품연구원, 2008, 43면.

31) 예로 ‘보성다향제’(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타 축제보다 관광상품 가능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아 2003년부터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참여‧체험프로 확대로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등을 적극 개발 명실상부한 한국의 차 문화 대표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보성다향제 홈페이지 http://dahyang.boseong.go.kr/dahyang2005/ 

(방문일자 : 2010년 8월 20일))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보성녹차 전국 마라톤대회’(보성군은 이번 마라톤 대회는 차 산업 발전과 보성

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맑고 푸른 보성강변을 따라 늦가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배경으로 달릴 수 있어 ‘건강과 멋’을 동시

에 얻게 되는 행사라고 한다. 보성녹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 http://www.bsmarathon.kr/ (방문일자 : 2010년 8월 20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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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성=녹차’라는 이미지가 정착되면서 녹차 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창복분자주’도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인하여 복분자의 재배면적 증가, 가격상승 

및 복분자를 활용한 주스, 잼, 분말차 등의 가공제품 산업도 확대되었다. ‘괴산고춧가루’의 경우 지리적 표시 등

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면서 학교 급식영양사들도 믿고 찾는 제품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은 단순히 농산물의 판매수익 증대를 넘어서 지역의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32) 

Ⅲ. 해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1.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제2부(지식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3절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동절은 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2조는 지리적 표시의 의의 및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23조는 추가적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24조는 지리적 표시 보호

를 위한 추후협상 및 보호의 예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WTO/TRIPs 협정 제22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

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33)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자연적 또는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고 생산 

및 제조과정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 등록하고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34)

1)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TRIPs 협정 제22조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최저한의 수준(minium standard)을 제시하고, 

보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 최저한의 수준은 모든 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

며,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요건으로 하여 그 사법적 구제책 및 상표등록거절, 무효 및 그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35)  

동 협정 제22조조 제2항(a)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대중(the 

public)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

32) 황은선, 앞의 논문, 43면.

33)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34) 김병일, 앞의 논문 <각주22)>, 206면.

35) 1단계 보호체계로서, 이는 파리조약의 범위내의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이미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규정이

라고 한다. 김병일,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22호, 2001,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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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명칭 또는 소개하는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명칭 또는 소개하는 수단’으로서 소위 

상품의 보통명칭36)과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정한 지리적 명칭이 특정상품의 명칭으로

서 일반명칭화 되었거나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의 보통명칭화 된 경우에 그 상품은 지리적 명칭이 

의미하는 특정지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보통명칭의 문제는 TRIPs 협정 제24조 제6항에서 지리적 표시

와의 충돌에 동 협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을 소개하는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지리적 명

칭 대신에 간접적인 명칭(예컨대, 에펠탑 등)이나 포장용기의 사용37)을 통해 당해 상품과 특정지역과의 잘못된 

연관을 야기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단의 사용은 금지될 수 있다.38)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상품의 지리적 표시의 사용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혼동시킬 수 있는 상표에 대한 출원

을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거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b)는 파리협약 제10조의2에서 제시하는 부정경쟁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의 국내

법에 위임하고 있다.39) 파리협약에 규정된 부정경쟁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경쟁자의 신용을 저해

하는 허위주장 및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을 뜻한다.40) TRIPs 협정 제22조 제4항은 상품의 지리

적 표시가 문자상으로 정당할지라도 일반인이 동 상품이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1)

2) 추가적 보호

TRIPs 협정 제22조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일반적 보호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엄격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의 지리적 

표시 사용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포도주나 증류주가 기원한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더라도(...even 

36) 보통명칭이라 함은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명칭을 말한다. 처음부터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비누, 치약, 담배 

등)과 처음에는 상표였던 것이 상표권자의 관리 소홀로 보통명칭화 된 것(나일론,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이 있다.

37) 예로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포도주생산자가 보르도의 독특한 모양의 병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38) 김병일, 앞의 논문 <각주34)>, 92면.

39) 파리협약 제10조의2에 의한 부정 경쟁적 사용의 금지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a)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 경쟁적 사용의 금지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a)가 일반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동 협정  동조 동항(b)는 상품의 생산자와 교역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병일, 위의 논문 <각주34)>, 93면.

40) 파리협약 제10조의2(부당경쟁) 1. 각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민에게 부당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공업상 또는 상업

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당경쟁행위를 구성한다. 3.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은 금지된다. (a) 여하한 방법에 의함을 

불문하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공업상 혹은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 (b) 거래의 과정에 있어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공업상 혹은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할 허위의 주장 (c) 거래의 과정에 있어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도할 표시 또는 주장.

41) 동조항을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경우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협정의 원문을 보면 ‘... although literally true as to the 

territory,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goods originate, falsely represents to the public that the goods originate in 

another territory.’ 라 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23조 제3항의 동음의 지리적 표시(homonymous geographical indications)의 경우와

는 그 사례를 달리한다고 본다. 예컨대 동일한 상품에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光州)와 중국의 광주(廣州)를 지리적 표시로 사용하는 경우

를 본다. 중국의 광주를 원산지로 한 상품에 한글로 “광주…”할 경우 한국에서는 발음과 문자가 동일하지만, 한자로 “廣州…”할 경우에는 

발음은 동일하지만 문자는 다르다. 한편 동일한 상품에 경기도의 광주(廣州)를 원산지로 하는 지리적 표시 상품이 있는 경우에 중국의 

광주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廣州…”라고 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라고 할 것이다. 송석언, 

“TRIPs협정과 우리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中央法學｣제10집 제3호 통권 제29호, 中央法學會, 2008,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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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true origin of the goods is indicated...) 그 지리적 표시가 지칭하는 지역이외에서 생산된 포도주

나 증류주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kind), 유형(type), 양식(style), 모조품(imitation)’등과 같은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것에도 관계없이 허

위의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사권으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

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의 반발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Remark를 두게 되었는데, 

동 협정 제42조의 첫째 문장42)에 관계없이 민사상 사법절차 대신 행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3) 

TRIPs 협정 제23조 제2항은 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의 상

표등록에 대하여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

항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지리적 표시(homonymous geographical indications)의 경우 동 협정 제22조 

제4항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를 보호한다.44) 그러나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되 

소비자가 오인‧혼동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조건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45)

3)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를 위한 추후 협상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은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시스템의 수립에 관한 추후협상을 TRIPs 

이사회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6)

(1)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다자시스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다자시스템(이하 “다자시스템”이라고 한다.)의 수립에 

관한 협상47)은 TRIPs 협정에 근거하여 2001년 도하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에

서 TRIPs 이사회 특별회의48)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49)

다자시스템의 쟁점은 다자시스템에의 참여여부, 등록의 법적 효력,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의 ‘용이하게 

42)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TRIPs 제42조 첫째 문장). 

43) 김병일, 앞의 논문 <각주34)>, 94면.

44) 박현경, 앞의 논문, 33면.

45) 예컨대 프랑스와 스페인에 보르도라는 동음의 포도주와 관련된 지리적 표시가 있을 경우 프랑스 보르도 포도주는 ‘프랑스산 보르도 포도

주’, 스페인의 보르도 포도주는 ‘스페인산 보르도 포도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공우 ‧임재욱 ‧ 김규남, “신지적재산권중 지리적 표

시 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5, 209면.

46) Daniel Gervais, The TRIPS Agreement :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Sydney, Sweet & Maxwell, 2003, p.198. 

47) 원래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보호를 위한 다자시스템구축으로만 규정되었는데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증류주도 포함하도록 

논쟁을 벌인 결과, 2001년 도하선언문 제18조에 ‘포도주 및 증류주의 다자시스템(multilateral system for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이라 명시하여 증류주도 포함되게 되었다. 김병일, “지리적 표시 관

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지식재산21｣, 특허청, 2006, 11면.

48) 도하선언 이후 TRIPs 위원회는 정규회의와 특별회의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회의에서는 입법검토, 공중보건 생명공학, 전

통지식 그리고 지리적 표시 보호확대문제 등을 다루고, 특별회의에서는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병일, 위의 논문 

<각주46)>, 11면.

49) 도하선언문은 WTO 5차 각료회의(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까지 다자시스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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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In order to facilitate...)’의 해석과 다자시스템의 시행에 따른 비용문제에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미국50)과 유럽공동체51)가 제시한 안(Draft)은 상호 대립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헝가리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조정시스템을 추가한 수정안52)을 제시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의장안이53) 제출되었다. 미국은 다자

시스템의 참여를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다.54) 반면 EU안은 다자시스템에의 참여는 모든 회원국의 의무로 한

다.55) 의장안은 회원국 간 의견차이가 큰 부분을, 비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안을 반영한 Option A, 구

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EU안 및 헝가리안을 반영한 Option B로 나누었으며, 등록절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헝가리안을 반영한 Option B2와 중재절차 없이 등록을 하는 EU안을 반영한 

Option B1로 나누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과도한 입장의 차이는 5회에 걸친 각료회의에도 불구하고 다자시

스템설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했다.56)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비구속적 시스템에 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도주 및 증류주는 물론이고 다

른 종류의 상품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지리적표시가 거의 없어, 구속적 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막대한 법제마련 및 운용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57)

(2) 추가적 보호품목확대에 대한 논의

포도주와 증류주에 한정되었던 TRIPs 협정 제23조에 의한 추가적 보호를 일반품목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

부에 대한 논의이다.58) 이 문제도 역시 다자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

50)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pecial Session), Proposal for a Multilateral System for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Based on Article 23.4 of the TRIPs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Japan, Namibia, New Zealand, Philippines, Chinese, Taipei, United States, 

TN/IP/W/5 (23 October 2002)

51)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mplementation of Article 23.4 of the TRIPs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nber States (Revision), IP/C/W/107/Rel.1 (22 June 2000).

52)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unication from Hungary, IP/C/W/255 (3 May 

2001).

53)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al Session), Draft Text of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rits, Note by the Chairman, JOB(03)/73 (16 

April 2003).

54) 제23조 제4항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에서 지리적 표시보호 여

부를 결정할 때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참고하여야 한다(비구속적 시스템). 즉 다자시스템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용이

하게”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 일뿐만 아니라 TRIPs 협정의 최소보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될 경

우, 이미 오래전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운영해 온 몇몇 유럽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그 시행을 위한 국내법의 마련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송석언, 앞의 논문, 227면.

55)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시스템에 등록 된 지리적 표시는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된다는 추정력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의 보호를 회원국의 의무로 한다(구속적 시스템). 이외 추정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매우 한정적으로 하고, 그 이외제기기

간도 1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자시스템과 관련한 비용문제도 그리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송석언, 위의 논문, 227면.

56) 박준우,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 ｢企業法硏究｣ 제16집, 韓國企業法學會, 2004, 343면.

57)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 합동 포럼 결과 보고, 2003, 5면; 한편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시스템 중 어느 것

이 채택되더라도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견해는 박준우, 위의 논문 <각주55)>, 

353-354면.

58) 이것은 TRIPs 협정 제24조 제2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하여 TRIPs 이사회에서 제3절 규정의 적용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1995년 1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데에 근거한 논의이다. 또한 도하선언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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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이다.59) 추가적 보호대상 품목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

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무역왜곡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포도주와 증류주만

을 구별하여 절대적 보호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농‧공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

하여야 한다고 한다.60) 반면에 추가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는 TRIPs 협정 제23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예

외적 규정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품목에 예외적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없

다는 것이다.61) 확대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62)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으로 TRIPs 이사회에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자, 유럽공동체는 WTO의 농업협상을 이용하여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

였다.63)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로 인한 시장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4) 이에 대

하여 미국 측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논의의 장은 농업협상이 아닌 TRIPs 이사회가 되어야 하며, 유럽공동체

의 제안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TRIPs 협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TRIPs-Plus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부속서 W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에만 TRIPs 협정 제24조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대65)함으로 논의가 공전되어 왔다.66)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국내 지리적 표시 품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지리적 표시의 추가

적 보호 품목이 확대되는 경우 실익보다 부담요인이 크다는 판단하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7)

18조에서도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하여 동선언문 제12조에 따라 TRIPs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59) 2005년 3월 8일부터 10일간의 TRIPs 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리적 표시 보호확대문제를 포함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병일, 앞의 논문 <각주46)>, 14면.

60) Trade Negotiation Committee, Geographical Indications : The Significance of 'Extension' in the TRIPs Agreement and its 

Benefits for WTO Members,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European Commission, Georgia, Hungary, India, 

Kenya, Kyrgyz Republic, Latvia, Liechtenstein, Malta, Macedonia,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Sri Lanka, 

Switzerland, Thailand, Turkey, TN/C/W/14 (9 July 2003).

61)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posed Report from the council for TRIPs to the TNC 

regarding Article 23 of the TRIPs Agreement :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Australia, 

Canada, Chinese, Taipei, Colomb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ew Zealand, Philippines, 

Panama and United States, IP/C/W/395 (10 December 2002). Staten tunisia,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under the 

TRIPs Agreement; Uniformity not Extension, 87 J. Pat&Trademark OFF.Soc'y 221, pp.241-245.

62) 박현경, 앞의 논문, 45-46면.

63) WTO 농업협정 중 시장접근에 관한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신설될 부속서 W에 지리적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열거하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되고, 선등록 또는 관용명칭이 된 경우 등 동 협정 제24조에 규정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제안하였다.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27 January 2003), A Proposal for 

Modalities in the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 Specific Drafting Input : EC. JOB(03)/12 (5 February 2003). 

64) 박준우, “商標와 地理的 表示의 衝突에 관한 硏究”, ｢通商法律｣통권 제58호, 법무부, 2004, 119-122면.

65) Trade Negotiations Committee(21 April 2004), Minutes of Meeting, Held in the Centre William Rappard on 21 April 2004, 

TN/C/M/12 (18 May 2004), paras. 73-75.

66) EC 측과 미국 측의 대립은 ‘EC 측의 지리적 표시 對 미국 측의 지리적 표시’라기 보다 ‘EC 측의 지리적 표시 對 미국 측의 상표’의 문제

이다. 그러므로 WTO 에서의 지리적 표시 관련 논의는 EC 측에서 보면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문제이지만, 미국 측에서 보면 상표권의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상표건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한다(exclusivity of the prior right).’는 원칙에 의

하지만, 유럽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상표권에 우선한다(즉,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고 한다. 박준우, 앞의 논문 <각주63)>, 121면. 

67) 송석언, 앞의 논문,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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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미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비롯한 상표의 등록과 관리는 미국연방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담당한다. 미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지리적 표시도 상표, 서비스 및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마찬가지로 권리자에 의한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에 의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IDAHO’ 감자,68) ‘Washington’ 사과,69) 

‘Vidalia’ 양파70)등 의 확립된 지역적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연방상표법(Lanham Act)에 

따라 지역적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71) 

미국연방상표법 제45조는 증명표장을 ‘증명표장권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성실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상품의 지역, 산지, 품질 기타 특성을 증명하거나 작업이나 노

동의 특정의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2) 증명표장

의 목적은 허락 받은 이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자격 또는 기준을 충족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단일의 상업적 출처나 이익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

다.73) 미국연방상표법에 의해 미등록인 상태이더라도 판례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도 존재한다.74) 

미국에서 증명표장으로서 지리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단체는 대부분 정부기관이거나 정

부의 권한으로 운용되는 기구다. 예컨대 주정부기관인 아이다호 주 감자위원회(State of Idaho Potato 

Commission)는 아이다호 주에서 자란 감자에 대해 ‘IDAHO’ 란 증명표장을 가지고 있다.75) 또한 영농조합도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 내의 농산물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76) 영농조합이 증명표장권자

가 되어 그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조합원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할 수 있지만,77) 그 조합(cooperative)은 

68) U.S. Trademark No.76,542,379 (filde Sept. 3. 2003).

69) U.S. Trademark No.73,575,663 (filde Dec. 30. 1985).

70) U.S. Trademark No.74,026,870 (filde Feb. 2. 1990).

71) J. Thomas McCarthy, 2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14:1 (4th ed. 2007).

72) 15 U.S.C. § 1127 (2009); 이규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에 관한 연구”, ｢暻園法學｣제2권 제3호, 

2009, 126면.

73) 증명표장이 상품에 적용되거나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증명표장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증자 

또는 증명표장권자에 의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상품제조자 나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인증자 또는 증명표장권자에 의하여 조사, 검사, 검증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이다. 증명표장으로서 분류되는 표장은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명표장

권자는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Institute National Des Appellations d' Origine v. Brown- 

Forman Corp., 47 U.S.P.Q.2d 1875, 1998 WL 650076 (T.T.A.B. 1998).

74) Institute National Appellations v. Brown-Forman Corp. 사건에서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은 지리적 표

시에 해당하는 ‘COGNAC’은 판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증명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COGNAC’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프랑스의 코냑 지

방에서 기원한 브랜디의 명칭이고 다른 곳에서 생산된 브랜디와 관련된 명칭이 아니기에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보았고, 아울러 그 지방의 

브랜디 생산업자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고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증명표장에 해당하는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47 U.S.P.Q. 

2d 1875 (T.T.A.B. 1998).

75) ‘Idaho’ 및 ‘Grown In Idaho’는 아이다호 감자연합회에 의하여 미국의 아이다호 주변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나타내는 증명표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 U.S. Trademark Reg. No. 76543478.

76) U.S. Patent & Trademark Office,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4th ed. 2005) (이하 “T.M.E.P.”이라고 한다.), 

supra note 38, at § 1306.01.

77) Lanham Act § 14, 15 U.S.C.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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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78) 더욱이, 영농조합에 속하는 농

민이 자신의 식별력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증명표장은 적합하지 않다.79) 증명표장이 제품의 질 또는 지역적 산지를 증명하더라도 특정 제조업자와 

같이 그 제품의 단일 상업적 출처로서 그 산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80) 따라서 증명표장은 농민이 

지역적 브랜드를 상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상표를 확립하기에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증명표장에 대한 연방 등록출원은 미국연방특허상표청에 의해 심사된다. 첨부된 사용견본과 기록상 증거

는 지리적 표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증명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기록 및 그 밖의 증거를 통해 지리적 표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주

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등록은 거절될 것이다.81) 

단체표장은 단체에 의하여 등록되고 오로지 단체 구성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비회원에 의한 상품과 

구별하고 그들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다.82) 미국에서 인정되는 단체표장의 유형으로는 단

순한 단체표장과 단체회원표장이 존재한다.83) 전자는 협회, 조합, 협동조합 등 기타단체에 의해 그 구성원만 

사용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구성회원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이다. 

후자는 특정 단체의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한다.84) 따라서 단체의 회원에 의해서만 사

용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이들로부터 특정하거나 구별한다.85)

미국연방특허상표청은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표장이 상거래에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리적인 표장

으로 등록해 준다.86) 단체표장은 증명표장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지리적 산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한

78)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증명표장권자는 그 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이행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증명표장은 그 표장권자의 허락을 얻어 그 표장권자 이외의 단체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증명표장권자는 

인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타인의 증명표장 사용을 통제한다. 그러한 통제는 그 표장이 등록요건인 특징을 포함하거나 나타내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또는 인증자 또는 증명표장권자가 그 인증을 위하여 증명하거나 채택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충

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Lanham Act § 14, 15 U.S.C. § 1064(5)(B).

79) Daisuke Kojo, Comment, The Importance of the Geographic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 a Comparison of Japanese 

and American Approaches, 14 Mo. Envtl. L. & Pol' y Rev. 275, 307 (2007).

80) 증명표장은 상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고 그러한 상품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출처표시기능을 한다. 다

시 말하면, 증명표장은 상품의 질 뿐만 아니라 지리적 출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것은 증명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지역

적 또는 기타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상업적 출처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증명표장권자는 그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여

야 하고 등록요건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상품을 증명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증명표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nham Act § 45, 15 U.S.C. § 1127.

81) 인증자 에게는 기준의 집행에 관해서는 정확성과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이는 이해관계가 큰 당사자인 경쟁업자 및 소비자가 인증자가 

요구된 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 연방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음료수에 대한 농업검사관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는 자들이 등록에 반대할 수 있거나 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In re Cooperative Produttori Latte E Fontina Valle D' Acosta, 230 U.S.P.Q. 131, 1986 WL 83578 (T.T.A.B. 1986).

82) 15 U.S.C. § 1127 (2009); 이규호, 앞의 논문, 126면.

83) Aloe Creme Laboratories, Inc. v.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Inc., 192 U.S.P.Q. 170, 173 1976 WL 

21119 (T.T.A.B. 1976).

84) 이영주,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 대학원, 2009, 91-92면.

85) 조합, 사단(association) 또는 기타 단체나 조직만이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Lanham Act § 45, 15 U.S.C. § 1127.

86) 지리적 표시는 상거래에 있어 식별력(distinctiveness)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단체표장으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T.M.E.P., supra note 

38, at § 1303.02., Lanham Act § 2(e)-(f), 15 U.S.C. 1052(e)-(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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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 영농조합은 회원들의 제품의 지리적 산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단체표장으로서 지리적으로 기술적인 용어

를 등록할 수 있다. 증명표장과는 달리, 단체표장권자는 그 회원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그 표장

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여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88) 그러나 

영농조합은 그 표장을 상표로 등록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영농조합은 그 표장이 지리적으로 

기술적 표장의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보, 선전 및 판촉활동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89) 더욱이 생산자는 동일한 기술적인 지리적 표장을 사용하는 무임승차자로부

터 피해를 입을 위험에도 처해 있기 때문이다.90)

3.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사회 규칙은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전통적 특산품 보증 등록제도 외

에도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에 관한 이사회규

칙을 적용하고 있다.91) 그리고 전통적 특산품 보증을 받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규칙도 두

고 있다.92) 여기에서 전통적 특산품 보증은 전통적인 특징이나 제조방법을 보증하는 것이기에 지역적 고유성보

다는 생산방법에서 전통적인 특성이 강조된다.93)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 특산품 보증을 받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규칙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보호수준과 방법은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포도주의 공통시장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94) 증류주의 정의, 기술 및 일반적 규정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95) 및 아로마 포도주, 아로마 포도주를 성분으로 한 음료수 및 아로마 포도주 상품 

칵테일의 정의, 기술 및 일반규정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96)이 존재한다. 그 밖에 유럽연합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제도로는 가맹국의 식품 라벨,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의조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97) 오

87) 2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t § 19:99.

88) 2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t § 19:101.

89) 2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t § 15:28.

90) 이규호, 앞의 논문, 131면.

91) European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 

uri=OJ:L:2006:093:0012:0025:EN:PDF (방문일자 : 2010년 8월 20일).

92)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509/2006 of 20 March 2006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s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93)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를 해당국가(country of origin)의 일종의 문화적 유산의 한 요소로서 ‘공동체의 권리(collective 

rights)’로 인식한다. 이준석, “지리적 표시의 보호-미국의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제도를 중심으로”, ｢특허정보｣특허청 제34호, 

특허청, 1995, 19면.  

94)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1493/1999 of 17 March 1999 on the 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 in Wine.

95)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1576/89 of 29 May 1989 laying down General Rules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and 

Presentation of Spirit Drinks.

96)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1601/91 of 10 June 1991 laying down General Rules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and 

Presentation of Aromatized Wines, Aromatized Wine-Based Drinks and Aromatized Wind-Product Cocktails.

97) Directive 200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0 March 200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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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일으키는 광고 및 비교 광고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98)이 있다.

유럽연합에서 각국의 국내법체계는 원산지 표시(appellations of origin)를 보호하는 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99)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다른 

체계도 지리적 기호(geographic signs)를 보호하고 있다.100) 이러한 것은 증명표장,101) 단체표장,102) 부정경

쟁법,103) 및 소비자보호법104)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를 포함한다. 유럽에서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은 상표법과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105) 지리적 표시 규정을 보호하기 위한 상

이한 체계는 유럽공동체에서 판매되는 포도주의 표지부착,106) 증류주107) 및 광천수(mineral water)108)에 존재

한다. 

1992년에 유럽공동체는 유럽 식료품을 홍보하고 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세 단계의 체계를 창출하였다.109) 

이 3단계는 산지표시의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GO), 지리적 표시의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통적 특산물의 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으로 알려져 있다. 

산지표시의 보호는 주지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지리적 영역에서 생산, 처리 및 준비된 식료품을 기술하기 위하

여 사용된 용어이다.110) 전통적 특산물의 보증은 출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 내지 생산방법에서 식료품

의 전통적인 특성을 강조한다.111) 식료품에 대해서는 700개를 초과하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공동체 하에 등록되

어 있다. 등록되어 보호되는 명칭은 보통명칭이 되지 아니한다.112)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98) Directive 2006/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concerning Mislead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99) H. Cohen Jehoram (ed.), Protection of Geographic Denominations of Goods and Services (1980).

100) 업계 대표들은 오랫동안 지리적 표시가 이러한 상이한 체계에 따라 동시에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것 중 

좋은 예는 이태리 파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조햄인 PROSCIUTTO DI PARMA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제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이태리법에 따라 성립된 단체인 Consorzio del Prosciutto di Parma에 의해 제공된다. Consorzio del 

prosciutto di Parma v. Asda Stores Ltd and Another [1999] F.S.R. 563, 566-67 (Court of Appeal of England and Wales).

101) D. Kitchin, D. Llewelyn, J. Mellor, R. Meade, T. Moody-Stuart, D. Keeling, Kerly's Law of Trade Names Ch. 12 (14th ed. 

2005).

102) Section 49 of the Trade Marks Act 1994 and Schedule 1.

103) C. Wadlow, The Law of Passing Off : Unfair Competition by Misrepresentation 215-6, 291-3, 510-24 (3rd ed. 2004).

104) Trade Descriptions Act of 1968(United Kingdom); Law of July 14, 1991, on Trade Practices and Consumer Information and 

Protection ch Ⅲ, Arts. 16-21(Belgium).

105) 2 McCart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14:21.

106) 2002년에 유럽연합은 포도주 표지부착 규정을 새로 채택하였다 (EC Regulation No. 753/202. www.Europa.eu.int). 미국은 세계무

역기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www.ustr.gov (U.S. Trade 

Representative) 와 www.useu.be (U.S. Mission to the E.U.)).

107)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1576/89.

108)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692/2003.

109) 유럽공동체 이사회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칙을 담고 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98/2006 of 14 Decemver 2006.

110) 프랑스 치즈의 경우에는 Neufchtel 및 Roquefort가, 이태리 치즈에 대해서는 Fontina 및 Gorgonzola이 바로 그러하다. 지리적 표시보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 연관성은 적어도 생산, 처리 또는 준비의 단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로는 이태리 올리브 오일

의 경우에는 Toscano가, 독일 맥주의 경우에는 Dortmunder Bier가 있다.

111) 보증된 전통특산품으로서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는 이태리 치즈에 대해서는 Mozzarella 및 핀란드 맥주에 

대해서는 Sahti를 들 수 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112) 이미 보통 명칭으로 된 용어는 등록받을 수 없다. Article 13(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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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이사회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상품의 출처가 풍(style), 유형(type) 또는 방법(method)과 같이 

단어에 의하여 표시되거나 단어에 수반하더라도 그 명칭의 사용으로부터 등록된 명칭을 보호한다. 등록된 지리

적 표시는 원산지 이외의 식품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등록시 기재된 상품 또는 유통

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상품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113) 그리고 등록된 명칭은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해 허위 기재 또는 혼동하게 하는 기재 및 상품의 진정한 출처에 관해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행에 대해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체계를 가진 미국의 법제에 따른 

보호에 상응하는 것이다.

Ⅳ.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리적 표시 보호법제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된 법규는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등이다. 지리적 표시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체제인데, 각 제도별로 

보호의 목적, 내용, 방법, 효과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서로 양립 

가능한 상호 보완적 제도로서 공존시키고 있다.114)

1)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

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 ‧ 수산물품질관리법

에서의 지리적 표시도 상표법에서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115)

113) Evans and BlaKeney, The Protec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after Doha : Quo Vadis?, 9 J. int' I. Econ. 575, 586 

(2006). 

114)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란 물음에 대해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품관법”이라고 한다.)’에 지리적 표시 보호는, 그 

보호목적, 보호대상, 등록요건 및 등록효과 등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중복보호로 볼 수 없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상표법 개정과정을 통하

여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합의된 사항이다. 품관법은 지리적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인증 형태의 제도로서 지리

적 표시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니며, 그 대상도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상표법은 지

리적 표시 그 자체를 출처표지로서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에 공산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품관법의 제도는 상품의 품질보호에, 

상표법상의 제도는 상품의 명칭보호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서 양 제도는 상호 배타적 제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상품에 대해 품관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자와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품관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자와 같은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상표법에 조

정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축‧임‧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앞의 책, 148면. 

11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는 “지리적표시”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 ‧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정의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

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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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전통적으로 지리적 명칭 ‧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소위 기술적(descriptive)표장이라고 하여 

그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116) 이것은 모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에게 부

여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어느 지역의 명칭 등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사용을 제

한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효용은 없지만, 입법‧사법비용과 시장진입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만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117) 다만 1997년 8월 22일 상표법에

서는 일부개정(법률 제5355호)을 통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동법 제7조)에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118) 이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만을 부등록 사유로 정하고 있

던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자의 권리로서 지리적표시를 인식하는 입법이었다.119) 나아

가 상표법은 특히 2004년 개정법을 통하여 단체표장의 한 형태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TRIPs 협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외에 수공예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120)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을 하는 자만으로 구

성된 법인에 한한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상품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

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121) 

116)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그 상품의 산지 ‧ 품질 ‧ 원재료 ‧효능 ‧ 용도 ‧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 가격 ‧ 생산방

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

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17) 그러나 동시에 특정한 지역적 용어가 일반 명칭화 되었거나, 종류 표시화 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을 때 상표 속에 포함되어 상표로

서 등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이 관련된 공중(relevant public)에게 지리적 표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든지, 

초기에는 지리적 명칭이었으나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하여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든지(marlboro의 경우 원래 미국

의 지역명칭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유명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의 담배의 일종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는 경우 지리

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Dev Gangjee,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as Collective Trademarks : The 

Prospects and Pitfalls, IIP Bulletin 2006, p. 115; 박현경, 앞의 논문, 35면.

118)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19)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은 그 도입 단계에서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과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TRIPs 협정의 

이행과 EU와의 쌍무 협정에 따른 협정의 조기 이행 의무 등을 이유로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TRIPs 협정

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

리법은 그 보호 대상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보다 훨씬 좁았다. 그리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상표법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제정되고 인증제도로 머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표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

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될 때부터 상표법과의 갈등 관계가 예상되었

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김지영, 앞의 논문 <각주24)>, 13면.

120)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07, 140면.

121) 이미 한미 FTA에서는 증명표장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유럽의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 법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 증명표장의 도입 여부는 상표법, 농수산물관리법, 품질관리법 등과의 상관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EU 

FTA의 규정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규호, 앞의 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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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보호는 ‘출처표시보호’라는 표지적 보호에 더하여 ‘품질인증제’적 성격을 

갖는 특징이 있다. 즉 동법에서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표준규격출하,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라는 3가지 관리방

식을 통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제도가 상품

의 지역적 특성 및 명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임에 반하여, 동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보호는 품질관리적 기능

에 중점을 두고 있다.122)  

동법 제1조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

다(동법 제2조 제7호).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

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뜻한다(동법 제2조 제8호). 동법에서는 지리적 표시권

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배타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나타낸다(동법 제2조 제9호). 또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동법 제3조 제1항), 지리적 표시 등록여부

를 심의 한다(동법 제3조의2 제5항).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

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동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

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 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저촉되

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3항 후문).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등록의 

거절하게 된다(동법 제8조 제7항 제2호).

지리적 표시권자에게는 권리침해의 금치청구권 및 권리침해의 예방청구권(동법 제8조의4) 그리고 손해배

상청구권(동법 제8조의5)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등을 다루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보호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8조의9). 그리고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에 의한 심결에 대한 소송

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의20).123)

122) 박현경, 앞의 논문, 49면.

123) 이규호, 앞의 논문, 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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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

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 제2조 제12호에

서 ‘지리적 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과는 달리,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8

호) 및 지리적표시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9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지리적 표시권의 효력에 대한 

규정(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지리적표시권

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책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4, 제8조의5), 거짓 표시 등의 금지(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6),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소송절차(농산물품질관리법 제8

조의9 내지 제8조의21)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124) 및 주세법125)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4) 비교 검토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된 상표에 대

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상표권과 달리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과 같은 품질인증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두 보호 체계를 

1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허위의 원산지 표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2조 

제1호 라목과 바목 에서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 표지

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

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

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

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금지청구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

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종례,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 대학원, 2007, 

60면.

125) 주세법 제40조는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주류

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

의 구분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09년 7월 1일 국세청 고시 제

2009-23호의 제7호에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

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

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도 제49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류 표시기준의 고시로 규제되고 있다. 윤여강

‧ 정태호, 앞의 논문,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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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농 ‧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는 그 개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

점이 발견된다. 농 ‧ 수산물품질관리법은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상표법은 ‘명성,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고 있

다126).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명칭과 지역 특산품의 명칭이 결합된 획일적인 형

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

다.12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도 상표법에서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지만128)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

당한다)로 한정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129)

이처럼 양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법의 목적이나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양 

제도가 모두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도

의 양립으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의 이중등록의 불편 및 상이한 등록단체에 따른 지역 내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상이한 품질특성의 등록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란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표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증명표장을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중복 또는 혼동되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업무는 EU와 같이 농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행 지리적 표

시 단체표장제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상표법에서의 폐지가 주장되었지만 결국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

쳐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130) 

126) 이영주, 앞의 논문, 19면; 특허청, 개정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분석 및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

향, 22면. http://www.kipo.go.kr/ (방문일자 : 2010년 8월 9일).

127)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어떻게 다른가’란 물음에 대해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에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만이 등록받을 수 있으나,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모든 상품(특히, 수공예품 등 공예품도 포함됨)이 등록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등록요건(기준)에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당해 품목의 우

수성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이 반드시 요구되나,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품질의 우수성이 국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효과에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마크“ ” 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등록마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단속에 의하여 허위표시죄로 처벌받게 되나, 그 등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지리적 표시만을 상품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없어 상품의 명칭보호에 한계가 있

다. 그런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상품의 명칭 자체가 보호되어 제3자가 지리적 표시 부분을 상품명

칭으로 사용할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직접 이에 대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여 상품의 명칭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앞의 책, 149-150면.

128) 상표법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2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지리적 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130) 양 부처의 합의내용은 2007. 4. 29. 법제처 심사의뢰를 거쳐 5월 차관회의 상정 및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허청,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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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어느 한 법률로의 통합이 아닌 두 법률에 계속해 병존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양 

부처에서 운영되는 것을 한 부처로 통합한다는 사실 자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앞의 등록현황에서 보듯이 그 등록이 활발하지 못하여 통합을 이룬다 해도 통합을 위해 사용된 노력 및 비용 대

비 통합되어 운영될 때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만 판단할 수 도 없다. 통합에 있어 비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양 법률의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

한국에서 지리적 표시는 2004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도입 전후를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 개정 이전에 지리적 표시는 첫째, 상표법상으로는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리

적 표시와 관련된 용어 등의 상표등록을 불허함으로써 소극적인 역할만 하였다.131)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허위의 원산지 표시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

는 방식이 아니며 오인을 그 요건으로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없었다. 셋째,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품질인증을 위한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제도는 품질인증을 위한 것이며 

역시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132)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

성,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에 따른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의 확대와 다자등록시스

템의 운용, 외국에서의 보호필요성 등을 이유로 하여 2004년 상표법 개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제도

를 도입하였다.133)

1) 제도 운영관리상의 문제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인데 기존의 지리적 표시는 농‧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시행해오면서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여 왔다. 상표

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품목을 공산품까지 확대한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하지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서로 다른 제도적 의의 아래 보호 ‧ 운영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뿐더러 보호의 등

록요건 및 절차, 표시방법, 등록의 효력 과 구제수단 등이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개별법간의 충돌로 인해 당사자간에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34)

131) 그 상품의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하고(상표법 제6조 제3호, 제4호), 세계무역기

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

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였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4호).

132)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제53호, 高麗大學校 法學硏究院, 2009, 265-267면.

13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체표장의 일종으로서 상표와는 구별되지만 상표권 침해와 동일하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

정함으로써 기존의 보호보다 강력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대희, 위의 논문, 267면.

134)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특허청, 

2007, 179-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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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념과 운영의 불일치성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용어가 국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인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135)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조한 우리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역시 개별법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

가 있다. 포괄적으로는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 개념을 따르고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EU 규정의 원

산지명칭보호 개념과 같고,136)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보호(PGI)의 개념과 같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원산지표

시도 일종의 지리적 표시에 포함되나,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품의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및 지역을 말하

는 것으로 품질의 특성이나 우수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출처표시의 개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 관련 용어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지리적 표시가 일반인의 인식에서 지식재산권으

로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137)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모델로 도입되었으나, 그 등록요건이 

엄격하다. 즉 EU의 지리적 표시제도가 PDO와 PGI를 구분하여, 그 등록요건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반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는 PDO에 한하는 개념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38) 이는 농산물품질관

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가 지리적 명칭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주어진다는 확

인 정도의 표지인 KPGI보호로 운영되도록 한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다.139)

3. 개선방안

1) 상표법으로의 등록체계 일원화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출처를 식별하고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상표

법은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이룩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 이익과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및 품질보증의 기능

은 수요자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140)

135) 통상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출처표시부터 원산지명칭표시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이 지리적 요인과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출처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U 규정 역시 TRIPs 협정상

의 지리적 표시 개념을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지영, 앞의 논문 <각주1)>, 19면.

13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의5에 의한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

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EU 지리적 표시제도

의 PGI 개념보다 PDO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이 EU의 PDO 개념을 따르면서도, KPGI로 하고 있어 용어정의

와 표지의 KPGI 표시가 불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김지영, 위의 논문 <각주1)>, 20면.

137)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의 보고서, 180면.

138)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생산자단체도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아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해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상품의 품질보호를 위한 품질인증제적 제도이

므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제3자가 지리적 표시 등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지리적 표시를 상품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 제3자가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보호와 함께 지리적 표시를 상품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칭보호를 

제대로 받기 이해서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앞의 책, 149-150면. 

139) 특히 이러한 한계는 등록표시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허위 또는 유사표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사적 

제재를, 사후적으로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만을 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

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180면.

14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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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의 보호형태는 지정상품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특별법 규정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 대상상품에 따라 등록체계

를 달리하는 것은 생산자와 수요자의 혼란, 행정기능의 중복, 양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지리적 표시권은 

상표법의 영역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141)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독점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자는 상품의 명칭과 상품의 품질에 관리와 통제

하는 경우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TRIPs 협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모든 상품을 포괄하므로 모든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한 상표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국내의 지

리적 표시를 넓게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인 보호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의 외국에서의 보호 및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국내 보호 업무의 양자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도 국제적으로 그 출원절차 등이 통일화되어 있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간소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142) 따

라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체계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절차가 

통일성 있게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2) 품질인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는 상표법에 따라 재산권으로 성격을 유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과 

관련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품질관리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43) 이와 같은 상품등록과 지리적 표시의 등록

을 이원화하는 방안은 첫째, 양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성격에 부합한다.144)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리적 구역이 변경되거나 상품의 특성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의 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품명세서의 변경을 인정하여 탄력적인 보호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145) 지리적 표시의 대

상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둠으로써 지리적 표

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146)

141) 이영주, 앞의 논문, 164면.

142) 전현종,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2005, 111면.

143)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부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지리적 표시 제도의 존치가 필요

한 이유를 문의하기 위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법안심사보고서에서 찾은 이유는 

TRIPs 협정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규정이행, 한국 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는 한국 ‧ EU집행위 및 EU 15개회원국을 협정당사자로 하여 1996년에 체결되어 2001년에 발효되었다.)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도입 합의, 그리고 농수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http://likms.assembly.go.kr/ (방문일자 : 2010년 8월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998년 12월, 5면. 

144)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지역의 명성과 품질 등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을 

개발하고 관련법을 통하여 재산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양 법에 의한 등록제도는 상품의 품질요건이 주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

만, 각각의 입법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 법이 가진 특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적인 

재산권으로서 보호체계의 통일화, 그리고 일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상품의 등록제도와 표지의 등록제도의 이

원화를 위한 제도의 시행을 이루어야 한다. 이영주, 앞의 논문, 187면.

14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품질보호를 위하여 등록 신청 시 등록심의위원회가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기준관리계

획서를 심의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반면,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심사관에 의하여 통상 표장의 법적 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차이는 단체표장이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와 같은 기능과 성격이 있고 상

표는 선원주의에 따라 등록요건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146) 이영주, 앞의 논문, 183-184면.



신지식재산으로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369

3) 증명표장 도입을 통한 상품등록제도의 도입

증명표장은 일정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품질보증의 기능면에서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인증제도

와 극히 유사한 면을 갖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타법에 의한 인증마크를 상표법에 의한 증명표장으로 등록받거

나 반대로 지리적 표시를 증명표장으로 등록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 표시를 증명표장으로 등록받는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각종 인증마크의 무단사용에 관하여 침해구제가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권은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상표법상 구제제도와 유사하

여 지리적 표시의 이중등록의 실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용과 활성화라는 

점에서 볼 때 타법에 의한 인증표시나 새롭게 나타나는 공익표장도 증명표장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47)

증명표장제도는 명칭의 보호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보증 기능이 주된 것이어서 사용통제와 관리가 중요

하다. 따라서 권리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증명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감시하고 통제할 적극적 의무가 

따른다.148) 또는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수요자와 경업자에 의해 증명기준이 관리되고 통

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명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의 감시와 통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존하는 경우 증명표장

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적극적인 상품품질의 관리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품질보증기능의 내실화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출원시에 

이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증명기준의 적합성 및 동 법에 의한 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인

증 등록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위한 품질인증 등록서류를 첨부서류

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EU의 이사회 규칙이 채택하고 있는 상품명세서의 등록

절차와 지리적 표시의 등록절차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상표법에 의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하여 상품명세서의 등록을 완료하게 하는 방

안이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대상상품의 사전등록은 상품과 표지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품

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와 통제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은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품질의 심사로부터 부담을 줄이게 하여 부실 권리 취득을 방지하고 진정한 지리적 표

시의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 제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차이는 증명표장의 출원인이 자연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여 출원인 적격이 보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149) 그러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자 개인은 상품 등의 지리적 특성 등을 

147)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下)”, ｢지식재산21｣ 통권 제73호, 특허청, 2002, 141면.

148) 이와 같은 의무는 증명기준이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를 제공하고 증명표장의 가치를 보호하며, 소비자를 품질 등의 

오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이유 때문이다. 특허청,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005, 205면.

149) 단체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상품에 대한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상표권과 비슷하게 되어 개인의 

창의성이나 상품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박민규,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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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통상의 증명표장과 달리 출원인 적격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단체 등으로 제한하여 상품의 품질기준과 통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150) 입법례로서 미국의 T.M.E.P.의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 적격을 정부나 정부단체로 

제한하고 있다.151) 특히 많은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자국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를 국가나 지방 정부가 

직접 소유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FLORIDA”는 플로리다(florida) 주

(state) 정부가 표장권을 소유하고 플로리다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감귤류에 대한 증명표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152) 자메이카 커피상표 관리국이 소유하고 있는 ‘블루마운틴 커피’,153) 인도 차 관리국(Tea Board)

이 소유하고 있는 ‘DARJEELING’,154) 중국의 자치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普洱茶’155)는 모두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가 표장권을 소유하여 표장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

증명표장의 증명기준을 유지하고 사용의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출원인 적격을 제한하는 방안은 지리적 표

시 특유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할 것이다.156) 일부 견해는 자연인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

되 이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달리 증명표장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함에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면 품

질의 오인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7) 그러나 상표법에 의한 등록요건의 심사는 출원인

의 형태에 따라 심사 정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심사관은 상표법 규정에 의한 표자의 선

원여부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출원인이 배타적인 사용을 관리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의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부실관리를 양산할 염려가 있다. 결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을 일정한 정부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하여 상품의 특성과 품질 등에 관

한 증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지리적 표시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

다.158)

(geographical indications)의 등록자격에 관한 검토”, ｢지식재산21｣ 통권 제69호, 특허청, 2001, 173면.

150) 출원인 적격의 완화 근거로서 지리적 표시를 단체만 할 수 있도록 하면 품질이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거나 동일지역이라도 제조 공

정이 다르면 독특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증명표장제도는 권리자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 

및 특성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증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며 지리적 표시로서 동일 지역의 다른 맛을 내는 상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오히려 출처의 표시로서 상표의 등록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박민규, 앞의 논문, 174면.

151) T.M.E.P. 1306.02(b). When a geographical term is used as a certification mark, two elements are of basic concern: first, 

preserving the freedom of all persons in the region to use the term and, second preventing abuses or illegal uses of the 

mark which would be detrimental to all those entitled to use the mark. Normally a private individual is not in the best 

position to fulfill these objectives satisfactorily. The government of a region would be the logical authority to control the 

use of the mane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body to which it has given authority, would 

have power to preserve the right of all persons and to prevent abuse or illegal use of the mark.

152) U.S. Trademark Reg. No. 1200770.

153) Jamaica, Kingston, Coffee Marks Ltd. 소유의 Australia Reg. No. 852577.

154) India, Tea Board 소유의 Australia Reg. No. 998593.

155) China, Yunnan Province Pu'er Tea Association 소유의 International Reg. No. 959458.

156) 입법례로서 대만과 같이 법인, 국가, 공공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와 중국과 같이 검사 및 감독의 능력을 지닌 조직체에 한

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미국 등과 같이 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자연인이라도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 통제할 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성우, ｢OVA상표법｣, 도서출판 청송, 2007, 109면.

157) 최성우, 위의 책, 110면.

158) 이영주, 앞의 논문, 184-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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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리적 표시는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되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재산 제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신지식재산의 유형 ‧ 특성을 고려한 여러 정비방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해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제도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신지식재산권을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과거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했던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특허청에서 상표법을 통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제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각각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등록을 하여주고 있는 지리적 표시 제도가 있다. 이는 지리적 표시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체계

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각 제도별로 보호목적, 내용, 방법, 효과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독자적인 존재의의

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서로 양립 가능한 상호 보완적 제도로서 공존시키고 있으나,159) 적용되는 관련법규를 살

펴본다면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사후관리 체계가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 

제도의 운영은 그 관할 부처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통합적인 조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미 및 한-EU FTA체결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국내 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지리

적 표시와 같은 신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권리화하고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즉,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의 심사 및 등록체계 등의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법적 ‧ 제도적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증명표장제도의 도입과 농 ‧ 수산물품

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제적 지리적 표시의 측면보다 상표법에 의한 재산권적 측면으로의 지리적 표시 제도

의 통합을 통하여160)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있어 그 출원인 적격을 정부나 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과 상표법과 농‧수산

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제도의 통합에 있어서 그 등록품목이 많지 않음에 따른 양 제도 통합의 효율성 문

제는 지리적 표시의 개선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59) 송석언, 앞의 논문, 230면; 정태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관계”, ｢창작과권리｣ 통권40호, 2005, 41면.

160) 윤여강 ‧ 정태호, 앞의 논문,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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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1) 
- Export Promotion of Makgeolli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

▶▶▶ 장려상�박근우, 권영훈, 박정현(부산대학교)

제1장  서  론

Ⅰ. 연구 목적 및 범위

지리적 표시(GI : Geographical Indication)는 이미 국제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각 국가별 관련 보호

제도를 마련해두었지만 지리적 표시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1989년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로 인해 한 건의 국제출원만으로 가입국 전체로부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

다. 국내의 지리적 표시를 받을 경우, 수출 시에도 ‘상표권’이라는 법적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제도가 미비할 경우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는 국내에서 보호받는 반면, 국내 지리적 표시는 상대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고찰은 국제시장에서의 자국 통상무역이 보호받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지리적 표시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와인과 증

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만이 아니라 더 높고 강화된 다른 제품들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

고 있다.2) 차후 지리적 표시를 통한 자국 제품의 보호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은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국제통상 환경의 기조와 함께 더욱 부각된다. 

칠레와의 FTA 협상 간에도 2002년 10월 25일 협상타결까지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해 한․칠레간 협상결렬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국내의 경우 지리적 표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반해 1차산업 중심인 칠레의 경우 지리적 

표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입장의 차이가 극명했다.3) 또한, 한․EU FTA를 살펴보면, 2년간의 장기적 협상기간 

중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부분이었다. 논의의 결과, 우리나라가 64개의 지리적 표시가 

1) 특허청 주최 �제5회 IP논문경진대회� 제출 논문.

2) WTO, “Annual Report 2010”, p.22.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possible extension to other products of the ‘higher’ or ‘enhanced’ level of protection that is 

currently only required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참조. 

3) 김병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6. p.2(원문 : 정인교, “한 ․ 칠

레 FT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구원,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2003.3.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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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부터 인정받으며, EU의 162개의 지리적 표시가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다.4) 국내 지리적 표시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차후에도 FTA 협상시 지리적 표시는 필수적인 협의사항으로서 국내의 바게닝 칩(Bargaining 

Chip)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특히 주류 산업에 한정하여 지리적 표시와 연관

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차후 한국 막걸리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 2장에서

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연구한 바 있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국내 지리적 표시

에 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주류산업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한 비교분석론적 관점에서 주류산업에서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걸리 시장’을 선택시장으로 하여 현황과 수출산업화 방안에 대해 논해본다. 제 4

장에서는 지리적 표시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 결론에서 주요 내용을 요

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법률과 국내 법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문언을 통하여 그 개념의 명확화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는 조정은(2008)에서 보듯이 일반소비자가 지리적 표시제의 상품을 구

입하지 않는 이유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 홍보 및 교육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지리적 표시의 국제 법률에 관한 연구는 백종례(2007), 이신규(2008), 권정민

(2009), 김민국(2009) 등을 통하여 이미 깊이 논의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으며, 국내 법률에 

관한 연구는 김병규(2006), 최정태(2008), 이영주(2009)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와 관련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제하고 가장 큰 줄기인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농림수산부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않아본다. 희망자

(Register)의 출원인 자격에서부터 출원신청 및 허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국내 지리적 표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리적 표시는 과거부터 주류산업에서 커다란 영향5)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의 막걸리 시장

이 차후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현황과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버드와이저(Budweiser) 사례’를 살펴보고, 막걸리 시장현황은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하여 막걸리 시장의 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4) 농림수산부 발표사항

5) TRIPs의 지리적 표시제는 샴페인, 꼬냑 등 와인 및 증류주 관련하여 EU와 미국의 상표권 분쟁이 여러 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 국제적 제도가 생겨났다. 현재도 주류 관련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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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리적 표시의 일반적 고찰

Ⅰ. 지리적 표시의 의의 및 특성

1. 지리적 표시의 의의

지리적 표시란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규정을 보면 ‘특정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성을 주는 지역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인지하기 위하여 지역명(또는 지역과 관련된 다른 

명사나 기호)이 사용된다.6)’를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

다.7) 지리적 표시는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반

수요자에게 품질의 오인과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8) 이를 통하여 생산자

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수요자는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산업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2. 지리적 표시의 특징

첫째,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이 우선한다. TRIPs 규정 및 파리협약 등에 따르더라도 지리적 표시는 자국

의 국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국내법이 제도적으로 미비할 경우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9) 또한, 

국제법상 지리적 표시의 요건인 특징(Characteristics)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에 의거하여야 하

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잘 정비된 국내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요

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고, 부정경쟁행위시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관련 상표의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중에도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 EU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제도

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하여 포도주 및 증류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 관련 품목이 보호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막걸리 등 다양한 품목들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현재 WTO에서

도 보호품목의 확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0) 

6) WTO, 전게서, p21 참조. TRIPs Art.22.1.참조

These are place names (or sometimes other terms or sign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products as originating 

from a location which gives them particular qualities,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7) 조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농산물 및 가공품을 중심으로”, 2008. p.11

8) 김민국, “WTO 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TRIPs 협정상 상표 및 지리적 표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 2009, 

p.20

9) TRIPs 24조 9항에 따라 자국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그 보호가 중단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0) 2010 WTO Annual Report 참조.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381

Ⅱ. 국제법상 지리적 표시

1. 지리적 표시에 관한 TRIPs 성립이전 국제협약

19세기까지도 국제무역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고려되지 않았다. 1883년

에 이르러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11)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1891년 ‘허위 ‧ 기만적 출처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for the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12), 

1958년의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13)으로 점차 보호수준이 강화14)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과거에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15)가 각 협정의 미비점에 관한 회원

국간 협의를 통한 개정을 해왔으나 그 한계성을 인식하고 다자간의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그 성과를 이루게 된다.

2. WTO /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지리적 표시는 WTO에서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받게 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TRIPs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각 조항별 간략한 설명과 현재 논쟁이 되는 부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2조는 지리적표시의 의의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23조는 추가적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24조는 지리적표시의 추후협상 및 보호의 

예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16)

1) TRIPs Agreement Article 22.

TRIPs 협정상 상품의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다른 특성(Other Characteristic)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근원할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고 있다.17)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스위스, 페루 등의 나라에서는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

11)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에 대해 정의는 없지만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Article 1.2항, 2조,3조 참조)

12) 지리적표시의 개념을 ‘상품의 출처국 또는 출처지(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으로 표현하며,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 

명칭 혹은 출처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Article 3조)

13) 일단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면 회원국에서는 일반 명칭화 되지 않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보호대상이 포도주의 지리

적 표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라 회원국가 적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2009.8월 기준, 가입국은 25개국)

14) 조정은, 전게서, p.12.

15) 1967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UN산하 전문기구이다.

16) 박현경, “지리적표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p.30.

17) TRIPs Ar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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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WTO는 품질, 명성, 다른 특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각 국가별 해석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들이 지리적인 요소와의 본질적인(Essentially) 근원에 비롯되어야 한다.19)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20) 명문화된 국내법 없이는 지리적 표시

를 통한 상표권 보호는 22조 2항에 따라서만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리적 표시 관련 국내법의 제도정비가 

중요하다.

2) TRIPs Agreement Article 23.

해당 조항은 협상 당시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21) 등의 국가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치열하여, 결국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포도주와 증류주에 한하

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여,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보다 보호수준을 강화시키기로 하였

다.22)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적 보호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지역

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23)하며 다른 품목에 

비해 강력한 제재24)를 가하며 동음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25)과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

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26)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3) TRIPs Agreement Article 24.

1항에서 3항까지는 지리적 표시 보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기회 마련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4항에서 8항까지는 지리적 표시의 예외조항으로서 선의의 사용자27)와 관용 명칭화 된 것28)에 관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가 제한된다.

18) 김민국, 전게서, p.80.

19) TRIPs Art. 22.1.

20) 제22조2항에 따라 파리협약 제10조2항의 불공정 거래행위(혼동행위, 영업비방, 허위광고)이외에는 3항에 따라 명문화된 국내법을 통한 

보호를 취하고 있다.

21) 미국의 경우, EU에 살던 보르도 지역민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르도 지역민들이 모여 전통방식에 따라 포도를 기르고 포도주를 만들었

다. 이러한 경우, 지리적 표시가 강화될 경우 미국내 보르도 지역민은 ‘보르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전통성을 잃고 자괴감

에 빠질 수도 있었다. 

22) 김민국, 동게서, p.84

23) TRIPs Art. 23.1.

24) TRIPs 23조 2항에 따라 22조 3항의 경우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가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요인(a requirement for the 

consumers to be misled)이 있어야 하나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이러한 요건 없이도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25) TRIPs 23조 3항에 따라 동음의 경우, 각각 보호되어야 하지만 혼동이 있을 경우 실제적인 방법(practical conditions)를 의무화하고 있다.

26) 김민국, 동게서, p.87 참조.

TRIPs 23조 4항에 따라 다자 통보 및 등록 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EC,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찬성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에 있어서도 유럽 국가들은 의무적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27) TRIPs Art.24.4.

28) TRIPs Art.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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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

1. 특허청의 ‘단체표장제도’

1) 의의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한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29) 라고 정의하여 지리적 표시가 단순한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30) 단체표장으로서 등록하려면 지리적 표시의 실체적 해당요건을 갖추고 주체적 요

건과 절차적 요건에 따라 출원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을 수 있다.

2) 등록을 위한 요건

(1) 실체적 해당요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은 지리적 표시의 해당요건31)에 해당하며, 지리적 표시

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

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등의 연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등을 통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이 되는지,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32)

(2) 주체적 요건

상표법상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일반적인 단체표장

과는 달리 “증명 또는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한한다.33) 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주도적으로 할 단체를 정하거나 설립하고, 

29) 상표법 제2조 1항 3의 2호.

30) 이영주,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 법학대학원, 2008. p.119.(원문 : 특허청(200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심

사메뉴얼”, p.4.)

31) 특허청(200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길라잡이-유명 지역특산품을 상표권으로 보호하자!-”, pp12~13 참조.

① 상품이어야 한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농산품 ․ 수산품 ․ 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된다. 단, 서비스

업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여야 한다. 상품이 생산․제조 및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의미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

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 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

성 등이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중의 하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 제조 및 가공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③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및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및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한다. 상품의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지리적 원산지와 본질

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한다.

32) 특허청(2005), 동게서. p.12.

33) 상표법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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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단체원들의 가입자격, 가입범위, 가입조건 등을 정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에 관한 법인의 

정관34)을 마련35)하게 함으로서 단체표장을 관리할 법인을 갖추도록 한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상호, 도메인 등과 달리 사적 절대적 재산권이 아니라 공유적 성격이 강한 지역재산

권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동 지역의 주민)까지 보호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하는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정당한 단체표장 사용자의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하도록 함36)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공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공유권 보호를 지키고 있는 법인만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자와 소속

단체원의 관계에서 단체표장권자는 제3자가 부당하게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

다.37) 이러한 침해경우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에 따르게 된다.

(3) 절차적 요건

출원인 적격을 가진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와 해당요건에 합치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38)를 첨부

34) 특허청(2005), 전게서 pp.23~23.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 기재사항]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6.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7.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8.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 관리방안  

35) 특허청(2005), 동게서 pp.13~14.

36) 상표법 제 23조 1항 5호

37) 이영주, 전게서, p.122.

38) 특허청(2005), 동게서, pp.16~1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서류]

1. 필수적 제출서류

 ㅇ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o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

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

(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

(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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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된다. 

특허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되면 출원순서에 따라 약 6개월에 거쳐 등록여부를 심사하게 된

다.39)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거절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되며, 출원공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 누구나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나 증거 등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

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 결정합니다.40)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41)

만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대상품목이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농

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2) 관련부

처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단체표장의 출원공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심사기간

이 장기화되므로 출원 예비심사에서 진행토록 하고 있다.43)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으로서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

점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44)

지리적 표시는 통상적인 상표권과는 보호범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통상 상표권의 경우, 침해행위

가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상품까지 포함되는 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유사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한 경우

로 제한한다.45) 즉, 유사상표를 동일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 시에는 지리적 단체표장권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46)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하여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47)

 2. 임의적 제출서류 

  o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 제조 ․ 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

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39) 이영주, 전게서, p.123.

40) 특허청(2005), 전게서, p.15.

41) 상표법 제25조.

42) 상표법 제22조2의 3항.

43) 특허청(2007), 전게서, p.11.

44) 상표법 제50조.

45) 상표법 제66조 1항.

46) 상표법 제66조 2항.

47) 상표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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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수산부의 ‘품질인증제도’

1) 의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

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

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48) 

2) 등록을 위한 요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

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로 한정하며, 단,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9)

대상품목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

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것으로 제한한다.50) 그 중 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②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

며 ③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④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며 ⑤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51) 대상품목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EU의 지리적 표시의 이사회 규칙과 유

사하다.52)

또한 상표법에서의 지리적 표시와 같이 농림부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하기 전에 ‘상표법’상의 상표와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53)

3) 등록절차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

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부적격사유가 있다

면 이를 통지하고, 이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을 공고토록 한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 이의신청의 정당한 사유

가 없거나 해당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의 대상별로 관리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48)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9호.

4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인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50)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7호.

51) 이영주, 전게서, p.146.

52) EU의 지리적 표시의 이사회 규칙상 보호대상은 농산물 및 식료품에 제한한다.

5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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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비교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부의 “품질인증제도”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이중적인 운영

을 통하여 상호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자격, 등록절차, 심의기관, 등록요건, 등록효과, 침해행위, 권리구제 역시 

그리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등록효과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지만, 단체표장상에서 연장신청만 한다면 그 기한

은 반영구적이다. 단, 등록대상과 사후관리에 관하여서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한 수공예품이나 타 물품들의 등록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Product)

이라면 가능하다. 단, 서비스(Service)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등록한 법인

이 정관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그러한 부분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품질관리 측면

에 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등록이후 해당 상품의 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품질인증제도”는 

관련 기관으로 직권을 넘겨줌으로서 명문화된 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구  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품질인증제도

법률근거 상표법(2004년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도입)

신청자격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업으로 생산․제조 또는 가

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특정 지역안에서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을 생산․가공하는 생산

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

등록대상 모든 상품 농산물 및 가공품

심의기관 심사관 1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

등록절차
신청→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 및 현장조사→신청공고→(이

의신청→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등록공고

출원→심사관 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심사관 심사)→등

록공고

등록요건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성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대상 지역의 정의

∙단체의 특성

∙품목의 우수성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품목의 우수성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한 것

등록효과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가능

∙ 10년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가능

∙항구적

침해행위
∙유사상표 사용,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위조․모조용구제작․교

부․판매, 유사상표양도․인도위한 소지(법 제66조 제2항)

∙허위표시 금지(법9조) 규정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

를 하는 행위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을 혼합하여 판

매, 판매목적의 보관, 진열행위

권리구제

∙민사적 구제(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형사적 구제(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구제(국가에 의한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

∙형사적 구제(허위표시, 유사표시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

사후관리
∙규정 없음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무효․취소 소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사후관리 명문화

∙지리적 표시등록의 직권취소 관리

<표-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품질인증제도의 비교

출처 : 이신규54)

54) 이신규, “무역 및 관세 원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1호, 2008. pp.78~79.(원문 : 김한호, 한

․ EU FTA의 예상쟁점 : 지리적표시제, GS&J 인스티튜트, 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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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문제점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품질인증제도’만으로는 농수산물 및 식료품에 한정되는 대상품목의 한계

성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55) TRIPs 협정상 농수산물 및 식료품에 한정되지 않은 광범위한 지리적 표시

의 활용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제품은 농수산물보다는 수공예품 쪽

에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의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서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관리가 필요56)함에 따라 양 

제도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각각의 지위나 권리를 획득하거나, 각각의 방법에 따른 보호 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때 두 법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제도가 존재함으로서 신

청자 입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이중적인 부담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57) 뿐만 

아니라 출원인 적격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만이 아닌 사후관리에 관한 논의를 잊어서는 안된다. 사

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등록상품의 차별성이 없다면 생산자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등록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Ⅳ. 소결

“지리적 표시”는 상품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활성화에 큰 몫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살펴보면 출원신청에서 등록까

지 평균적으로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58) 또한 서류 준비를 위한 비용이 상당하다. “지리적 표시”의 활성화

를 위하여서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제기관의 필요성이 있다.

국제법상 “지리적 표시”는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EU는 이를 통하여 ‘샴페

인’, ‘꼬낙’, ‘보르도’ 등에 대한 상표를 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FTA 협상 시에도 협상카드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국내법을 살펴보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TRIPs 협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품질인증제도”는 EU의 “지리적 표시”와 유사하다. 하지만 대상품목을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품

질인증제도”만으로는 국내 지리적 표시 활성화의 한계성이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대상품목에 대한 제

한이 없으므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제도를 통한 이중적인 보호의 취지는 좋으나 이에 대한 운

용이나 해석에 관하여서 재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55) 이지숙,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 충남대학교원, 2008. p.80 참조.

56) 최성우,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지식재산연구센터 보고서(2001-3)�pp.85~86.

57) 이지숙, 동게서, p.80.

58) “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최소4개월에서 최장 13개월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7~8개월이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최소 7개월에서 최장 33개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18개월이 소요된다. 양 제도를 다시 평균화한 수치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389

제3장  막걸리산업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

I. 개요

지리적 표시가 논의된 출발점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있다. 주류산업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는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은 102건으로 그중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것은 진

도 홍주 단 한 건뿐이다.59) 이 수치는 지리적 표시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EU는 현재 5000여건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품 중 4200여건으로 약 84%를 차지하는 것6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일본 역시 상표

법상 지역단체상표에 의하여 2009년 5월 사케를 포함하여 895건이 출원신청하여 428건이 등록되었다. 따라서 

막걸리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려 한다. 특히, 지역별로 주류를 만드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물․

재료 등의 차이가 있어 그 맛이 다르다.61) 국내에 지역막걸리가 3,066개 생산되고 있다.62) 

과거에 막걸리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통의 문제로 인하여 세계화에 한계가 있었다.63) 하지만 최근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시장규모를 늘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막걸리 산업의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에 대

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08년 포천막걸리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등록인이 한국인으

로 일본의 포천막걸리의 상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므로 국내 ‘포천’과의 상표권 분쟁 의지가 없음을 표명

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해당사례와 같이 막걸리 시장이 점점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해

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지리적 표시를 통한 각 지역별 막걸리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

류산업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함을 알아보고,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막걸리 시장

의 위치를 알아보며, 막걸리 시장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Ⅱ. 버드와이저 분쟁사례

1. 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인 “버드와이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표분쟁에 휘말려 있다. 미국의 

“앤호이저부시社 버드와이저(Budweiser)” 상표와 체코 부드바이스(Budweise) 양조장에서 만들어지는 “부데요

비츠키 부드바르(BuděovickýBudvar)社 버드와이저(Budweiser)” 간의 상표권 분쟁이다. 1878년 앤호이저부시

59) 농림수산부,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 �지식재산연구센터 보고서(2001-3)� pp.85~86.

60) 고용부,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제도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권 제3호(2007.9)�, p.176

61) 이동숙, “지역별 막걸리 성분분석”,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8. pp.22~30. 참조.

지역별 막걸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Acid, Alcohol, Aldehyde, Esters, Hydrocarbons, ketons 6가지 성분이 지역별로 다르게 측정

되었다. 그러므로 그 맛 또한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

62) 국세청 보도자료, 2.2, 2010.

63) 막걸리를 이동하는 기간 동안 발효되어 제 맛을 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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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하였다. 

두 회사는 1900년대 초에 동일한 철자(Budweiser)의 맥주를 생산하는 것을 알았지만 1911년 당시 다른 대

륙간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핸오지어부시社는 북미지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하고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社는 

유럽지역에서 맥주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대륙간 수출입이 원활해지며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 분쟁이 발발한다. 2007년 기준 두 회사간의 86건의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다.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社

가 69번, 앤호이저부시社가 12번 승소하였으며 5번의 무승부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40여건의 소송이 세계 각국

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체코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 EU의 농산품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2081/92(이하 ‘이사회 규정’이라 함)에 대해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서 EU에서는 각국 법원에서 판단하라고 하여 

혼란은 가중된다. 즉, 기존 등록 상표(Prior Trademark)와 지리적 표시 간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다.

2. EC - 지리적 표시 분쟁(DS174, 2005.4.20.)

본 패널 판결 내용은 내국민 차별대우, 절차상의 위반, 규제 위원회, 검증 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사

회 규정을 살펴보았으나 그 중 지리적 표시와 기존 등록 상표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판결에 따르면 EC 이사회 규정상 14조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하려는 신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

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동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먼저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이후 상표보다 우선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14조2항에 의거하여 지리적 표시의 권리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재로 인해 일정 부분 침해된다 하더라도 동 기등록 상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WTO는 TRIPs협정 16조1항에 따라 등록 상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Sign)의 사용

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므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지의 지

리적 표시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64) 즉, 14조2항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사회 규정 14조3항에 따른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등록 상표가 있을 경우 

원산지 표시(Designation of origin)이나 지리적 표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은 옳은 것으로 본다.65) 이러한 

등록을 허가한다면 상품의 정체성(Identity of Product)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Mislead)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리적 표시의 등록은 거절토록 한다.66) 이러한 경우 14조1항과 달리 지리적 표시에 우선(Prevail)

하는 것으로 보았다.67) 버드와이저 사례에 관하여 패널은 체코의 지리적 표시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맥주 상

표 ‘Budweiser'와 동일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반박하지 못하

였다고 하여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체코의 지리적 표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64) EC-Trademarks/GIs(Australia, US) Panel Report, supra note 3, para. 7.599.

65) Id, para. 7.533.

66) Id, para. 7.534.

67) EC-Trademarks/GIs(Australia, US) Panel Report, supra note 3, para. 7.534.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391

WTO 패널은 TRIPs 협정 16조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와 기존 등록 상표간의 공존이 위반이지만 17조에 따라 정

당화 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공존이 TRIPs 규정상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68)

본 사례를 통해 상표와 지리적 표시가 공존하고 있는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제도 역시 인정받을 수 있다. 

허나 본 사례처럼 지리적 표시를 통한 상표권으로의 보호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막걸리 역시 차후에 

수출산업화 되었을 경우 상표권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

Ⅲ. 막걸리산업 경쟁력분석

1. 막걸리 재조명의 필요성

막걸리는 발효식품으로 과거에는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살균 처리를 한 막걸리의 경우 1년 정도

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생막걸리 역시 농림식품부에서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기술 개

발에 돌입하여 누룩의 발효 속도를 늦추거나 비가열 살균 처리를 할 경우, 유통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69) 현재 국순당에서는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해외 수출사업

에 매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해외로 막걸리 수출산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의 변화에 따라 막걸리산업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2. 막걸리산업 경쟁력분석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막걸리 출고량은 2008년 176천㎘보다 무려 47.8% 늘어난 261천㎘를 기록

하였으며, 19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소비량은 9.19병70)으로 나타났다. <그림-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년간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에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0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44천㎘ 보

다 2배 이상이 늘어난 90천㎘가 소비되었다.71)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류 수출시장 규모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막걸리 수출 시장의 규모

는 1년 동안 35.7% 증가하면서 주류수출시장 증가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막걸리 수출량의 규모는 최근 5년

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기준 막걸리 수출량은 3,028ℓ에서 2009년에는 7,404ℓ으로 최근 5년간 2

배가 넘게 성장하였고, 현재 막걸리 주요 수출국으로는 <그림-3>과 같다. 

특히, 일본시장에서의 막걸리산업의 수출약진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한류의 영향과 함

께 한국음식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중 막걸리는 일본 소비자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라고 인식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다.72) 한국산 막걸리는 한국 업체의 진출과 주류 면허를 소지한 수입상사

68) Id, paras. 7.625-626

69) 연합뉴스, 3.1, 2010. “생막걸리 유통기간 연장기술 개발키로”

70) 750㎖기준, ’08년 6.27병

71) 국세청 보도자료 6.30, 2010.

72)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2010.2.12 제1125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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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입 유통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8.8%의 수출(653㎘)과 중국, 호주 등 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 막걸리를 브랜드화 전략을 

통한 개발과 품질 개선과 함께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탁주 출고량 추이 <그림-3> 막걸리 주요 수출국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Ⅳ.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

막걸리는 찹쌀 ․멥쌀 ․ 보리 ․밀가루 등을 쪄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술로서 지리적 표시

를 통해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 와인의 경우,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이지만 전통적으로 포도를 길러 온 

EU의 와인에 대한 보호체계와 찹쌀․보리 등을 키워왔던 한국의 막걸리에 대한 보호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과는 현재로 이어져 와인은 세계적인 주류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막걸리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한국 역시 막걸리산업을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산업화해야 한다. 한국의 막걸리 

시장은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막걸리의 경우, 지역명이 붙어있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를 통하

여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명은 현행법상 상표권을 인정받

을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걸리산업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3000여개 이상의 지역막걸리가 통상의 상표권 등록은 하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제도를 통한 상표권 

등록의 실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10년 10월 ‘포천막걸리’만이 단체표장에 등록된 상황이다.

막걸리산업은 수출산업화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반해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다소 미비하다. 

이태리의 ‘와인 등급체계’나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에 관하여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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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인과 사케의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별 전통주에 대한 보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막걸리산업

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로서 경쟁력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는 아직 활성화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막걸리산업은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전

체적인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활성화와 함께 막걸리산업에 특정하여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장  대응전략

Ⅰ. 문제점

1. 이원화관리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국내법 중 가장 큰 줄기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수산부의 “품질인

증제도”이다. “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 ․ 보호

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여 ‘품질’과 ‘지역특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이를 보완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 이외의 지리적 표시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자 한다. 최초 보호 대상 품목이나 입법 취지가 확연하게 다른 두 법률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10년 이

상 정부기관 및 학계 등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수차례에 법률 개정을 걸쳐 현재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73)74) 오히려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목적과 대상품목을 제외한 효력이나 구제제도 등 

대부분이 유사하다.75) 예전과 달리 지리적 표시 침해에 대비하여 이중등록을 통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제도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

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출원인 적격의 문제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출원인은 법인으로 제한한다. EU의 경우 출원인 자격을 단체(Group)으

로 법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없다. 민법상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등록을 위하여 허가주의76)

를 따르므로 등록을 위한 요건이 따른다.77) 법인의 구성을 위해서 정관 작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법인 구

성을 위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73) 상호간의 선원주의에 따라 출원신청되면 다른 측에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74) 이지숙, 전게서, p.80.

75) “품질인증제도”의 경우, 과거에는 지적재산권보다는 품질인증의 측면이 강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농산물품질관리법 9조를 통해 “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같이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 또한,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양 제도 모두 상표법을 준용토록하고 있다.

76) 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7) 민법 31조-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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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청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명성, 품질과 지리적 연관성 등

의 증명과 같은 어려운 작업을 하기 보다는, 지명이 포함된 일반 상표로서의 출원을 우회수단으로 활용하여 상

표권을 취득하고 있다.78) 결국 출원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지리적 표시의 의도 자체를 몰각시킬 수도 있다.

3. 등록자의 부담가중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자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신청 서류의 준비절차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신청을 위하여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인 연관성, 대상지역은 어디까지이며 역사적으로 해당 상품의 품질 ․ 명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을 위

해서는 과학적 ․ 역사적으로 상품의 품질 ․ 명성을 증명하고, 그 품질기준과 대상지역을 확실히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 농민들에게 이러한 근거 자료구비 및 준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며 그 능력과 환경에 대한 한계성

이 있음이 밝혀졌다.79)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원화된 제도에 따라 신청인은 혼란과 부담을 받게 된다. 두 제도의 제출서류는 

유사하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출원인이 적격한지에 대한 서류를, “품질인증제도”는 생산계획서를 추가

하여야 한다. 농산물 및 가공품 이외의 경우는 “품질인증제도”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농산

물 및 가공품의 경우, 어떠한 양식에 맞추어서 준비해야할 지 신청인에게 혼란은 주고 있다. 혹은 양 제도를 다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원화에 따른 혼란은 소비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4. 보호품목의 확대

WTO내에서 EU는 포도주와 증류주 뿐만 아니라 모든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80) 국내 제도를 살

펴보면, 추가적 보호품목 확대에 대한 대비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하여 상품이라면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품목의 수는 102개(2010.6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품목의 국제적 확대를 통하여 국내 지리적 표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호품목의 확대에 관

하여서는 다자주의적 입장과 양자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WTO내에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문제

화 되었고81), 다가오는 한 ․ 중, 한 ․ 일 FTA에 대비하여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78) 특허청(2007),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pp.181~182.

79) 백종례,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 지리적표시를 중심으로”, p.69.

80) 이영주, 전게서, p.177.

81) 한 ․ EU FTA, 한 ․ 칠레 FTA에서 이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협상간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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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U 제안 미 ․캐 ․호주 등의 공동 제안

추가보호의 

필요성

- 포도주와 증류주만 우대할 근거가 없음

- 개도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임

- 포도주와 증류주의 보호는 UR타협의 산물임

- 개도국의 특별한 이해가 없음

법적 차이
- 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 전 품목의 보호 시에는 법적 안정성이 있음

- TRIPs 협정 22에 따른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외적인 소송이나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영  향

-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글로벌한 

마케팅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지리적 표시에 

대한 신뢰를 제공

- 확대된 지리적 표시의 집행과정에서 비용이 생산자와 소

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 지리적 표시의 생산자 격감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감소

출처 : 이영주82)

<표-2> 보호대상의 확대에 대한 제안의 요지

Ⅱ. 대응방안

1. 대내적 대응방안

1) 일원화 관리

문제는 일원화 관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지리적 표시를 담당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허등

록은 특허청에서 하되 관리 및 통제는 농림수산부와 다른 산하 기관에서 하는 방안이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상품목을 살펴보았을 때, 농림수산부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정하여 출

원이 가능하므로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국제법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뿐만 아니라 다른 상

품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이 포괄적인 특허청에서 등록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지리적 표시 관련 권리침해에 대한 법규는 상표법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5의 2항에

서 볼 수 있듯이 침해행위시 상표법을 준용한다. 상표법의 경우, 핵심기관은 특허청에서 맡고 있다. 상표법의 

준용이 관련된 구제제도 역시 농림수산부보다 특허청에서 맡음이 옳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서 품질관리의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만으

로는 농수산물 품질의 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83) 이러한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다. 차후 

수공예품관련 지리적 표시 담당기관 역시 둘 필요성이 있다. EU의 경우, 해당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통

제기구를 설치 ․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아닌 관련 생산자들이 부담한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등

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산자들도 확실히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

내 역시 등록만을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한다. 일원화 방안을 통

하여 농림수산부는 등록심사를 위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오히려 사후관리 측면에만 집중화 할 수 있으므로 효율

82) 이영주, 전게서, p.177.

83)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특허청은 품질관리보다는 출원인에 관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이는 관련 품질에 대한 판단을 특허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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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즉,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특허청에서는 출원신청 및 심사를 주

관하며, 이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지원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활성화에 관하여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농림

수산부는 특허청을 통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관리 ․ 통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원화 관리를 통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의 혼란과 부담의 탈피, ② 소비자의 혼란 방

지, ③ 두 부서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간소화, ④ 사후관리를 통한 등록상품의 차별성을 부여 할 수 있다.

2) 홍보의 활성화

<표-3>에서 보듯이 지리적 표시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고

려해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 사이의 차이점 역시 잘 알지 못한다.84) 이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생산자에 대한 홍보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 표시 관련 홍보활동은 미비하다. 향토 문화 축제를 통한 홍보나 공익 광고, 관

련 공모전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해당 상품의 

유사 상품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유기농 제품”의 경우, 환경 친화적 제조를 강조하여 유사 상품과 차별성

을 가지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지리적 표시 역시 높은 수준의 관리 · 통제를 통하여 그 품질성이 확실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제도가 많이 알려져서 등록을 위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성을 

상품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등록자의 입장에서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충분한 차별성을 등록자가 느낄 수 없다면, 지리적 표시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항목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

관련기관의 

협력 미흡
홍보부족

복잡한 등록절차 및 

비용
계

소비자 75.4% 7.2% 13.0% 4.3% 100%

생산자 22.2% 17.8% 17.8% 42.2% 100%

지자체 51.6% 9.7% 9.7% 29.0% 100%

출처 : 조정은85)

<표-3> 지리적 표시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3) 막걸리 산업에 관한 특별개정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막걸리의 경우, EU의 포도주만큼이나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가 절실한 품

목이다. 현재 포천막걸리만이 단체표장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막걸리들은 출원신청조차 

84) 조정은, 전게서, p.76.

85) 조정은, 동게서,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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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까다로운 심사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비용과 절차 때문이다. 

막걸리에 관하여서는 EU의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청

은 각 지방막걸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도

록 2009년부터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 산성막걸리’, ‘제주 쌀막걸리’ 

등 다양한 지역막걸리들은 상표권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접

적으로 지역 막걸리에 한하여 절차의 간소화나 정부의 비용적인 지원 등은 지역 막걸리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결국 특별 개정을 통한 막걸리산업의 지리적 표시 보호는 차후 세계 주류시장에서 한국의 막걸리가 높은 

브랜드 가치를 점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지역 막걸리 앞에 ‘한국’이나 ‘Korea’와 같은 국가를 의미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막걸리산업이 수출

산업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한국 막걸리’라는 깃발 아래 다양한 지역 막걸리가 수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 지역 막걸리간의 경쟁만 치열해져서 아직 해외 시장 진출단계에 있는 막걸리산업의 경쟁력

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대외적 대응방안

1) 다자주의적 입장

다자주의적 측면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호대상 확대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강력한 보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및 증류주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수공예품이나 전통음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바탕으로 해

외로 교역 활성화를 통한 실리가 크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포럼 개최를 통하여 관련 개념의 명확화와 

절차적 ․실체적인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에서 EU

의 보호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태국 등과 보조를 함께하며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지리적 표시 관련 인재 발굴․양성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 양자협의간 입장

현재 한국의 FTA는 활성화 되고 있다.86) 특히 중국은 FTA가 성사될 경우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87) 

중국과의 FTA 협상시 지적 재산권 관련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적 재산권 위반사례가 자주 발

생하므로 관련 보호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 없이는 한국의 경

쟁력은 전무하다.88) 하지만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높은 품질․명성을 인정받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것만이 중국

과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효과적인 방책이라 생각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시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걸

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도국과의 FTA시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하나의 협상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

86) 발효 5건, 서명/협상 타결 2건, 협상중 8갠, 공동연구/여건조성 8건 진행중. 2010.7.30일 기준.

87) 수․출입 모두 교역 대상국 중 1위 국가로 국내 산업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88) 중국의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수배에서 수십배 차이가 나는 품목이 많다. 마늘 등의 경우, 반덤핑관세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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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은 WTO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질 높은 상품의 교역을 활성화하므

로 교역 수준의 질적 수준(Level)을 높이므로 국내산업 보호라는 오해에서 탈피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WTO의 2010년 Annual Report를 보며, TRIPs 협정 중 지리적 표시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 내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호대상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이 EU와의 FTA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어 국내법상의 다소의 문제점을 포착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차후 지적 재산권이 중요시되는 국제시대에 발맞추기 힘드리라 생각했다. 이에 대한 좀 더 신

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막걸리산업은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이 미비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WTO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각 국가별 규정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국제법의 경과추이를 살펴보고 현재 TRIPs상의 지리적 표시 규

정을 살펴본 결과, TRIPs 협정 22조에 따라 명문화된 국내법을 통해서만 국제적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림수산부의 “품질인증제도”라는 

두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양 제도가 현실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이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89) 큰 차이점으로 제도의 설립목적이나 대상품목이 달랐으나, 등록을 위한 서류나 등

록을 통한 효과 및 구제제도 역시 유사했다. 이중적인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에 대한 운용이나 해석상의 재검

이 필요하다. 

그리고 3장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걸리산업이 세계화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며, 버드와이

저 사례를 통해 발생한 “EC 지리적 표시 분쟁” 중 기존 등록상표와의 분쟁가능성을 짚어보며 막걸리산업에 대

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국내법과 막걸리 관련 대응방안으로서 4장

에서 국내법의 특허청을 중심으로 일원화 방안과 막걸리 관련 특별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원화 방

안은 특허청이 중심이지만 품질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농림수산부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

여 “지리적 표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막걸리 역시 EU의 포도주 및 증류주 관

련 법규처럼 확실한 보호체계를 통하여 막걸리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한국막걸리’라는 지

리적 표시 안에 지역 막걸리를 수출하고자 한다. 즉, ‘한국 부산 막걸리’, ‘한국 포천 막걸리’와 같이 ‘한국’이하

에 지역 막걸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

여 질적으로 향상된 무역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89) IP 우수논문 경진대회 워크샵 과정에서 충남대 육소영교수께서 양 제도가 유사하나 관련기관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여 통합화가 힘들

다는 사실을 시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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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1> 품질인증제도 절차

출처 :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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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기초이론이나 법제사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

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를 더욱 튼튼히 받쳐주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생

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 전체 체계 내에서 저작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도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비법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저작권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충돌을 어떠한 제도로,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그 기능적인 측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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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학문적인 성과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분야❚심사위원

계승균 교수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406

1. 프로필

현) 법무법인 정세 미국 변호사

TLBU 대학원 교수

미국 IIT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J.D.)

미국 UCLA 경영대학원 석사 (MBA)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2. 심사총평

 저작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예년에 비해 뛰어난 논문이 많았다. 특히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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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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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이 쌓여져 가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올해에는 논문발표자들의 세련된 발표가 

빛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쉽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였음에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창의적인 구성과 논의를 이끌어내는 팀들의 발표는 머릿속이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반면에 법률의 기본적인 논의와 기초되는 마인드를 소홀히 한 몇몇 논문들에 대하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아쉽게 탈락한 많은 응모자

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더불어 우리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의 주역은 바로 그대들이라는 점도 함께 전한다.

저작권분야❚심사위원

이동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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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2. 심사총평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산업재산권법 자체의 법해석을 논의한 것으로 부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문,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실용화방안을 다루는 논문 

등 다양한 영역과 방법론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출품작 모두가 학생들의 땀

과 노력이 스며든 역작이기는 하였지만,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의 본분상 어쩔 수 없이 수

상작 몇편만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선정된 논문들과 그러하지 못한 논문들 사이의 차이

는 매우 미미하였다. 굳이 수상작을 말하자면, 수상작들은 논문의 형식이라든가, 내용, 그리

고 시의성 및 치밀성 등에 약간의 탁월성을 보이는 작품들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

우수상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작품으로서 조선시대의 실학에서의 '실사구시'를 

21세기에서 재현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수작이었다. 앞으로도 산업재산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참신성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작품이 지

속적으로 공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권재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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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박사 

고려대학교 석사

현)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

현)한중지적재산권학회 부회장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교육과학기술부 대학기술지주회사 인가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본계획 TF(2010)

특허청 변리사시험위원(2010)

특허청 직무발명관련법 개정위원(2005)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장(2006-2007)

동국대 법정대학 학장(1996-1998)

2. 심사총평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사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아쉽다. 이는 학생으로서 공모전에 투입할 시간이 한

정되어 있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응모자들은 지식재산법과 제도

에 대한 기본실력을 쌓는데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기본법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찾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논문들에

서 보다 근본적인질문이 던져지지 않고 있다.

 공모전을 위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공부는 금물이다. 시사적인 주제도 좋지만보다 근본적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평소 끈기있게 학습할 것을 권한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김선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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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소속변호사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위원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송파구 행정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변리사 

2. 심사총평

 2010년 지식재산논문 공모전의 심사를 마치면서, 먼저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응모작의 수준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예년과 달리 

학부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을 나누어 논문공모와 심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지식재산 분

야에 대한 학부생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이는 올해 지식재산

논문 공모전의 또 다른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시의 적절하고 참신한 주

제를 선택하여 국내 자료는 물론 해외 자료까지 참고하면서 완성도 높은 논문을 제출해 주

었기에, 주옥 같은 여러 응모작 중에서 수상자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나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한-EU FTA의 체결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화학발명이나 의료방법발명, 

Bio 관련 발명에 관한 논문들이 주목을 끌었는데, 이러한 논문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좀더 깊이 있는 논의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

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상자는 물론이고 참여자 모두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하여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연구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문선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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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학과장

지식경제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2009.05- )

한국저작권법학회 감사 /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1, 2차) 위원

연세대, 경희대, 인하대 시간강사(2003.9-2005.2)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2000.2-2003.7)

2. 심사총평

 2010년 지식재산논문 공모전에 입상한 논문들은 전통지식, 광학이성질체, 의료방법, GM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지리적 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점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상기의 주제들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입상 논문들은 주제가 참신하고, 내용이 

독창적이며 논문의 체계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논문

은 필자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이전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 

또 다른 일부 논문은 너무 많은 내용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여 논점이 흐려진 부분이 있었다

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박영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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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Law School 법학박사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SaaS 코리아 부의장 

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  

국제거래법학회 출판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책임연구원(2003-2004)

2. 심사총평

 이번 논문공모전의 출품작들은 지난해에 비해 주제의 다양성과 시의성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안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기본계획상의 신지식재

산 분야에 대한 법학·경제학·통계학 등 다양한 접근법에 의한 분석과 논리전개가 매우 

흥미로워 논문을 심사하는 내내 즐거움을 탐닉했다고 본다. 논문공모전은 젊은이들에게 지

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발판이 된다

고 생각하며 향후 그 저변을 확대하여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산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손승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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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U.S.A. 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Department of Economics, Texas A&M University 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2. 심사총평

 논문공모전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듯합니다. 매년 

논문의 주제들이 다양해진다는 점은 분명 기쁘고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논문의 질적인 측면

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논리적이며 본인 스스로의 진지한 고민과 분석

이 담긴 창의적인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오준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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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부교수

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Washington Univ. in St. Louis(J.S.D.)

Washington Univ. in St. Louis(LL.M.)

Indiana Univ. at Bloomington(M.C.L.)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2. 심사총평

 이번 논문 공모전은 예년과 비교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여 증가와 그로 인한 실무

논문의 증가가 특기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논문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학부생들이 제출한 논문도 학부생들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학부생들이 제출

한 논문의 경우 주제가 상표에 많이 치우쳐 있고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이 많았다는 점

이 조금 아쉬웠다. 학생 논문 공모전답게 좀 더 참신한 주제에 대하여 다루었으면 좋지 않

았을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논문의 수준이 매우 높아 인상적이었으며 트위터에 관한 문제 

등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들을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관찰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육소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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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법학박사/런던대 QMW 컬리지 지식재산권 석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2000 - 2003) 

기술혁신연구(기술경영경제학회) 편집위원(2010)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정책협의회 민간위원(2007)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2000, 2004)  

2. 심사총평

 2차 심사에 올라온 논문에 대한 간단한 느낌을 소개하면 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의 주제면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시대의 과학정책”이 지식재산권을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문주제는 지식재산 논문공모전의 시

야를 넓히는데 공헌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학부생이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를 잡아서, 논문

의 완성도에서 미흡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했으나,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구

를 하기를 바란다.   

 논문의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기존 법학의 논리를 넘어서는 제안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예컨

대, “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검토”에서 민법과 형법을 연계시킨다든

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보호방안으로서 직무발명제도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와 같이 저작

권법과 특허법을 연계시키는 시도가 그 사례라고 하겠다. 두 논문 모두 학부생이라는 점에서, 오

히려 기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지적인 용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판단

된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글로벌 특허 소송과 기업 가치의 변동: 국내 IT 기업의 방어 소송을 중심으로”의 경우 경제적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접

근을 시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기존 본인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다

소 미흡했다고 하겠다.

 “의료방법 발명관련 특허법 개정방향”과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의 경우 논문의 논리

적 전개 면에서 우수했다고 보여진다. 후자의 경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면에서 좀 더 독창적

이었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한약의 세계화 방안”의 경우 주제가 시기적절하고 실용적이며, 논거를 제시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논문발표를 통해 응모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를 느꼈으며, 입상자 뿐만 

아니라 응모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는 좀 더 독창적이면서도, 논거가 단단한 논

문을 기대해 본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윤권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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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 회장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전 도쿄대학 대학원 객원교수

2. 심사총평

 IP우수논문공모전에 참여한 논문들이 매년 기대 이상으로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지

적재산권분야의 발전을 기대한다. 

 매년 IP논문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응모한 학생들이 지적재산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접

근보다는 최근 이슈가 된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다. 또 수상자

들이 매년 특정대학에 치중된 것을 보면 좀 더 여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야 한다고 본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윤선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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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미국 Massachusetts주 변호사 등록(2004)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등록(2005)

한국 산업기술정보원 KINITI(1989-1991)

한성국제 특허사무소(1992-1994)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2004-2006.2.)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2006.3.-2008.2.)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법률자문단 위원(2006-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법률자문관(2006- )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2008.3.)

대한변리사회 국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2008.3.-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8. 6 - )

대한상사중재원 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2009.1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문변리사(2009. 11. -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1988)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졸업(1990)

제29회 변리사시험 합격(1992)

단국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1998)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JD/MIP, 2001-2004) 

2. 심사총평

 2010 지식재산논문 공모전 심사에 오른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

재산 사안들을 시의 적절하게 주제로 분석한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

하여 입법론적인 고찰과 외국과의 비교법적인 접근도 시도되어 지식재산관련 연구가 다양

하게 접근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쟁

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참신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쉬운 점이 있었

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 연구 기반이 

더 폭넓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이은경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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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허법 교수

Frankin Pierce Law Center MIP & JD

특허청 심사관 및 심사과장

산업자원부 무역협력과 사무관

제2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한국 변리사 및 미국(뉴욕/메사추세츠) 변호사

2. 심사총평

 저는 올해로 3번째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의 외형적, 절차적 모습도 발전하고 

있고 논문의 내용적 수준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상당

수의 출품작들이 기존 정보를 단순히 정리하는데 그치고, 창의적인 주장이나 대안제시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하나의 세밀한 주제를 잡고 그것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논문보다는, 다소 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넓게 수집, 정리하는 논문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논문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고,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1편 정도는 

기존의 지재권법 교수가 쓰는 보통의 논문보다도 그 수준이 더(훨씬?) 높고, 그래서 저는 놀

라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내년의 더 좋은 논문이 벌써 기대됩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공모전에서의 공동연구자와 단독연구자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자가 3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 채점하는 것은 불합리함. 물론, 전리품

을 독차지하는 점에서는 1명이 유리하지만, 그 경제적인 측면을 배제하면, 1명과 3명은 공

평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됨. 그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1) 2명까지 허용하되, 

동점인 경우 2명 팀이 지는 것으로 하든지, (2) 모두 2인 1조로 참석하도록 강제하든지 등

의 방안이 있을 것임. 저는 2번째 방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상

금, 견학 등에 대하여도 그에 맞추어 다시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정차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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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현)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한동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상록 구성원변호사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2. 심사총평

 2010년 제5회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전에 대한 심사에 응하여, 대학생 응모논문 중 

총 11편을 대상으로 2차 논문심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1차 논문심사를 하였다. 심사대상결

과 산업재산권 분야 중 특허법 관련 논문(6) 중 3편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논문

(4) 중 2편을 그리고 저작권법 관련 논문(1) 중 1편을 2차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논문심사결과 선정된 6편 논문들은 기존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된 부분을 잘 소화하여 

그 내용적 충실도를 높힌 것으로서 본 논문공모의 주제와 잘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대학생

다운 신선한 관점을 지적하거나 실제로 관련산업분야에 응용하는데 시사점을 던져주는 논

문도 없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용이나 각주 및 

참고문헌 활용도 부분에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산업재산권분야❚심사위원

차상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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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식재산연구소(IIP)
박현우, 박근우

<그림1. 도서관>

1. 서론

산업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매김하고 있는 일본, 일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연구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본 지적재산연구소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듯이 

일본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2. 연혁과 운영 형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는 1989. 6. 12. 설립되어 세이코 다

케바시 교도 빌딩의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적재산에 관련한 

연구 및 스터디와 조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포

지엄을 개최하기도 하고 출판물을 발간하기도 하는 등 폭넓

은 활동을 자랑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국내외의 연구자는 물론 널리 일반인이 이

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도

서 1만권, 잡지 8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연구소는 연구소 소속된 직원은 일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도밖에 없고 거의 모든 연구

원이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파견 연구원일 정도로 외부 인력의 비율이 높다. 일반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들

은, 지적재산연구소에 파견되어 공동 연구와 스터디,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개인의 전문 지식도 습득하

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 소속의 연구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파견 연구원들의 급료는 모두 원래의 소속된 기업에서 지불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기업 내부의 사무에만 충

실할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교류함으로써 기업과 개인 연구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의 

긴 안목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3. 연구소의 연구 내용과 위상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일반 기업 소속의 파견 연구원들이지만, 각 기업에서 지정한 연구가 

아닌 일본 특허청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지정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각 연구원들이 자신의 소속된 기

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지적재산연구소가 최근에 연구한 연구 자료들도 접할 수 있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관한 연구와 생명공학에서의 특허법과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일본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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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입법자료와 법 개정과 폐지를 위한 자료

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국가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연구소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느낄 수 있었다.

4. 대외 교류

국가 기관이름 위치

대한민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센터

베이징
베이징대학 지식재산권 학교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워싱턴 DC

University of Washington, 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CASRIP) 
시애틀

독일
Max - Planck -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뮌헨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 

영국 Oxford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Centre 옥스포드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Center 타이페이

벨기에 CIR (Centr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브뤼셀

스웨덴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Industrial Manag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예테보리

스위스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취리히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Centre for Innovation Law and Policy 토론토

5. 질문 사항

� 연구원들끼리 인맥을 쌓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 파견된 연구원들 사이에 업무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대학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여 연구원들

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입법, 법률개정, 법률 폐지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기업에서 파견된 연구원들 간의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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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도 특허법과 경쟁법의 충돌이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까?

� 특허권의 남용에 대해 경쟁법적 측면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일본에도 한국의 논문공모전과 같은 대회가 있습니까?

� 일본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논문공모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학 분야 산업재산권에 대한 논문공모전은 

있습니다.

6. 마치며

오늘날 일본의 특허 시스템은 미국 특허 시스템, 유럽 특허 시스템과 함께 세계 3대 특허 시스템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산연구소 방문은 이러한 일본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지적재산

연구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현재 한국의 특허 시스템도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특허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

다 앞서 산업재산권의 틀을 확립하고 그 운용방법을 발전시킨 나라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현업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일본의 산업재산권관련 기관과 교류·소통하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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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文化庁)
원경주, 이상미

1. 개요

문화청은 일본의 행정 기관의 하나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중의 하나이다. 예술 창작 활동의 진흥, 

문화재 보호, 저작권 등의 보호, 공급 개선 보급, 국제 문화 교류 진흥, 종교에 대한 행정 사무 등을 소장한다. 

1950년 문화재보호위원회로 출발하여 1968년 문화청이 설치되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2. 연혁

• 1950년 8월 29일, 문화재 보호법 시행. 교육부의 외국으로 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설치. 

  - 사회 교육 기관의 문화재 보존과를 폐지. 

• 1966년 5월 1일, 교육부의 내부 부국으로 문화 방송국을 설치. 

  - 조사국을 폐지하고 조사국의 공급과, 종무(宗務)과, 국제 문화과와 사회 교육 기관의 예술과 저작권과와 통

합하여 설치. 

  - 조사국의 소관 사무 중 나머지는 내각 관방 (조사 통계 사무)와 대학 학술 기관(유학생 사무실)에 이관. 

• 1968년 6월 15일, 교육부의 외국으로 문화청를 설치. 

  - 문화국와 문화재 보호위원회를 통합. 

  - 사토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일률적으로 1 국을 삭감하는 조치가 단행되어 그 일환으로 실

시되었다. 

  - 다른 부처가 기관의 통폐합과 부에 하향 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논조도 보였다. 

• 1974년 6월 18일, 교육부의 내부 부국으로 학술 국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청 국제 문화과는 방송국에 이관. 

  - 대학 학술 기관과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사무국을 개편하고, 대학 기관과 학술 국제국 신설. 일본 유네

스코 국내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학술 국제국에 둔 유네스코 국제 부품이 뒤를 이었다. 

• 1998년 7월 1일, 저작권 과를 문화부에서 장관 관방에 이관하고, 장관 관방 심의관 (저작권 담당)를 설치. 

•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으로 문화청은 문부과학성의 외국된다. 

  - 문화재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에 눈을 돌린 시책을 추진하는 취지는 문화재 보호 부는 문화재 부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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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 예술 문화

• 예술제 

  - 주최 공연 

  - 협찬 공연 

  - 참가 공연 참가 작품 

∙ 놀이 부문 ∙ 음악 부문 ∙ 무용 부문 

∙ 연예 부문 ∙ TV 부문 ∙ 라디오 부문 

∙ 레코드 부문

•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 아트 부문 - 엔터테인먼트 부문 

  - 애니메이션 부문 - 만화 부문 

• 국민 문화제 

• 전국 고등학교 종합 문화제

• 일본 영화 영상 진흥 

  - 문화청 영화상 

∙ 문화 기록 영화 부문 ∙ 영화 공로 부문 

  - 문화청 영화 주간(東京国際映画祭 함께 개최 사업) 

  - 해외 영화제 출품 등 지원 

* 국제 문화 교류

• 문화청 국제 문화 포럼 • 문화청 문화 교류 사용 

• 국제 교류의 해 • 국제 예술 교류 지원 사업 

* 국어 정책

• 국어 연구 협의회 • 국어 시책 간담회 

• 재일 외국인의 일본어 교육 • 문화청 일본어 교육 대회 

• 책자 “언어”시리즈, 비디오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간을 목표로” 제작 배포 

* 기타

•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 등 • 박물관 / 역사 박물관에 대한 지원 등 

• 저작권 연구 보호 관리 등 • 종교 법인 관련지도 등 

• “문화 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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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청 직원의 일본 저작권 개요 브리핑>

4. 최근사업

* 문화 예술 창조 도시

① 취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동

화 및 유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유럽 등

에서는 문화 예술 가진 창조성을 살린 산

업 진흥과 지역 활성화의 노력이, 행정, 

예술가와 문화 기관, 기업, 대학 주민 등

의 협력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창조 도시”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

다. 유네스코도,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

는 동시에 세계 각지의 문화 산업이 잠재

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도시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대한으로 발휘하기위한 프레임 워크로, 2004년 “창조 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문화청에서도 문화 예술 가진 창조성을 산업 진흥, 지역 진흥 등 공간 횡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과제의 해결에 

종사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문화 예술 창조 도시”로 자리매김, 문화청 장관 표창, 국내 네트워크 및 모델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② 국내 네트워크 구축 

  헤이세이 21 년도부터 “문화 예술 창조 도시”에 종사하는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 제공, 연

수 실시 등을 통해 국내 문화 예술 창조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라 전체가 문화 예술이 가지는 독창성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③ 문화 예술 창조 도시 모델 구축 

  문화 예술 가진 창조성을 복지, 교육, 관광을 비롯한 산업 등 공간 횡단으로 활용하고, 자치 단체, 문화 자원 

봉사자과 예술 NPO 등의 시민 단체, 지역의 민간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과제 해결책에 종사하는 선구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지역 과제의 해결에 어떤 효과를 했는지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예술 창조 도시 모델의 구축에 연결한다. 

* 문화청 문화 홍보

  평성 20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와 작가, 전통 예능 보유자 등 문화인들을 

문화 홍보 대사로 문화청 장관이 지명하여 전국에 파견하여 연설뿐만 아니라 지역 등이 실시 창조 활동, 문화인

들이 전문 분야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지도와 조언을 실지함으로써 문화 활동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연수 보고서

431

* 문화 예술 간담회 

① 개최 취지 

  문화 예술 진흥 기본법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 예술 관계자와 주민 등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해 폭넓게 의견 교

환 등을 실시하여 향후 문화 예술 진흥 시책의 충실에 이바지한다. 

② 주최자 

  문화청, 도도부현, 시정촌 (린현(隣県)시에 의한 공동 개최도 가능) 

③ 개최지 

  1년에 3~4개 지역에서 개최 예정 

④ 참석예정자 

• 문화청 ... 문화청 장관 이하 관계자 

• 지방 자치 단체 ...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문화 행정 관계자 

• 문화 시설 관계자, 문화 예술 관련 단체, 문화 자원 봉사 실천하는 사람, 아트 코디 네이터, 지역 주민 등 

⑤ 간담회 프로그램 (예) 

  (1) 명소 (지역의 전통 예능 등) ... 지역 문화 예술 관계자 

  (2) 문화청 시책 설명 :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 (제 2차 기본 방침)”의 소개 등 

  (3) 지역 문화에 관한 실천 발표 ... 지역 문화 예술 관계자 

  (4) 패널 토론 ... 문화청 장관, 현지 문화 사람, 문화 예술 관계자 

* 미디어 예술의 국제 거점의 정비에 대해서(“국립 미디어 예술 종합 센터 (가칭)” 구상에 대해) 

• 미디어 예술제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 아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영화 등 복제 기술과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예술이다. (주)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미디어 아트 (media art)”는 미술 (순수 예술)로 간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은 엔터테인먼트 (오락)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이러한 경계를 두지 않고, 

도대체으로 “미디어 예술”로 총칭하여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세이 9년 (1997년) 이후 “문화청 미디

어 예술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에 널리 호소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뛰어난 미디어 예술 작품 발표와 현

창을위한 장소를 마련했다. 평성 21년 (2009년) 2월에 개최된 “제12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에서는 “아트” “엔터

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의 4 개 부문 총 2,146 작품의 응모가 있다. 그중, 외국인은 43 개국에서 512 작품 

응모가 있다. 오늘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세계의 크리에이터의 등록 용 문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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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의 응답시간>

• 제12회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수상 작품 소개 

“애니메이션 부문”대상을 수상한 “죄 나무의 집”(카토 久仁 생 감독)는 그 직후에, 영화 “굿바이”와 함께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 (단편 애니메이션 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 언론 예술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새롭다는 

점이다. 

5. 질의응답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저

작권 문제와 전자출판에 대한 일본

의 대응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 한국이 저작권보호면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행정조직이 

잘 발달한 일본인만큼 문화청 내에

서도 각종 업무분담이 세심하게 이

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ISP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업무분담이 총리성에게 따로 맡겨

져 있고,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의 집행이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중에 컴

퓨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는 집행권을 경찰이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ISP끼

리의 협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저작권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취

지의 말을 들었다. 조직분할이 명확하게 하고 이해관계 주체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가 돋보

였다. 전자출판 등 저작권분야에서 새로 생겨나는 문제들의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비했지만, 실제로 문제

가 발생한 후 보완과 해결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인접권을 보유하

는 방송사업자 등 언론권력에 대한 통제와 그들과 정부측과의 비교적 대등한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 공정이용에 관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열거식 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

려움은 없습니까?

�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공정이용이 허용되는 범주를 하나씩 조문에 

명확히 정하여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제에서 일본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우리나라

나 미국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다. 동양적인 

지식의 공유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념이 지식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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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일반 조항보다 명확하게 하는 열거식의 입법이 공정이용의 범

위를 일정영역 이상 확보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 공동저작자 관련하여 분쟁은 많지 않나요?

� 다수인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분쟁이 일어난 실제 사례는 없는지

를 간단히 물었다. 잡지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각각 쓴 사람은 다르지만 그 사람마다 저작권을 보유하

며, 편집자의 저작권도 따로 있고, 3개월간은 출판한 사람, 즉 출판사가 모든 저작권을 가지므로 실제 분쟁

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 풍부하게 창작되는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민간계약의 전형이 마련

되어 이미 관행으로 되어 분쟁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재산권의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계

약이후에도 분할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사후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저작물은 그 특성상 함부

로 분할하면 가치가 극도로 감소하며 더 이상 동일성을 논할 여지도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은 사적 차

원에서 잠재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에 의해 일어나는 불법 복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동영상이나 음악의 스트리밍, 즉 정보저장은 되지 않고 일시적 재생만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나라 등지에

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지만, 대답을 들으니 일본에서는 스트리밍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6. 마치며...

문화청 뿐만 아니라 많은 저작권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며 느낀 것이지만, 일본의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와 비슷하거나 약한 수준의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계약에 관한 관행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갖가지 소송이 빈번히 일어난다. 모든 계약은 서면주의를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들 사이에서의 분쟁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문화청 관계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일

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둘러싼 큰 소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가는 소송들을 해결하고자 일본보다 먼저 

더 섬세하고 강력한 입법을 해야 했을 것이다. 때문에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규제에서 가져올 것이 그다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소송이전에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배워야 할 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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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다 대학
김정선, 이  선, 박상구

<그림 4. 수업을 준비하는 해외연수 참가자들>

1. 서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각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

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고, 국가산업경쟁력은 곧 특허와 결부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특허

에 있어서 선진화된 제도 및 국민들 인식이 높은 일본, 일본의 중심대학교인 와세다 대학교에서 특허관련 대학원

수업을 참관하였다. 수업은 상표와 한일 특허법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비교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한국 변호사

분이 발표한 한일 특허법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비교 중 실시가능요건과 서포트요건의 적용에서 한국과 일본

의 차이점이 인상적이었다.

2. 수업참관내용

<상표에 대한 발표>

* 상표는 직접 사용하는 영업 상표와 프렌차이즈와 같

은 라이센스 상표, 아디다스와 와세다의 2가지 상표

가 다 쓰인 혼합 상표, 코카콜라 병의 올림픽 마크와 

같이 스폰서 관계인 상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출처표

시이고 어떤 것이 마크인가 등에 대한 논문 발표

* 결론 : 상표/서비스의 제공자 외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상표의 출처로 보아야하는 유연성이 있

어야 한다. 

* 교수님의 의견

1. 출처와 마크로 나눌게 아니라 계약관계나 자본관계 등 보다 더 넓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2. “혼동”의 의미를 광의/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일 특허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비교>

* 일본과 달리 한국법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제도,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관련조항이 존재

한다.

* 이전에는 특허청구범위에 특징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제한이 없다. 특징기재라함은 실시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서포트요건과 명확성요건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법 조항이 더 길지만 한

국법 조항을 확장 해석할 경우 그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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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학원 강의실>

* 실시가능요건과 서포트요건의 적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일본법원은 해석의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 소재가 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9년(行ケ)제1003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5년(行ケ)제10818호

법원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 약리데이타 또는 그것과 동일

시할 정도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서포트요건 위반 심결에 대해 

약리 데이터 또는 그것과 동일시 할 정도의 기재가 없다는 점은 

실시가능요건에 위반될 경우는 있지만, 서포트요건에 위반하지 

않는다.

법원 : 일반적으로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에 대해서는 약리 데이

터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용도의 

유용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

의 기재는 서포트요건에 위반하게 된다. 

 문제 소재 : 약리 데이터 또는 그것과 동일시 할 정도의 사항을 실시가능요건으로 적용경우와 서포트요건으로 적용하는 경우, 

상반된 입장의 판례로 문제의 소재 

한국의 판례에서는 서포트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허청구요건 안에 실시요건만족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2001.11.30.선고2001【후】65판결 등]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약리기전이 밝혀졌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물질에 그러한 약리효과가 있는 것을 약리 

데이터 등에서 표시하는 시험 예로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대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징: 서포트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허청구요건 안에 실시요건 만족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3. 질의응답

� 서포트 요건위반과 실시가능요건 위반 중 출원인에게 전자위반으로 인한 보정요구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

� 양자는 오늘날 특허명세서작성 미완성시 보정이 있으나 완성시에는 보정이 없다. 출원인은 전자위반이나 

후자위반이나 보정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포트요건과 실시가능요건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4. 마치며

특허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특허관련 수업

을 참관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일본과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특허법, 특히 

법조항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시가능요건, 

서포트요건, 명확성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더 엄격하게 구분지어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엄

격한 구분 없이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

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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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ACCS)
심지환, 이하경, 최민영

<그림 6. 저작권 협의회 나카가라상>

일본의 사단법인 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ACCS)

는 1985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법에 명시되

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문화청의 허

가를 받았다.

1985년 당시 컴퓨터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가격

이 매우 높아 소위 해적판이라 불리는 불법복사판

의 판매가 만연했으며 이를 퇴치하고자 ACCS가 발

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 프레젠테이션 : 나카가라상(법무담당)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도 저작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저작권이 존재하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떻게 하면 저작

권이 잘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지, 적절한 법의 적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복제본(해적판) 

유포업자나 개인판매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2010년 9월 16일 현재 회원사는 MS사, Adoby, Nintendo 등 애니메

이션이나 출판, 교육교재제작부문 등 저작권관련 회사들이며 총 216개사가 ACCS의 원활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100년 정도 된 법이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늦다. 때문에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롭게 개선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ACCS에서 저작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로는 입법자의 법령의 적용, 운용, 준수 등의 

법의 적용, 사업자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보호, 사용자들에게 법을 알리는 교육 등의 기능이 있다. 현

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고, 법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이러한 국민들의 무의식적 

침해를 예방을 하기위해 저작권의 침해 시, 침해정지를 권고 후 재범 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또, 저작권자와 유저, 행정기관이 화합을 통하여 새로운 보호기술을 만들어 내

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였다.

과거 인터넷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P2P1)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인터넷 경매에서조

차 판매되는 해적판에 대해서만 집중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회선의 발달과 함께 P2P의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1) P2P : 타인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여 그 컴퓨터의 정보를 업,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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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CCS의 저작권 보호 현황 프로젠테이션>

무단이용 문제의 경우, 해적판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프로그램 무단복사, 온·프라인 상의 컴퓨터 프로그

램 저작물의 불법유통, 1대 1 접촉을 통한 인터넷상의 거래, 무료제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P2P를 통한 다량의 정보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 사용자가 더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이미 700만 정도가 P2P 사이트를 통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공유 되고 있으며, 현재 위니, 쉐어 등

의 파일공유소프트웨어의 이용률이 꾸준히 불법저작물을 배포하거나 다운받고 있으며, 다수 대 다수의 정보이동

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게임 산업이 호황인데 이러한 해적판들로 인해 2009년 한 

해 동안 약 75억 엔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규품을 사지 않고, 복제품을 이용해도 된다는 저작

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의 부재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 파악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법과 접근통체보호만으로 이루어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소프트웨

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두 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의제정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

위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목적과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

웨어의 무단사용에 대해 법적해결보다는 협의로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인 CIPP는 

인터넷 옥션을 통한 해적판 소프트웨어 판매를 방지하고자 협의를 위하여 2005년 12월에 출범하게 되었으며 사

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단체이다. CCIF는 CIPP의 성공을 보고 이러한 성공이 P2P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발족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경찰청에서의 회의를 통해 출범이 되어있으며,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 또, 일본에는 불법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도 존재한다.

우선 일본의 저작권법의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재고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5살 아가의 손담비의 미쳤어 UCC사건’ 등의 격정적인 법 중심의 대응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에

도 CCIF나 CIPP와 같은 저작권 관련 사건에 대한 중재, 협의를 돕는 단체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또, 불법복제 관련 기계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의 경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원초적 문제점을 방지하

는 유익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실 일본의 문화청을 방문했을 때나 지적재산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저작권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지만, 특허

중심의 업무와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

던 것이 기억났다. 지적재산권이라는 타

이틀 아래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함께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

식이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특허만을 생

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작

권분야의 산업과 홍보,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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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특허 ․ 정보 페어 컨퍼런스
김민승, 왕세정

<그림 8. 컨퍼런스 기조연설>

<그림 9. 컨퍼런스 참가 기업의 부스>

1. 특허 ․정보 페어 컨퍼런스

• 매년 11월 일본 도쿄 과학기술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로 6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규모의 대

형 컨퍼런스이며 방문객은 평균 18,000여명에 달함

• 특허DB시스템, 분석시스템, 조사 및 번역서비스 등 일

본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특허정보업체들

의 전시참가와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해외 각국의 특허

청 동향을 할 수 있음

2. 전시내용

• 인터넷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 서비스

• 대행조사 검색 서비스

• 특허맵 작성 서비스

• 특허관련 소프트웨어

• OA관련 기기 정보 시스템

• 정보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 지식재산관련 컨설팅

3. 기업의 제품 현황 

• RWS Group

- 연혁

   ∙ 1982년. Randall Woolcott Service의 상호를 사용하는 유한회사로 창립..

   ∙ 1987년. 1994년. 2004년에 걸쳐 3차례 Queen’s Award for International Trade 수상

   ∙ 1992년, ISO 9000 인증획득

   ∙ 2003년, 그룹의 특허회사인 RWS 지주회사로써 Altenative Investment Market에 상장

- 기업의 현황

   ∙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에 판매회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 독일에 350명 이상의 직원과 운영회사

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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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특허 번역 및 검색회사 중 하나로써 인정받고 있음

   ∙ 지식재산권 내용의 번역과 정보를 제공

   ∙ 서비스분야로써 법학 금융 의학 약학 화학 기계 IT 산업이 있음

- 프리젠테이션 내용

   ∙ 국제 특허 데이터베이스 PatBase의한 아시아 특허 검색

   ∙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인도 등 아시아 특허 검색 방법을 소개하고 각국의 원어 텍스트(중국 간체, 

번체, 한글)를 검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현함

• Beijing East Linden Science & Technology Co., Ltd

- 기업의 현황

   ∙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보 기술 컨설팅 서비스 회사로 의약품, 석유․화학, 생명 공학 등을 포함한 기계, 신

소재 및 기타 산업의 특허 정보를 개별적으로 자문 서비슬 제공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도 

참여 하고 있음

   ∙ 특허 분석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공자 혹은 전문직으로 전체 인원 중 박사가 

6%, 석사 55% 등으로 60% 이상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석사 이상으로 구성 되어 있음

<그림 10. 구성인원의 학력>

- 프리젠테이션 내용

   ∙ 천연 약물 개발에 있어서 특허 정보의 이용

   ∙ 천연 약물 (한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천연 약물 개발에 있어서 특허 정보의 이용을 소개하고 있었

음. 1985년 이후 각 천연 약물 및 일본을 비롯한 20 여개 국가, 국제기구, 지역을 포함, 인덱스 특허 14

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음.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면 약초 사전 데이터,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동의어 데이터베이스, 천연 약물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음. 약물 특허 조사에 있어 다양한 기능과 사용 

용이성을 갖추고 있음



제5회 전국 대학(원)생 IP(Intellectual Property)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440

 그림 1 :칭호 검색 화면

그림 2 : 전체 검색 화면 

<그림 11. NRIサイバーパテントデスク2의 검색 화면>

• NRIサイバーパテント（株）

- 기업의 현황

   ∙ 2001년 7월 1일 설립

   ∙ 지식재산에 과한 정보 제공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 지식재산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프리젠테이션 내용

   ∙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 정보 서비스 

"NRIサイバーパテントデスク2" 옵션 

기능으로 インフォソナー株式会社

가 제공하는 기존 상표 데이터베이

스 "TM-SONAR"와 연계한 상표 검

색 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제공함

   ∙ 지금까지 상표 검색 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검색 서비스와 다

른 독립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

우가 많았으며, 상표 검색을 위해서

는 별도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

었음. 반면 이번에 NRI이 사이버 

제공을 시작하는 상표 검색 서비스 

“NRIサイバーパテントデスク2”의 

옵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을 원스톱으로 검

색할 수 있음. 따라서 이용자는 기

업의 산업재산권 전반의 조사 업무

의 효율화와 다각적인 선원 조사 실

시를 실현할 수 있음

• (株)日立製作所

- 프리젠테이션 내용

   ∙ 지식재산권 부문의 노력과 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 “Shareresearch”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음

   ∙ “Shareresearch”는 회사의 독점 정보 및 검색 기록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공보 데이터 탐색과 

검색 이외 응답을 높이기 위한 공보 자료 검색 결과 캐시를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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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형태로 회사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日立의 Harmonious Cloud센터에서 회사 서버를 관리할 

수 있고 단기간에 도입하고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사무실 프레미스에서 기업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사무실에 회사 서버를 설치하여 독점적인 정보를 자사의 하드웨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자

사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적함

<그림 12. Shareresearch의 서비스 형태>

• (株)アス

- 프리젠테이션 내용

   ∙ ATMS 시리즈의 특허 1 차 협력 업체로서 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도쿄, 오사카에 배포하고 있으

며, 중국 보정 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특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 IT 기술 지원 능력

과 융합시킨 특허 업계 No.1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Simple & Easy”특허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富士通 종합 특허관리 시스템 ATMS/PM2000를 소개하고 

있었음

   ∙ PM2000 데이터 입력 자동화 및 정보 전달 전자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허 전략의 파트너로서 업무를 

지원함

<그림 12. ATMS/P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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