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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Bittorent

문제와 대응 방안
:: 김이수 백우람 최명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 ( )

서 설I.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함께 인터넷이 등장하고 대중화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디지털로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산업 역시 확대되어가고 있다 정보제공산업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불법.

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무료로 얻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자들로 인해 저작물의 침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도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1) 디

지털저작물을 쉽고 빠르게 공유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
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와 웹하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와 웹하드를 통, P2P(Peer to peer) . P2P

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데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내외에서·
와 웹하드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이루어졌다 법원에서 와 웹하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P2P . P2P

의 처벌 기준이 되는 판결들이 내려지면서 와 웹하드는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운 되어지는 등P2P

합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 그러자 새로운 형태로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

램이 등장하 다.3) 나 웹하드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지만P2P 4)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느

곳의 정보든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토렌트의 사용은 대중화 되었다 토렌트에.

1) 김 철 음악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제 호, P2P , 85“ ” 「 」
면 참조(2009), 102 .

2)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 웹하드가 변했다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NEWSIS, "' ! , ( : 2011 8 22 ).‘ “
3) 브램 코헨 은 새로운 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년 월 일 파이썬으로 제작한(Bram Cohen) P2P 2001 7 2

최초의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야후를 통해 발표하 다.

4)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피어 가 적으면 속도가 느리지만 반면 접속한 피어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Peer)

라진다.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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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역시 토렌트의 수요가 높아지자 수익 창출을 위해 증가하는 추세이

다.5) 토렌트에서의 정보공유는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저작물을 침해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6) 기존의 웹하드와는 다른 기술상의 운 방식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P2P,

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논의와 더불어 토렌트에 대한 해결방안의 고찰이 필요하다.

토렌트 사이트 현황< >

이성환 비트토렌트 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 저작권보호센터 월간 저작권 보호 년 월호 면, (BitTorrent) , (2010 8 ), 30 .“ ” ‘ ’

6)

인터넷 유형 총 트래픽 기준 침해 트래픽 기준

비트토렌트(Bittorent) 11.39% 47.9%

사이버로커(Cyberlocker) 5.12% 21.5%

P2P 4.98% 21.0%

비디오 스트리밍 1.42% 6.0%

유즈넷 0.86% 3.6%

표 인터넷상 대역폭 사용량< 1>

은 저작권 침해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대역폭 사용량을 분석하여 표 과 같은Envisional < 1>

결과를 도출하 다.

표 에 의한 저작권 침해< 2> PublicBT

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최대 규모의 비트토런트 트래커 인데PublicBT(publicbt.com) (tracker) ,

에 의해 처리되는 가장 인기 있는 개의 토런트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 중 가 저작권PublicBT 10,000 63.7%

침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포르노그래피 이며 개만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만(35.8%) 1 .

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광섭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이용 현황 분석 제 호 한국저작권위, Envisional, , Copyright Issue Report 12 ,“ ”
원회 조사분석팀 면, 2011.7.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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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기술적 분석II.

와 토렌트의 기술적 비교1. P2P

사실 토렌트 역시 의 일종으로 개별이용자간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와의 기P2P . P2P

술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원본 파일을 씨앗파일로 분할하여 자료를 유통시키고 이에 따라 인,① ②
덱스 사이트나 다운로더들은 직접적으로 완전한 원본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조각난 씨앗파일을

관리 이용한다는 것이다 토렌트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존 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의 기술, . P2P P2P

을 알아야만 토렌트의 기술적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 P2P

로 토렌트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따라서 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선행한. P2P

후 토렌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

의 운영방식(1) P2P

란 네트워크 구성원인 개별이용자 클라이언트 와 서버의 구별 없이 네P2P(Peer to Peer) , ( , Peer)

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개별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 관리,

하는 중앙 서버가 없거나 혹은 단일한 중앙 서버를 통해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가 직접 연결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어 란 동등한 동료의 의미로 서비스에서는 누가 클라이언트이. (Peer) P2P‘ ’
고 누가 서버인지 구별되지 않고 모든 개별 이용자들이 정보의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됨으로써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한마디로 는 서버 중심의 수직적 인터넷을 개인 단말기끼리의 수평적 인. P2P

터넷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보공유패턴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기술이다.7)

클라이언트 서버모델/ 8) 방식은 특정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정보를 교환해 줌으로써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고 이용자는 중앙서버에 의하여 다양한 제약을 받는다 반면에 는 이용자, . P2P

상호간에 직접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

며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

서비스가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 모든 이용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는P2P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이용자간의 정보교환에 아무런 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에서는. P2P

7) 방정환 인터넷상 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 著作權侵害 刑事責任”
면 참조2010, 46-49 .

8) 네트워크의 개념으로서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 이며, ( ) ,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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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없거나 서버가 있더라도 관리가 쉽고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는 정부기업대학. P2P · ·
등에서의 내부적인 정보공유 은행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 .

그러나 서비스는 고정된 서버가 없어 교환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용P2P ,

자가 증가하여 공유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에 부하를 가중시켜 인터넷 대역이용에 있어서

그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에서의 검색요청은 모든 컴퓨터에 전송될 수 없기. P2P

때문에 모든 파일을 검색하여 컴퓨터 화면에 전시할 수는 없다 반면에 인기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복제물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중앙서버의 유무와 역할에 따라 혼합. P2P (Hybrid)‘
방식과 순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P2P (Pure) P2P .’ ‘ ’

혼합 방식1) P2P

냅스터로 대표되는 혼합 방식은 서비스의 초기적 형태로서 중앙서버가 공유파일의 목록P2P P2P

및 접속자의 가변 주소를 유지하는 등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실제 파일의 교환은 파일을 다운받IP ,

고자 하는 이용자와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의 컴퓨터 간에 이루어지는 혼합방식이다 소. ‘
리바다 은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소리바다 의 중앙서버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이1 1’
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목록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이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검색해

그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 다 이 방식은 중앙서버가 없으면 파일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년 소리바다 을 고소한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중앙서버 운 금지 가처분신청, 2001 1

을 한 바 있다.

순수 방식2) P2P

냅스터 사건 이후 냅스터 사건에서 결정된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법적기술적으로 발전된 순수·
방식이 개발되었다 이런 방식은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P2P . ,

에 검색엔진이 내장되어 있어 해당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자료를 찾는 방식이다 순수 방식은. P2P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검색을 요청하고 각 컴퓨터가 검색결과를 요청 컴퓨터에

게 제공하는 방식 등 과 이용자가 슈퍼노드 또는 슈퍼피어 에 접속하여 슈퍼(Gnutella, StreamCast ) ( )

노드가 사용자의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방식 소리바다 와(Fasttrack, KaZaA, 2 3

등 으로 분류된다) .

프리넷 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정보의 출처 및 이용자에 대하여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Freenet)

해 주고 정보가 검색될 때마다 이를 통과하는 네트워크상에서 광범한 복제가 일어남으로써 정보를

매우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반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정

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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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서 면책 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저작권침해Copyright Act, DMCA) (OSP)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소리바다 는 중앙서버가 파일목록을 갖고 있지 않고 실시간 접속한 이. 2

용자들의 컴퓨터를 검색하여 보여주는 방식 슈퍼피어방식 을 채택하여 운 자는 사이트접속 외에는( )

이용자간의 정보교환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관리를 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9)

표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1] P2P 10)

구분 정의 특징 사례

중앙집중 P2P

중앙서버 각 피어들간 연결 중,–
앙서버가 피어들의 위치와 피어들

이 가진 데이터의 정보 관리

중앙서버에 정보가

집중돼 빠르게

검색 가능

냅스터 오픈냅,

분산 P2P

중앙 서버 없이 각 노드가 피어로

작동,

각 피어는 몇 개의 다른 피어에 연결

탐색 결과가 중간

피어들을 거쳐

전송

그누텔라 프리넷,

하이브리드

P2P

중앙집중 와 분산 를 합친P2P P2P

형태로

몇 개의 노드가 슈퍼 노드로 지

정 나머지 피어들은 슈퍼 노드,

들 중 하나와 연결

슈퍼 노드가 중앙

서버 역할을 수행

패스스트랙(KaZaA,

그록스터iMesh, ),

eDonkey, WinMX

토렌트의 운영방식(2) 11)

비트토렌트(Bittorrent)12)는 사용자가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규약 이다 수십 기가의 거대 파일일지라도 파일(Protocol) .

을 일정 크기로 조각내 공유하므로 조각 파일을 다 받으면 전체 파일을 다 받지 않더라도 다른 다,

운로더에게 조각 파일이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파일을 공유할수록 다운로. ,

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토렌트의 공유방식은 더욱더 효율이 높아진다 년 조사에 따르면 전. 2002

9) 김 철 음악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제 호, P2P , 85“ ” 「 」
면 참조(2009), 102 .

10)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와 불법 콘텐츠 유통 저작권기술 동향, P2P , Biweekly, 2010.“ ”
11) 비트코리아 빗토렌트 란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 (Bittorrent) ? , ( : 2011 8 22 )“ ”
12) 흔히들 토렌트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비트토렌트 이다 편의를 위해 이하 토렌트라 한다(Bittorr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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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업로드 트래픽 가 이 토렌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미 비트토렌트는 전 세계에서30% .

인정받은 대표적인 공유 수단이다.

Torrentµ 13)는 토렌트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유토렌트 같' ' .

은 클라이언트는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 운 체제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프, ,

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윈도우즈의 경우 등. Azureus, Bitcomet, Ktorrent, Bittorrent, Flashget

으로 다양하며 이 중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클라이언트는 유토렌트이다, .

토렌트를 활용하여 하나의 파일 혹은 여러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확장자로 끝나는'.torrent'

토렌트 파일 즉 씨앗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 , .14) 이 씨앗파일은 트래커에 관한 정보와 공유될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15)를 포함하고 있다 이 씨앗파일은 인터넷에서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 파일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

이 씨앗파일만 있다고 해서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느 부. ,

분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서버가 필요한데 그것을 트래커'

라 한다 트래커는 공유 파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로서 다운로더가 정확히'(Tracker) .

어떤 부분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지 업로더가 정확히 어느 부문을 업로드 해야 하는지 알,

려 주는 중개자 역할을 맡는다 토렌트 공유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컴퓨터가 트래커이다 그. .

래서 이 트래커 컴퓨터가 다운되면 피어가 연결되지 않아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토렌트 다운로드 방식은 기존 전송방식과 차이점을HTTP

보인다 기존 의 브라우저의 경우 하나의 소켓을 통하여 전송하는데 비해 토렌트는 각각. HTTP TCP

다른 소켓에 많은 조각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더불어 토렌트의 다운 방식은 높TCP .

은 유효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불규칙적인 반면 의 경우 순차적인 다운로드가 되도록 설계되, HTTP

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토렌트가 기존 전송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값싼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서버의 경우 여러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트래픽이 몰리면서. HTTP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데 토렌트는 반대로 여러 다운로더의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모이면 모일,

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다 다운로드 속도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

해당 파일을 공유하는 피어가 모두 연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더불어 가장 극명하게 나.

타나는 단점은 초반에 매우 빠르다가 에 이르러서는 현저하게 속도가 저하 된다는 점이다 왜100% .

13) 뮤토렌트 혹은 유토렌트라 불린다.

14) 씨앗파일은 파일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torrent' .

15)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를 말하며 속성정보라고Metadata, , ,

도 한다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

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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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피어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서버는 이와 반대로100% . HTTP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면 다운받은 파일만을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6)

토렌트는 혁명적인 다운로드 방식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디지털콘텐츠를 이 방,

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서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가정집 인터넷 및 컴퓨. HTTP ,

터를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

토렌트의 공유원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림 토렌트의 운 방식[ 1] 17)

토렌트 용어 정의2.

현재 토렌트 관련 용어들이 정확히 정의되어있지 않아 같은 용어로 사용됨에도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토렌트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토렌트의 운 방식을 알.

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이해를 돕고자 한다.18)

16)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 토렌트 용어 정리 중 가용성 부분 참조(Available) .

17)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블로그 토렌트의 불법다운로드 원할까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 ? .( : 2011 8 22 )“ ”
18) 토렌트 커뮤니티 비트코리아 토렌트 토렌트야 비트토크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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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렌트 용어 정리[ 2]

소결3.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

보제공을 하는 자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토렌트 사이트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개별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자료를 공유한다는 기존 의 운 방식 위에 완전한 파일을 씨앗파일로 분할하여 자료를 유P2P

용 어 내 용

시더
(Seeder)

해당 토렌트를 구성하는 파일의 전부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완전한 파. ,
일을 가지고 토렌트 프로그램상에서 업로드하는 자이다 시더가 토렌트 프로.
그램상 접속을 유지해야만 리쳐들이 씨앗파일을 통해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더가 명이라도 있다면 속도와 관계없이 해당 토렌트에 대한. 1
파일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시드 는 시더가 완전한 파일을 업로드하(Seed)
는 것을 일컬으며 시딩 은 파일을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Seeding) .

리쳐
(Leecher)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말한다 리쳐가 파일을 전부 다운받고.
완전한 파일의 소유자가 되어 토렌트상의 접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되
면 리쳐는 다시 시더가 된다.

피어
(Peer)

완전체 파일을 제외하고 같은 씨앗파일을 주고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를 의
미한다 씨앗파일을 사용 중인 모든 사람이 피어가 되며 피어가 많다는 것은. ,
스내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해당 자료가 인기가 많은 자료(Snatch)
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가용성
(Available)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예상 개수를 의미한다 시더가 명이. 1
라도 있으면 가용성은 이상이 된다 가용성이 미만인 파일일 경우 예컨대1 . 1 ,

의 가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파일의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0.85 85%
의미한다 나 웹하드와는 달리 토렌트에서는 파일의 를 다운받았다고. P2P 85%
하여 동 상이나 음원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일 하나의 전체.
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 그것을 공유하며 업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처음/
에서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운을 받는 것이 아닌 부분부분 조각난 파일을 다운
받는 것이므로 가 아닌 이상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100% .

씨앗파일
(.Torrent)

확장자가 이며 시더가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 완전한 파일을 해쉬.torrent
키로 암호화하여 수백개로 조각낸 파일이다 리쳐가 완전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전에 씨앗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씨앗파일은 완전한 파일을,
다운받게 해주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트래커
(Tracker)

클라이언트를 엮어 주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의 기능을 한다 완전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파일을 가진 개인에게.
접속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컴퓨터 상태가 인증되어있지 않으므로 안,
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다운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트래커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인덱스 사이트
(Index Site)

토렌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주로 토렌트에 대한 정보와 씨앗.
파일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국내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토렌트다운 랜파일. ( ,
등 대부분 인덱스 사이트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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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킨다는 토렌트만의 특수한 기술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렌트에서는 기존 와는 다. , P2P

르게 완전한 파일이 아닌 씨앗파일을 통해 공유유통되며 토렌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완,‧
전한 파일을 관리하지 않고 단순한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통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용이하게 돕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토렌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들에 대해서 현재.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사례와 토렌트 사례의 법적 쟁점을 비교해, P2P

보고 토렌트의 특수한 형태를 유형화시켜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토렌트의 법적 쟁점.Ⅲ
토렌트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소송제기와 판결은 현재까지 나온바 없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토렌트 사이트를 차단19)시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토렌트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적분쟁의 발,

생은 멀지 않은 일이다 외국에서는 토렌트와 관련된 판례가 여럿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 ,

표적으로 스웨덴 와 캐나다 사례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의 저The Pirate Bay( ) IsoHunt( ) .

작물 공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리바다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외국의 토렌트 판결과 우리.

나라의 소리바다 판결5‘ ’ 20)을 비교해보고 토렌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형태, 21)에 대해서 우

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법적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외국의 토렌트 판결1.

(1) The Pirate Bay22)

사실관계1)

이하 라 한다 는 스웨덴의 토렌트 관련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The Pirate Bay( TPB' .)‘
이트이다 는 씨앗파일을 저장한 토렌트트래커 웹사이트를 운 그 사용자들에게 씨앗파일 검. TPB ,

19) 문화관광부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개의 인터넷 쇼핑몰 개를 적발하엿고 리63 19 ,

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 소리바다사건은 소리바다의 버전에 따라 사건이 있는데 토렌트와 유사한 형태 즉 이용자들간의 직1,3,5 ,‘ ’
접의 저작물 공유형태의 버전은 과 이다3 5 .

2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씨앗파일을 기반으로 파일을 공유한다는 점과 직접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

이 불법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

22) 김용성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에 대한 소고 제 호, The Pirate Bay Case , Copyright Issue Report 11 ,“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면 참조, 2010,6.1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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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기능 혹은 목록 형태로 원하는 씨앗파일 검색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화산업.

협회와 미국음반 산업협회가 저작권위반 소송을 제기하 다.

피고측 항변2)

본 사건에서 피고 사이트 운 자 는 사용자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TPB )

데 피고 측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과, ,

저작권 위반행위는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통해 발생한 것이고 자신들은 원고가 적시한 저작물들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 으며 합법적 혹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일공유서

비스 자체가 저작권위반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 다.

법원의 판단3)

스웨덴 법원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공범으로써의 책임을 인정하 다 법원은 우선 사용자. ,

들이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복제가

가능케 함으로써 배포권과 복제권의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정범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 다.23)

정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은 피고의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 는데 그 이유는 를, TPB

통하여 정범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씨앗파일을 업로드 및 저장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방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저작물의 파일을 공유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2) IsoHunt24)

사실관계1)

는 캐나다의 토렌트 사이트이다 원고 측은 미국 화 협회로 가 이용자들에게IsoHunt . IsoHunt

화 쇼 녹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TV , , ,

동 협회 소속 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 다.

피고측 항변2)

피고는 의 토렌트 기술은 콘텐츠가 의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 단지 이용자들IsoHunt IsoHunt ,

의 개인 컴퓨터에서 다른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로 전송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고,

23) 또한 법원은 사용자들의 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아니라고 하 다.

24) 박경화 미국 제 항소법원 토런트 사이트의 저작권 간접 침해 본격 검토 예정, 9 , , Copyright Issue Report“ ”
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분석팀 면 참조6 , , 2011.4.12,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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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운 은 미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며IsoHunt ,

의 이용자들은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IsoHunt

때문에 법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그록스터 사례(Grokster) 25)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하 다.

법원의 판단3)

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례는 새 병에 담긴 오래된 와인 이라며 그1 IsoHunt ‘ ’
록스터사건과 다르게 보지 않았고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유도 행위가 있었다면 간접 침해의 책임을,

진다는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테스트를 그대로 적용하여 의 간접 침해 혐의를 인정하 다IsoHunt .

검토(3)

외국의 두 사례 모두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공범 및 간접 침해 혐의를 인정하

다 사례에서 법원은 토렌트 기술은 기존의 냅스터 나 그록스터 가 사용. IsoHunt (Napster) (Grokster)

한 전형적인 사이트를 약간 변조한 형태일 뿐 본질적인 기능은 같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P2P , .

가 사용하고 있는 토렌트 기술은 이용자들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토렌트IsoHunt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

은 이용자들이 같은 파일을 업로드 할수록 다운로드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이러한 비트토렌트 기.

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여야 하는 소프트①
웨어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파일을 검색하고 선택하는(application), ②
공간인 토렌트 사이트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서버인 트래커 가 갖추어져야 한, (tracker)③
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 지면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 클라이언드 대 트래커의 커뮤니. , ,

케이션을 표준화하는 토렌트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트래커가 상호 작용하여 다운로

드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피고가 운 한 는 이 중 토렌트 사이트로서 콘텐츠를 수집하거. IsoHunt

나 전달받아 인덱스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이용을 돕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이용, ,

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트래커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

러한 토렌트 사이트의 기능을 기존의 와 크게 구별하지 않았다P2P .26)

25) 그록스터 사건은 온라인 저작권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유인이론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이다 즉 기본적. ,‘ ’
인 저작권 위반행위의 책임은 그 사용자에게 있지만 누군가 저작권위반행위를 촉진할 목적으로 어떠한 도
구를 공급한 경우 그 목적이 명백한 표현이나 다른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그 도구를 공급한
자는 제 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3 . .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05.“ ”

26) 박경화 미국 제 항소법원 토런트 사이트의 저작권 간접 침해 본격 검토 예정, 9 , , Copyright Issue Report“ ”
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분석팀 면 참조6 , , 2011.4.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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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판결2. P2P

토렌트와 법적 쟁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내 사례로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유했P2P

던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소리바다 사이트는 음악저작물 공유 방식에 따라 버.

전이 달라지는데 토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 된 것은 소리바다 버전이다 따라서 소리바다5 . 5‘ ’ ‘ ’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한다.

소리바다(1) 5

사실관계1) 27)

년 월 일 소리바다측은 저작권인접권자측과 일정금액의 배상을 조건으로 포괄적인 타협2006 2 27

을 한 뒤 유료화하여 소리바다 로 사업을 재개하 다 소리바다 의 파일교환 서비스 부분은 여5 . 5 P2P

전히 슈퍼노드 방식을 채용한 것이었다 단 소리바다 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해시 값 대. , 5 (Hash)‘
조기술 및 음악인식 기술 등의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여 유료파일 권리자가(Audio Finger Printing)’ ‘ ’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공유금지를 구현하는 필터링 기술을 추가하 다 그리고 필터링 기술로 거.

르지 못한 음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파일인증시스템인

그린파일 시스템을 갖추고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도 도입하 다, .‘ ’
그러나 소리바다는 자신과 음원공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그로부터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필터링을 하는 소극적 필터링을 채택한 점에 대해서 저작인접권자들은 소리바다5‘ ’
서비스에 대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 고 원심28)은 소리바다 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5 ,

항고심결정은 원심을 뒤집어 소리바다 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면서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5

을 내렸다.

항고심 결정2) 29)

국내 법원은 비록 소리바다 프로그램이 종전의 소리바다 에 비하여 저작인접권자 등5 1, 2, 3‘ ’
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현재 소리바다 서비스 운 자, 5‘ ’
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들로부터 필터링 공유금지 을 요청받거( ( )‘

27) 양혜원 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지적재산권 동향 제 호, OSP , SW SW IPReport 14 , 2008.4.21, 6-8“ ” 「 」
면 참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카합 결정2006. 8. 23. 2006 970

29) 서울고법 판결 라 결정 음반복제금지가처분2007. 10. 10. 2006 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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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미 위 운 자가 공유금지로 설정하여 놓은 음원파일들에 대하여만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식 의)’
내재적 한계상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위 운 자가 그 보완책으로 들고 있는 그, ‘
린파일 시스템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들이 위 서비스 운 자에게 자신들의 음원 정보를 제공하여(

필터링을 요청한 후 위 운 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파일공유를 금지하는 시스템 만으로는 그와 같, )’
은 권리침해를 제때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5‘ ’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운 자 역시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가 발생

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리바다 서비스의5‘ ’
운 자는 그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 다.

검토(2)

중앙서버 방식의 서비스인 소리바다 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소P2P 1

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 운 자들의 불법행위에(OSP)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방조의 성립에 대한 민법적 해석과의 차.

이 때문에 항고심의 결정과 대법원 결정이 다르게 내려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상에.

있어서도 소리바다 운 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방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소리바.

다 을 둘러싼 일련의 쟁송들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하이브리드형 서비스제공자는1 P2P

민형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30)

소리바다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은 소리바다 과는 달리 중앙서버가 없는 슈퍼노드 방식의 를3 5 1 P2P

채택한 사건이었다 즉 중앙서버가 없으므로 서비스제공자들은 자신들의 통제 능력이나 저작권 침해. ,

행위에 대한 인식 책임 등이 없음을 들어 쟁송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소리바다 의 경우에 서. 5

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술적 조치인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 다.31)

소리바다 과 관련된 가처분결정은 소리바다 에 적용된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의 원칙을 슈퍼노3 1

드형 서비스제공자에게 확장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리바다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기술적 조P2P . 5

치인 필터링 기술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여야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 온라P2P‘ ’
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상세히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OSP) .

의 그록스터 판결에서도 판단하 듯이 법문상의 규정도 없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적극적(OSP)

인 필터링 기준을 요구한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OSP)

30) 정상조박준석 의 에 대한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OSP : , , 2008.· “ 技術的 措置 義務 ”
31) 양혜원 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지적재산권 동향 제 호 면 참조, OSP , SW SW IPReport 14 , 2008.4.21,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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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관련 규정32)의 취지에 반하고 한미 체결문 및 유럽전자상거래지침에도 금지하고 있는FTA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필터링 기술의 현황과 한계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33)

토렌트에서의 특수한 저작권 침해 형태3.

토렌트 프로그램은 소리바다 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P2P‘ ’ 34)과는 운 형태가 다르다 따라.

서 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퉈질 경우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우.

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와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OSP)

규정과 의무 규정 또한 토렌트 사이트와 같은 경우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즉. ,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자신의 사이트에서 완전한 저작물이 아닌 씨앗파일로 분산된 파일들의 경로를

인덱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필터링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판결에서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불법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판단

할 때 다음과 같은 논거로 판단하 다 사이트 운 자가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는 것을 알거나 혹은. ①
알 수 있었을 경우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 는가 또는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 공유에 대해 제재, ②
를 요구한 경우 그것을 이행하 는가 이행하 다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행하 는가를 검토하 다, .

그리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의 경우도 다운로더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복제권 침해③
를 인정하며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경우라면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또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 다.

그러나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토렌트 사이트 운 자들, .

경우에는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불법공유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에 관한 제재조치도P2P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이트 운 자와 법적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P2P .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우는 씨앗파일을 이용한 다운로드라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원본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씨앗파일을 올리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래와 같.

이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 전송하는 마그넷 링크에‘ ’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32) 저작권법 제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 조6 102 -104

33) 정상조박준석 의 에 대한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OSP : , , 2008,· “ 技術的 措置 義務 ”
면 참조25-30 .

34) 중앙서버의 존재 혹은 저작물 등의 자료 공유가 개인 대 개인인 경우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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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1) 35)

다운로더의 경우 크게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씨앗파일을 통해 원본파일 모두를2 . ①
다운받은 다운로더와 씨앗파일은 다운받았지만 원본파일은 다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 경.② ①
우 다운로더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시더파일을 이용하여 원본파일을 완전히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36). ②
의 경우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논할 수 없다.37)

업로더(2)

업로더의 경우는 원본파일과 씨앗파일 모두를 올린 경우 원본파일만 올린 경우 씨앗파일, ,① ② ③
만 올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경우 원본파일과 씨앗 파일을 모두 올렸을 경우 씨앗파일. ①
을 통한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중송신권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도 가능하다 의 경우 역시 원본파일. ②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한다 의 경우는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③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 침해는 논할 수 없다. .

법원은 소리바다 판결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 파5 (MP3“
일 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5” “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

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다 즉. ,”
파일을 다운받아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은 저작권

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토렌트에서 원본파일을 다운받고 프로그램의 접속을 유지하여 업.

로드가 되는 경우에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모두 침해하게 된다.

35)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우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토렌트 프로그.

램을 종료하게 되면 씨앗파일과 원본파일 모두 다운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될 경우 씨앗파일과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를 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6) 서울고법 라 결정2007. 10. 10. 2006 1245

37) 씨앗파일은 원본파일을 수백개의 파일로 암호화하여 쪼개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씨앗파일을 저작물로 인정,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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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자(3)

씨앗파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경우 토렌트 사이트 운 자들은 일반 사이트와P2P

같이 저작물이 위치한 곳을 인덱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파일로 변형된 저작물의 위치를 인덱스

해주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역시 토렌트 사이트를 운 하는 운 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 저작권법 제 조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 자가 제 조 이하의 온라인( 104 ) . 102

서비스제공자 임은 물론이다(OSP) .3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토렌트 사이트가 소규모

로 운 되는 형태가 많고 비단 토렌트 사이트만이 아닌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하여 시드파일을 링크

할 경우인데 이들을 사이트 운 자로 보아서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면책규정, (OSP) 39)

38)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 ‘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있을 뿐 네트,
워크상의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일정한 물적 기반이나 설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터넷과
관련한 넓은 범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캐싱서비스 제공자 호스팅서비스BBS , , (caching service) , (hosting
제공자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 이상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에 로 열거된service) , ( (DMCA) OSP‘ ’

자 들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우리 법의 해석상 서비스제공자들도 이에) , P2P
포함되고 더 나아가 인터넷경매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도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문재완조성진신창환안미령 공저 인터넷산업과 저작권 포털.] , -· · · “
업체를 중심으로 면 참조- , 2008, 12-27 .”

39) 저작권법 제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102 ( ) ①
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2011.6.30>
제 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1 1②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2011.6.30>
제 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1③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 2011.6.30>

제 조 복제전송의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103 ( ) ( 102 1 1 .· ①
다 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 ,·
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 라 한다 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 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1② · ·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온라인서비. , 102 1 3 4
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2011.6.30>·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2③ · ·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
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 이하1 3 (④ ·
이 조에서 수령인 이라 한다 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 )
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4 2 3⑤
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 ·
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 항의 규정1
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11.6.30>
정당한 권리 없이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1 3⑥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1 4 , , , ,⑦ ·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08.2.29,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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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규정40)을 적용하거나 관련 국내 판결을 참고, P2P

한다면 토렌트 사이트 운 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지 않다.

토렌트 사이트 운 자의 경우 비록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직접 저작물을 저장하지 않고 사

용자간의 파일공유 시 당해 웹사이트의 서버를 전혀 거치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저작물 공

유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토렌.

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

작물의 정보가 담긴 씨앗파일을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키워드

검색 저작물의 분야별 목록서비스 인기 있는 씨앗파일목록 씨앗파일의 유효성 가용성 유무 등을, , , ( )

제공함으로써 그 사용자들이 한층 쉽게 불법적인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그넷 링크(4)

문제가 되는 것은 씨앗파일의 주소를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올린 경우인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의 문제가 아닌 링크의 문제로 검토 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경우를 마그넷(OSP) . ‘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마그넷 링크를 일반적인 링크의 종류 중 직접링크,’ ‘ ’ ‘ ’41)로 볼 수 있을 지가 논

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학설 중 다수설은 링크는 이미 인터넷상에 제공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링크제공자는

저작물을 컴퓨터 서버에 직접 탑재하는 행위나 실제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링

크 제공행위를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며 판례, 42) 또한 같은 입장이다.

40) 제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104 ( ) ①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

제공자 라 한다 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1②
있다 개정. < 2008.2.29>

41) 직접링크란 단순링크처럼 웹사이트 이용자를 당해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해당정보

가 있는 내부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링크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링크방식이다.

4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는 웹사2009. 11. 26. 2008 77405 “
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 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URL) (tag)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

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비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 조 제 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 2 14 “
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
언정 같은 조 제 의 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9 2 .“ ”
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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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링크가 단지 저작물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마그넷 링크는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 마그넷 링크를 올리는 사람이나 이를 클릭하는 사람.‘ ’ ‘ ’
의 목적은 저작물의 위치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링크의 종류. 43)에서 벗어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마그. ‘
넷 링크를 통상의 링크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표 토렌트 유형별 저작권 침해 여부[ 3] 44)

구 분 유 형 침해대상 침해여부

다운로더
원본파일

복제권
○

씨앗파일만 ×
업로더

원본파일과 씨앗파일

공중송신권

○
원본파일만 ○
씨앗파일만 ×

사이트 운 자
씨앗파일 관리

방조책임

○
검색기능제공 ○

특수유형 마그넷 링크 ○45)

소결4.

토렌트에 대한 외국 판례는 토렌트 또한 기존 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없으므로P2P P2P

에 대한 판결들과 유사한 논리구조로 토렌트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외국 판.

결이 수용될 경우 국내 판결 역시 토렌트에 대해서 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P2P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토렌트와 의 기술적 차이를 무시한 외국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P2P

의문이 있다 토렌트의 경우 와는 달리 씨앗파일을 통해 원본파일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기 때. P2P

문에 에서 볼 수 없는 토렌트에서만의 특수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P2P .

특히 씨앗파일만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경우나 마그넷 링크를 통해 씨앗파일을 업로드한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43) 통상의 링크의 종류에는 에 의하여 연결되는 단순링크와 직접링크가 있고 링크의 한 종류인 인HTML WML

라인 링크를 들 수 있다 단순링크는 웹사이트 이용자를 당해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시.

키는 링크이고 인라인 링크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링크제공자의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링크로서 링크가 이용자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

대종신재호김항렬김윤명 공저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경인문화사 면 참조, , , 2010, 342-345 .‧ ‧ ‧ 「 」
44) 원본파일은 토렌트 클라이언트 상에서 접속을 유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씨앗파일은 웹사이트,

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5) 마그넷 링크에 의한 방조책임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없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논의되어진,

다면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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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대응방안.Ⅳ

기술적 대응방안1.

지난해 사이트의 신규 생성은 주춤한 반면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 등은 크게 늘었다 특히P2P .

토렌트 사이트는 기존과 다른 파일 공유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 토렌트는.

사용자들이 원본파일을 여러 곳에서 잘게 쪼개 나눠가지면서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파일 공유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씨앗파일로 유통되기P2P ,

때문에 전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마그넷 링크. 46)라는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유통경로도 생겨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비공개 사이트도 수사해 나가야 한다.47)

웹하드 등록제 활용(1)

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가 토렌트 방식을 이용해 최신 저작물들을 수집하여 웹하드 상8

에 유통시키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48) 이는 불법 콘텐츠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토렌트P2P

씨앗파일형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불법유통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웹하드의 경우 기업적. ,

인 형태로 운 되면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했고 그만큼 불법복제에 대한 위험도 급증했다 불법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있었지만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

했다 지난 월 웹하드 등록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월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웹하드. 5 11 .

등록제는 웹하드에 국한되어 운 되는 것이 아닌 와 토렌트 사이트에도 적용될 것이다P2P .

웹하드 등록제는 웹하드와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복P2P

제물 공유가 증가하는 가운데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물 이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49)의 차단을 기대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클.

46) 마그넷 링크는 링크를 클릭하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트위터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전송이 아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

임 여부도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47) 아이뉴스 토렌트 사이트 등 불법저작물 유통경로 근절할 것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24, , ( : 2011 8 22 ).“ ”
48) 동아닷컴 불법파일 유통 혐의 국내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구속 기소 최종방문일자 년 월, , ( : 2011 8“ … ”

일22 ).

49)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웹하드와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자 새로운 유형의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P2P

불법공유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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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야 하고 그 강도도 높여나가야 한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웹하드 사이트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가 규정한 여, P2P ( )

러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자로 등록된다 먼저 저작권법 제 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 즉 불법 콘. 104 ,

텐츠 필터링 조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 ,

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불법 유해 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 상시 모니, 24

터링 요원을 적어도 인 이상 배정해야 하는 등 재무건정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2

한다 이를 위반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최악의 경우 방통위가 업체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50)

등록제는 불법복제 근절이 목적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자들로 하여금 등록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락하면 산업이 붕괴되는 측면과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하는 포털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정안이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모니터링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불법복제를 줄이기 어려워 웹하드 등록제가 실효,

적 대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적극적인 필터링 강화(2)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공유의 대응 방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필터링51) 방식

이 도입 되어야 한다 적극적 필터링이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파일에 대해서만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법 제 조 제 항은 필요한 조치의 목적내지 지향점에. 104 1 ‘ ’ ‘ ’
관하여만 언급할 뿐 그 기준이나 한계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필터링 기술은 합법과 불법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필터링을 채용할지 상당히 막연한 상태에(OSP)

놓여 있다.52) 적극적인 필터링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 공유사이트 내 이용자들 간의 저작물 공유,

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위축되므로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들은 저작권자로부터(OSP)

필터링을 요청받거나 자신들이 공유금지로 설정한 파일에 대해 필터링을 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이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은 저작물의 보호에 취약 할 수밖에 없다 제 조 제 항에서 말하. . 104 1

50) 미등록 업체에 관하여 방통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약칭 제 조의 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 44 7 .

제 조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44 7 ( ) ㆍ ㆍ ㆍ
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의 제.( 44 7 1ㆍ ㆍ
항 제 호1 )

51) 유니온프레스 불법복제 근절 위한 웹하드 등록제 과연 실효성은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 , ? , ( : 2011 8 22 ).“ ”
52) 이규홍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 한국저작권위, ,“ ”

원회 계간 저작권 제 호 면 참조94 (2011),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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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한 조치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발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조치의 한 기준으로 적, , ‘
극적인 필터링의 도입과 강화가 제시되어져야 한다 웹하드 규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적극적 필.’
터링 조치 의무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53)에 제외되어있다 때문에 웹하드 등록제시행만으로 근본.

적인 웹하드의 불법복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관리가 요구된다, .

정보제출제도와 연계한 마그넷링크 차단 방안(3)

토렌트 씨앗파일은 트위터나 개인블로그 등의 또 다른 새로운 경로를 통해 업로드 되어지기 때

문에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양산된다 이에 따라 저작물 전송이 아닌 불법 저작물에 대.

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여부도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필.

터링과 더불어 개별적인 불법전송행위자의 특정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정보제출제, (OSP)

도54)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자 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침해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트위터나 개인블로그 상에 토렌트 씨앗파일을 업로드 한 경우 이 경로를 통하여 불법 저작물을

불법공유한 직접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 부(OSP) ,

득이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간접책임을 추궁함에, (OSP)

있어서도 구체적인 침해규모와 손해배상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 직접 침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각국 입법례와 국제조약은 일정한 요건 하, (EU),

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직접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OSP)

5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 조제 호의 신설. ( 2 12 2 ).“ ”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안 제 조제 항 신설. ( 22 2 ).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 제 조의 신설. ( 22 2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64 4「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신설( 27 2 5 ).

마 저작권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제 호에 따라 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 료 처분. 142 1 2 3 3「 」
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2「 」
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신설( 27 2 6 ).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 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 조제 호. ( 95 3

의 신설2 ).

54) 미국 는 저작권자가 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제공요DMCA OSP

청을 법원에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제 항도 이용자에 대(DMCA 512 (h)), 44 6 1

한 정보제공청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에도 침해고지를 한 권리자가 에게 침해혐의자에, FTA OSP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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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년 월 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 2007 6 30 (KORUS FTA)‘ 55) 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56)

정보제출제도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통하여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의 신원정(OSP)

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이 때 트위터나 개인블로그 운 사이. ,

트에 누군가가 마그넷 링크를 올린 경우 위 두 사이트의 운 자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 볼(OSP)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트위터나 개인블로그 운 사이트의 약관의 면책규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및 제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침해결과물이 자신의 서버에 저장되어 이에 대한 제거가 가능,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OSP) .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 운 사이트의 경우 확보된 침해이용자의 확인은 접속서비스제공자를 통해IP

서만 가능하고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이용자의 경우 가명이나 허위로 아이디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

아 접속서비스제공자의 협조 없이는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엄격한 요건하,

에 단순접속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정보제공명령의 대상이 될(OSP)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보제출제도의 마련은 트위터나 개인블로그 상에 토렌트 씨앗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링,

크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정보제출제도의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침해자들의 정보를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 사이트에 요청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제출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저작물 불법 공유행위가 있어 피해가 발생한 후 뿐만 아니라 토렌트 씨앗파일을 업로드 혹,

은 다운로드 하려는 개별 이용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가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불법공유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5)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조 제 항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사법 당국(KORUS FTA) 18.10 10 .

이 증거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 자의 신원을3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류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

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제 조 제 항 나호 목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KORUS FTA) 18.10 30 11 .

가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

56)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로부터 직접침해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을 확보OSP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실제로 법원의 허가절차는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실정이다 그 결.

과 실무에서는 저작권자 측에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포털과 같은 를 형사고소하거나 혹은 수사당국OSP

의 인지에 의하여 저작권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을 경우 수사당국이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정한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에게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OSP .

오 우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제 호, , 90 , 2010,“ ” 「 」
면 참조6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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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방지 기술 적용(4) DVD (AACS)57), (CSS)58)

웹하드 등록제를 우회하는 토렌트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되는 경우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술적으로 보아 강력한 복제방지 과금 체계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보호센터 측이 운 하게 될 공공 유통망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등록시키고 이를 유통시킬 웹하드업체가 이 파일에 대해 원천복제 기술을 적용하고 저작권자들이, ,

오프라인 에서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일체의 불법파일을 근절할 수 있다DVD .59)

법률적 대응방안2.

최근 헌법재판소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OSP)

의 합헌성60)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저작권법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

을 내린 것으로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면서도 저작권침해 불법복제물이 특히 만연하고 있는 한,

국의 특수성을 반 한 것이 저작권법 제 조 라고 볼 때 이 결정은 크게 보아 그에 대한 규제를104 ,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권리자

지위와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보아 토렌트 프로그램의 공중송신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판례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저작물 전송.

이 아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 자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토,

렌트 사이트 운 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요청하여 불법복제가 행해지는

토렌트 사이트의 폐쇄 및 접속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57) 복제방지기술 이란 차세대 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 콘텐츠 배급 및 디지털DVD (AACS) , DVD (DRM) .

저작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불법 복사나 공유를 제한한다 로 보호되는 콘텐츠들은 개 이. AACS 1

상의 타이틀 키를 사용해 암호화하고 키 구성은 에 내장된 시리얼 넘버 같은 요소들을 복합해서 만든, DVD

다 는 년 가 발전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미디어에 저장해 인가된 기. AACS 2005 , CSS ,

기만이 콘텐츠 암호키 획득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58) 에 적용되는 콘텐츠스크램블링시스템 암호화 기술은 에 수록DVD (CSS, Content Scrambling System) DVD

된 상물의 디스크램블링과 재생을 위해서는 특정한 속성을 갖춘 장비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59) 이규호 토렌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공유와 대응방안 저작권보호센터 년 월호, , C STORY (2011 6 ),“ ” ‘ ’
면 참조25 .

60)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병합 결정2011. 2. 24. 2009 13 52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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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특수유형의 책임소재 명확화(1)

우리나라 입법과 기존의 판례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면

서도 침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침해자가 손해를 회복시켜 줄만한 자

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들로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자력도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OSP) .

토렌트 파일은 그 용량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유에 있어서 토렌트 웹사이트를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토렌트 파일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서,

비스제공자 의 존재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다운로더가 토렌트 프(OSP) .

로그램상 접속상태를 유지할 경우 업로더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를 다운로더 혹은 업로더로 특정,

지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때문에 표 에서와 같이 업로더 다운로더 사이트운 자 등 각 특수유형의 구분을 통하여 책, < 3> , ,

임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부득이한. (OSP)

상황에서 토렌트 각 특수유형의 구분과 개별적인 판단은 집중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OSP)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써 저작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별 이용자 간의, ,

권리를 보다 균형 있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웹하드나 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전문화되는 온라인상 저작물 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입법과 판례 또한 저작물 불법유통행위의 주체를 와 이용자들로 국한시키려는 이OSP

분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각기 다양한 저작권침해형태와 유형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연하,

고 탄력적이며 기능적합적인 판단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근거법률 내지 판례 형성(2)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P2P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 요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
제 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3 ,

현 또는 그 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 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케이스3 . .’
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론인 유인이론(inducement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 다 즉 기술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theory) . ,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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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사용을 예견하 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 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

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61)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

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유인이론은 특허에서 인정되던 간접책임이론인데 그록스터 사건에서 미국 연방' '

대법원이 처음 저작권 사건에 적용하 다 유인이론에 따르면 그록스터처럼 사업자의 서버가. P2P

저작권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거나 인식하지 않더라도 침해를 유인하는데 기여하 다면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저작권법 제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만104 ( )

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토렌트 사이트와 같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각 개별 침해자들에

게 직접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웹하드나 기존의 방식은 불법. , P2P

파일에 대한 검색과 파일공유를 도와준 서버 관리자의 행위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62)를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로 책임 지울 뿐이다.

이와 달리 토렌트 방식에서는 파일이 사실상 무한대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토렌트 이용자들의 개

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가 다시 파일 형태로 모이게 된다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렌트 이용자는 파일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인터넷주소 정도를URL( )

주고받을 뿐이기 때문에 불법 파일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쉽게하지 못한다 일부 이슬람권 사회에서.

규율 위반자에게 다중이 돌팔매질해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책임 분산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실제.‘ ’
로는 무수히 많은 개인끼리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것뿐이어서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며 기존,

방식과 달리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P2P .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유인이론과 같은 법적 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
의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와 달리 토렌트가 파일 공유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를 분산형 파일 공유 시

스템 등으로 일부 달리 하 다 해서 토렌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유인

케 한 실질적인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유도 행위가 있‘ ’
었다면 간접 침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국 맞춤식 유인이론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61) 박성호 판결의 저작권법적 의미와 이것이 우리 문화환경에 미치는 향 서울대학교 기술과학, Grokster ,“ ”
센터 제 권 년 월 면 참조, Law & technology 2 , 2005 9 , 42-51 .

62)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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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활용과 상생방향3.

토렌트는 기존 에 비하여 속도 안정성 효과 및 효율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트토P2P , , .

렌트 는 직접 저작권 관련 몇몇 라이센스를 취득하 고 적은 비용으로 큰 리던던시Inc ,

(redundancy)63)를 확보 속도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게임 및 음반 하드웨어기기에 내장 소프트웨어,

로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상의 많은 주요 오픈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물론 블리자드엔터테인먼, ,

트의 나 스타크래프트WOW(World of Warcraft) 264)도 이 토렌트 프로토콜을 이용해 배포하고 있다.

많은 주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또한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 토렌트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회사가 토렌트를 사용하여 그들 소유의 라이센스가.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는데 하드웨어 및 밴드위스 요구를 줄여주는 토렌트 기,

술이 없었다면 그들의 파일을 배포하는 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장래, .

의 소프트 및 하드웨어는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것이므로 이는 토렌트의 장점과 부합한다, .

이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장 발전하는 토렌트 기술은 정식 프로토콜이이면서 획기적인, ,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도 더 상용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

토렌트는 대중적인 프로토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한편 토렌트는 웹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항상 거론되어져 왔다 간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 2.0 . PC

공하는 토렌트는 인터넷 상의 고품질 파일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파일공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파일 전송 시 사용하고 있다 년 생성 이후 꾸준히 경쟁P2P( ), . 2004

력을 쌓아 오며 네트워크 기술과 점유율 측면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미P2P .

국BT65), NTT66) 등과 협력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서버 설치 및 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차

세대 네트워크 구성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67)

63) 커뮤니케이션이나 통신에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정보의 전송

64)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수천명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
는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와 실시간 전략게임인 스타크래프트 를 개발하 다WOW(2004) 2(2011) .

65) 국의 대표적인 기간 공중 통신 사업자로 공식 명칭은 국전기통신유한회사인데 라는 명칭으로 약칭, BT
하여 부른다.

66)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를 말한다 전신전화개혁 시행으로 전전공사 가 경 형태를 공사에서 주식회. ( )電電公社
사로 탈바꿈하여 가 되었다NTT .

67) 뉴스 실리콘밸리 업체들의 신기술 최종방문일자 년 월 일MK , IT , ( : 2011 8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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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

그동안 사용자들이 원본파일을 씨앗파일로 쪼개 공유하면서 다운을 받는 토렌트 의 운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았지만 국내에선 따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었던 만큼 이들 토렌트 사이트는 그 규모가 계속 확대돼 왔고 화사나 방송사가,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서자 주소를 옮겨 다니는 떴다방식 운 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요즘 들' ' .

어 정부는 사이트 수와 사용자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갖춰야 하고. ,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렌트의 등장과 성행은 일반 사용자들의 많은 수요 때문이다 토렌트 사이트의 운 자들은 교.

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저작물의 불법공유에 기여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토렌트 사이트를 통, .

한 저작물의 불법공유에 대하여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저.

작권보호센터 등의 정부차원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와 저작권자들의 저작,

물등록을 통한 복제방지기술 적용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기존 와는. P2P

다른 새로운 유형의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 및 처벌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무분별한 저작물 불법공유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토렌트 사이트 성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얻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다.68) 사용자들의 이러한 의식아래에서는 법적 제제가 가해지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는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문화콘텐츠와 저작물을 이. ,

용하고 향유하는 사용자들 의식의 전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토렌트의 등장배경과 열풍에는 기존의 에 비하여 토렌트 기술만의 획기적인 장점에 기, P2P

인한다 토렌트는 기존 에 비하여 속도 안정성 효과 및 효율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 P2P , , .

문에 단순히 토렌트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불법적,

인 공유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토렌트의 순기능과 장점을 활용시킬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

력으로 이들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6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면 면 참조2011 , , 2011, 165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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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Ⅴ
콘텐츠라고 불리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

작품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행위들은 인터넷의 폭발적인 전파력(free riding)

에 힘입어 저작물 유통을 둘러싼 시장 판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상의 정.

보공유는 링크 그리고 토렌트 프로그램 등 각종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매P2P, ,

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저작권법이 의도하지 아니한 유형의 이용행태가.

나타남으로써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다운받는 대표.

적인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와 웹하드를 주로 이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P2P .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빈번해져서 단속을 받게 되자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렌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큰 맥락에서 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지만 가 온전한 저작물을 공유P2P , P2P

하는 것이라면 토렌트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씨앗파일로 변형한 뒤 다운받는 차이

가 있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운 자가 사이트 운 자와는 달리 자료를 다운 받. P2P

는 위치에 인덱스 할 뿐이다 하지만 외국의 판례들은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기존 사이트와 크. P2P

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 다 우리나라는 토렌트 관련 판결은.

없지만 사이트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외국의 토렌트 판결과 유사한 논리구조로 소리바다의 저작P2P ‘ ’
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물었다.

외국 법원은 토렌트와 에 대해 본질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렌트P2P .

와 는 기술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따라 이러P2P .

한 기술적 차이를 간과한다면 앞으로 토렌트와 와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에 의한 저작권 침P2P

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이트 운 자와 사용자로 나누어 각각의 저.

작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저작,

권 침해의 특수 유형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다운 받는 경우 업로더 다운로더 사이트 운( , ,

자 을 각각 나누어 사안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이처럼 우리나라 법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토렌트의 성장과 함께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정,

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회피의식이 맞물려 무분별한 불법공유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공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렌트 방식만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다

양한 형태의 침해유형과 새로운 공유경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토렌트에서는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무수히 많은 개인 간에 씨앗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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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파일의 크기가 작아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에 업로,

드링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실정에서 대응이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점·
의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최근 웹하드 등록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월 정식11

시행될 예정인 웹하드 등록제의 활용과 이에 연계한 모니터링 요원 충원 등의 모니터링 노력 저작,

권자로부터 필터링을 요청받거나 자신들이 공유금지로 설정한 파일에 대해 필터링을 하는 소극적 필

터링 방식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파일에 대해서만 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인 적극적인

필터링 방식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불법공유 경로 중 하나인 마그넷링크.

를 정보제출제도와 연계 시키는 것도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기존 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 및 처벌 할 수P2P ,

있는 법적인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저작물 불법공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전에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와 이용자들의 책임여부에 편중하는 경향의 입법과(OSP)

판례의 태도가 침해유형과 사안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토렌트 사이트의 등장배경에는 저작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토렌트 사이트 이용이 성행하는 이유는 국내국외는 물론 오래된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안정성 효과 및 효율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렌트 기술은 정식 프로, , .

토콜이이면서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

법유통을 근절 시킨다면 상용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토렌트는 대중적인 프,

로토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단순히 토렌트 사이트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침해 여부를 가.

리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유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토렌트 사이트의 순기능과 장점을 활,

용시킬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이들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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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교육목적 저작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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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교육목적 저작물을 중심으로-

:: 김경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 ( ),
안준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 론I.

년 월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입학한 숀 페닝 은 친구들과 음1999 1 (Sean Fanning)

악 파일을 보다 쉽게 공유하기 위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넵스터 의, (Napster)

시초가 되었다.1) 이러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넵스터를 모델로 해서 국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소리바다이며 현재는 수많은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파일공유 프로그램, .

들을 통해서 음악 영화 만화 드라마 소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 , , .2) 불법저작물의 공

유가 활발해 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3) 하지만 소송은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모든 침해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게 하,

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도 큰 낭비이며 자칫 합법적이고 유용한 저작물의 유통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저. ,

작권 침해 사례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침해자의 재산으로부터 저작권자의 피해액을 모두 구제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

은 창작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이용자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소송의 남발을 피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사용을 권장하,

면서도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미래의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학자들 사

1) William W. Fisher, Promises to Keep : Technology, Law, and the Future of Entertainm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at 340.

2) Charlotte Waelde, Lilian Edwards, "ONLINE INTERMEDIARIES AND LIABILITY FOR COPYRIGHT

법적으로 다운로드는 합법화하고 업로드는 불법화하는INFRINGEMENT", WIPO/IIS/05/1, 2005, at 49.

경향이 있으나 최근의 기술은 누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지 구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P2P .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연감 한국저작권위원회 면, 2009 , , 2010, 139 .「 」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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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안적 보상체제 이다(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 ’ 4)

대안적 보상체제란 국가기관 또는 일반 사적기관으로 보다 통합적인 저작권처리기관(Clearing‘ ’ ‘
을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허락 을 해주고 대신 이러한House) (License) ,’ ‘ ’

저작물의 잠재적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권리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의 보상체제를 말한다.5) 이러한 대안적 보상체제를 국내에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또, .

한 아직 국내에서는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내용과

외국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도입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자 한다 특히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교육목적 저.

작물에 한정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제도.Ⅱ

서 설1.

대안적 보상체제의 구체적인 요소는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 유형별로 상이해 보이고 용어가 제

각기 달라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다 하지만 본 모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교적 간단하. ,

다.6) 대안적 보상체제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들이 이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7)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어떤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고 그 후에 저작권자들을 위해 특별히 모금된 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8) 구체적

으로 대안적 보상체제는 등록 기금조성 그리고 저작권자들에(Registration), (Collection Of Funds),

대한 기금분배 라는 요소로 나누어진다(Distribution Of Funds) 3 .9) 이하에서는 대안적 보상체제를

4) Cite as William W. Fisher, III, et al, Copyright & Privacy - Through the Wide-Angle Lens ,“ ”
MARSHALL REV. INTELL. PROP. L. 285, 2005, at 284.

5)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제 지적재산권 제 호 면, , 25 , 2009. 15-16 .“ ” 「 」
6) Tal Z. Zarsky, Assessing Alternative Compensation Models For Online Content Consumption",“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Vol. 84:2, 2006, at 669.

7) Id.

8) Id.

9) Jessica Litman, Sharing and Stealing, 27 Hastings Comm. & Ent. L.J. 1, 2004, at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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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한 윌리엄 피셔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 및 문제점에 대해 간(William W. Fisher)

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안적 보상체제2.

대안적 보상체제의 구성요소(1)

등록1) (Registration)

대안적 보상체제의 근간은 바로 등록 과정에 있다.10) 대안적 보상체제는 이론적으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저.

작권자가 특정한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면 등록에 따른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11) 그리고 이

렇게 부여된 코드에는 암호화와 워터마크12)와 같은 기술적 보호 장치가 부착되어 관리된다.13) 이러

한 등록과정을 거쳐 특정 저작물이 집중관리 기구의 서버에 등록이 되면 그 순간부터 온라인상에,

저작물이 공개되고 이용자는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14) 즉 저작권자의 저작물 등록은 이용자들에게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저,

작권자는 집중관리 기구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취득하게 된다.15)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 보상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유명 저작권자들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꺼려 할 것이다 만약 각 분야의 유명 저작권자들이 적, .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안적 보상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

기금조성2) (Collection Of Funds)

등록된 저작물이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면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적절

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거둬야 한.

10)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69.

11) Id.

12) 워터마크 년 월 일 방문 워터마크란 지폐나 컴퓨터http://100.naver.com/ s.v. " (watermark)" (2011 8 24 ).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을 말한다.

13)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69.

14)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43-244.

15)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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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금을 거둘 것인지에 있다.‘ ’ ‘ ’ 17) 먼저 대안적

보상체제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금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저작물이 온라인,‘ ’
상에서 합법적으로 공유되고 스트리밍 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발생되는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

의 기금은 조성 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보고 있다.18)

그러나 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징수방법을 활‘ ’
용하자는 의견과 자발적인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린다 강제성이 있는 일반적인.

세금이나 수신료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부를 통한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징수방법 자체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기에 전체적인 저작권 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

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대안적 보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9)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안적 보상체제가 추구하는 저작권자.

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의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이 분명한 세금이나 수신료 인상안을 주장하는 위험부담을 떠안을 정치가나 행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0) 게다가 온라인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이나 수신료를 징수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21)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지지하는 학

자들 중 다른 의견은 온라인 콘텐츠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들 상품과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22) 예를 들어 레코더와 같CD, DVD

은 디지털 복제기기 와 플래시 메모리카드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나 인터넷 접속 공급업자 그, CD ,

리고 파일공유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23) 이런

간접적인 징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복권을 살 때 그에 부과되는 기금이 에 해당하는 것을42%

크게 문제시 안 삼는 것처럼,24) 일반 대중은 비교적 쉽게 대안적 보상체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만 간접적인 징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선지출한 비용은 결국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

용할 때 의무적으로 광고를 보게 되거나 또는 지불할 이용요금의 최종가격에 포함되든지 하는 이용

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를 특정하여 사용하는 횟수나 분야를 한정하여 정액.

16) Id.

17) Id, at 670.

18) Neil Netanel, "Impose a Noncommercial Use Levy to Allow Free Peer-to-Peer File Sharing", 17

Harv. J.L.& Tech.1, 2003, at 46-47.

19)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16.

20) Tal Z. Zarsky, supra 물론 영향력 있는 단체의 호의를 얻고자 하거나 로비에 의하여 수note 6, at670.

신료 인상안을 정치가들이 동조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21)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17.

22)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0.

23)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17.

24) 년 월 일 방문http://www.nanumlotto.co.kr/ (201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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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형태로 직접적인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간.

접적 징수방법을 통하든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세금이나 수신료의 형태로 등록기관에 저작물 이용료

를 납부하든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할 기급 조성에 필요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기금 조성의 최종적인 부담은 일반 소비자가 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부담한 사회적,

비용과 관련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안적 보상체제를

운용할 수 있는가가 어떠한 기금 조성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다.

기금분배3) (Distribution Of Funds)

대안적 보상체제의 마지막 요소는 모금된 기금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25) 기금을 분

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들이 제도 시행 전에 벌어들이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다.26) 저작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권자가 전체 기금 중 얼마

나 분배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27) 하지만 대안적 보상체제는 간접적인 지불방식 즉,

저작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접적인 지

불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작권자의 어떤 저작물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존의 지불방식에 비해 비교적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

의 정교한 집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 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counting)' ,‘
근거로 저작권자들에게 기금을 분배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8) 이러한 집계 프로그램의’ ‘
개발은 현재전세계적인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IT .29)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해킹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대안적 보상체제 도입의 기대되는 효과 및 문제점(2)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오늘날의 시장에서 광범위. ,

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자와 사용, ,

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다.30) 즉 유통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창작자는 보다 쉽게 자신의 저작물,

25)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02.

26)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1-672.

27) Id, at 672.

28) Id.

29) NAKAE Masayuki , OKAJO Sumitaka , HOSOMI Itaru , ICHIYAMA Shunji , ICHIKAWA Hiroshi, e“
-Learning ,システムにおける権利保護” IPSJ SIG Notes, 2001(85), 20-22 ; NINO Yuichi , NAKAMUR頁
A Nobutatsu , TAGUCHI Daigo , TANI Mikiya, Java“携帯電話向け 実行環境を用いた著作権管理システ

,ム” IPSJ SIG Notes, 2003(17), 34-39 .頁
30)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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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일반 사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저작,

물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는 자유롭게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해 자신의 사상이나. ,

감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31)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역시 다

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양질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

다.32) 셋째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저, .

작물 이용자의 상당수는 저작권 침해자이고,33) 이로 인해 소송비용 및 합법적인 온라인 저작물 이

용 향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은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자들을 합.

법적인 이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존에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선 저작권자들이.

현재의 배타적 권리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

한 권리의 포기는 저작권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저작물의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될 위험

을 가진다 다음으로 온라인상 저작물들이 한 기구나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권한과 자.

금이 집중되어 관료화나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보상체제의 운용에 따른.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될 수 있

다는 점이다.34)

유사제도3.

서설(1)

저작권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의 포괄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해 간접적,

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 매우 급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35)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

터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36)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하에서 가지의 유사제도에 대해3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38.

32)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5.

33) Id, at 676.

34) http://governancexborders.com/2010/01/30/extending-private-copying-levies-approaching-a-cultu

re-flat-rate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35) Id, at 673.

3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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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도(2)

강제허락제도1) (Compulsory Licenses)

강제허락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는 것이 어렵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다양, ,

한 이유들로 인해서 권리자가 원치 않을 때에 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37) 예를 들어 교과서를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저작권자.

는 자신의 저작물이 교과서를 만들 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다만 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

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38)

이러한 강제허락제도는 첫째 저작물의 개별 권리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통해, , ,

일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하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2) (Private Copying Levies)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차별적인 사적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39) 그렇다고 모든 사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하고 일반 공중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

을 것이다 그리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이다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이. .

제도는 복사기 녹음녹화기 공 테이프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설정징수하여 그 재원을 권리자, ,· ·
들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40)

이러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일견 대안적 보상체제와 가장 흡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사.

적복제보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적복제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 즉 제한,

이 핵심임에 반하여 대안적 보상체제는 일반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공연권 단체 제도3) (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공연권 단체 제도란 저작권 소유자들이 여러 공연권 단체 중에서 스스로 선호하는 단체를 선택

해 가입하고 그 단체가 직접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협상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

호하는 제도를 말한다.41) 즉 이용자들은 저작권자가 선택한 중개자 또는 공동단체와 협상을 하고,

37) Neil Netanel, supra note 18, at 31.

38)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4.

39) 나승성 전자거래법 한국학술정보 면, , , 2008, 375 .「 」
40) 나승성 위의 책 면, , 375 .

41) Tal Z. Zarsky, supra note 6, at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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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에 대가를 지불한다.42) 예를 들어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와 같은 미국 음악가 협회는 권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협회는 저작권And Publishers) ,

자들을 대신해 뮤직홀 바 이발소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

공연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을 대행한다.43) 국내에도 이미

다양한 종류의 저작자들을 위한 협회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이러한 공연권 단체 제도는 첫째 권리자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중심이 되는 기관이 존재하며 둘, ,

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자들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 포, ,

괄적인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하다.

소결4.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

킬 것이다 따라서 자칫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방법 모델인 대안적 보상체제가 저작권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저작권자들의 자발적. ,

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며 둘째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기금을 조성할 것이고 셋, , ,‘ ’ ‘ ’
째 누구에게 얼마나많은 기금을 분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안적, ,‘ ’ ‘ ’
보상체제의 유사제도들을 참고한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보상체제의 각국 사례III.

서 설1.

대안적 보상체제는 년경에 에 관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2003 P2P

작하였으며 미국의 윌리엄 피셔 교수 닐 네타넬 교수 제시카 리트먼, (Neil Netanel) , (Jessica

교수 등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제안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Litman) .44) 더욱이 대안적 보상체제

42) Id.

43) Id.

44) Volker Grassmuck, A Copyright Exception for Monetizing File-Sharing: A Proposal for Balancing“
User Freedom and Author Remuneration in the Brazilian Copyright Law Reform ,” RETHINKING
MUSIC -A Briefing Book-,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2011, a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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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슈화 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유형이 구성되어 버클리 대학

이나 맨 섬 등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었을 뿐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the Isle of Man)

법적으로 대안적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된 사례는 없다.45) 다만 대안적 보상체제를 각 저작권

협회와 간에 민사적 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에 등록된 이용자에OSP(Online Service Provider) OSP

게 포괄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가 저작권 협회에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민간OSP

에서 시도되는 모습이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한국 등 세계 각, , , , , , ,

지에서 보이고 있다.46) 특히 지금의 시도들은 학자들의 이론적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대안적 보상

체제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될 권리자들과 이용자 측에서 대안적 보상체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과 일부 정당의 정책으로 도입되거나 입법화의 일보직전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 전개가 더욱 주목된다 할 것이다.47)

향후 각국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보상체제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공적인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인 모델이다.48) 공적인 모델은 주로 대륙법계에서 년1950

대에 시작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기금을 걷는 주체가 정부냐 민간기구 인가에

따라 세금이냐 보상금인가의 용어가 구분된다.49) 사적인 모델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사적 복제에 대응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

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일컫는다 다만 사적인 모델에 정형화된 모델은 없으며 대신에 몇 가지 실제.

적인 기업 활동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등에서 그(Aat le's iTunes Music Store)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법조계에서도 웨스트로 와 렉시스 에서 이용자들의 유료 계정, (Westlaw) (Lexis)

을 통하여 자료에 접속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적인 모델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50)

45) Matt Earp, Andrew McDiarmid, An Investigation of 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for Music“
File-Sharing at UC Berkeley , UC 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 the degree of Master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stems, 2008, at 27-30.

46) Volker Grassmuck, "The World is Going Flat (-Rate)", the Institute of European Media Law,

미국의 사가 홍콩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법적 서비스 외에도 영국2009, at 15-18. Noank Media P2P

의 미국의 스웨덴의 프랑스의Playlouder MSP, Omnifone Qtrax, LAMP STIM, TeliaSonera Neuf

덴마크의 스페인의 러시아의 마지막으로 사가Cegetel, Orange telecom TDC Weblisten AllofMP3 Nokia

년 영국을 시작으로 년 월에 독일에서 노키아의 휴대폰에 적용되는 년 에 무제한 다운로드2008 2009 5 1 90$

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일정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

나 계획하고 있다.

47) 윤종수 앞의 논문 면, , 8-10 .

48) 년 월 일 방문http://p2pfoundation.net/Cultural_Flatrate (2011 8 24 ).

49) Yueyue Wang, "Fair Use and File Sharing in Research and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school of law,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09, at 133-134.

50) Id, at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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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보상체제의 적용시도와 사례2.

미국의 사례(1)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인 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발적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집단이용허락 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매달 달러(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10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는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를 제안한 바가 있고,51) 유통자 입장에서는

년부터 애플사가 아이튠즈를 통한 음원의 제공에 센트의 비용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2009 99

을 제거한 음악파일을 판매하도록 음반사와 협의를 마쳤고(Digital Rights Management) ,52) 음반사

들도 년 이전 년간 미국에서만 만 천여 건의 소송을 치룬 끝에 파일 공유자를 법정으로 끌2009 5 3 5

고 가기를 포기하고,53) 를 톨게이트와 같이 사용하여 인터넷 요금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전제로 워너 뮤직을 선두로 유니버설뮤직 소니 의 개 메이EMI, , BMG 4

저 음반사가 모두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벗어난 음원제공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54) 또한 미국의 교수들은 학계에서만 대안적 보상체제를 주장하지 않고 윌리엄 피셔 교수나 닐

네타넬 교수 등은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에 참가하여 대안적 보상체제를 실(Neil Netanel)

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5)

캐나다의 사례(2)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음악분야의 문제에서 대안적 보상체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저작권 위원회는 기존에 카세트테이프나 등에 있던 사적복제. MD, CD-RWs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하드 드라이브나 메모리칩을 통한 디지털 녹음기능이 있는 장치들 예를 들

어 와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보상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으나iPod MP3 ,56)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저

작권 위원회가 징수하는 기준이었던 부가가치세 면제 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zero-rating)

51) http://www.eff.org/wp/better-way-forward-voluntary-collective-licensing-music-file-sharing (2011

년 월 일 방문8 24 ).

52) Yueyue Wang, supra note 49, at 166-168.

53) 에두아르도 포터 모든 것의 가격 손민중 김홍래 공역 김영사 면, , , , , 2011. 212-214, 230-231 .「 」
54) 윤종수 앞의 논문 면, , 8-10 .

55) Volker Grassmuck, supra note 46, at 15-18.

56) Canadian Private Copying Collective v. Canadian Storage Media Alliance (2004), [2005] 2 F.C.

654, 247 D.L.R. (4th) 193, 2004 FCA 424 [CPCC cited to F.C.], leave to aat eal to S.C.C.

refused, [2005] 2 S.C.R.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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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캐나다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원은 디지털 녹음기능이 있는 장치들에게 보상금제

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캐나다 저작권법이 급격한 기술.

의 발전에 미국의 가내음원녹음법 과 마찬가지로(American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57) 이러한 캐나다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의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대상 확대를 통한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의 유사적

도입시도는 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고 동일하게 커먼로 계통의 영연방 국, (common law)

가에서 공적으로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비록 이들 일부국

가에 이미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유사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를 도입한 것

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58)

영국의 사례(3)

대안적 보상체제는 영국의 맨 섬 에서 실험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에(The Isle of Man)

게 매달 파운드를 부과하여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적 접속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1 .59) 맨

섬이 비독자적인 자치령으로 영국과의 관계가 종속적이지만은 않아서 영국의 정책이 맨 섬과 동일하

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또한 영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

서,60) 향후 영국의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만한 실험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61) 다만 맨 섬의 온라인 라이선스와 별개로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영국은

57) http://digital.law.washington.edu/dspace-law/bitstream/handle/1773.1/380/vol2_no4_art16.pdf?sequ
ence=1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58) J. F. DE BEER, "Copyrights, Federalism,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CANADA S PRIVATE’
COPYING LEVY", 51 McGill L.J. 같은 커먼로 국가인 호주도 문제된2006, at 755-757. (common law)
조문을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법령변경 없이 사적복제 보상금의 대상 확대에 반대한 캐나다와 유사한 결정
을 하였다.

59) http://www.gov.im/lib/docs/ebusiness/strategies/75charterisiomreportv32final.pdf 년 월 일(2011 8 24
방문 년 초기의 구상에서 진전되어 년에 맨 섬의 이용자는 법적으로 에 일정 정액을). p14. 2009 2010 ISP
지불하면서 다양한 패키지의 상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음원을 청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제한 스트리밍. ,
무제한 스트리밍 플러스 제한적 다운로드 무제한 스트리밍과 무제한 다운로드로 각각의 패키지 요금은 월,
별로 다르다.

60) http://www.wimanx.com/wp-content/uploads/2010/05/Terms-and-Conditions1.pdf 년 월 일(2011 8 24
방문 맨섬에 기반을 둔 의 소비자 규약을 실제로 참고로 해보면 조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 이). ISP 19 ISP
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1) Eitan Altman, Sulan Wong, Julio Rojas-Mora, Alireza Aram, Cooperative solutions to unauthoriz“
년 월 일ed download of copyrighted creations , available at http://scholar.google.co.kr/ (2011 8 24”

방문 다국적 연구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맨 섬의 포괄적). at 8-9.
이용허락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저작권자의 보상이 가.
능하고 이용자에 대한 끊임없는 법적 위협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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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로 새롭게 비영리단체와 저작권자 간 합리적 거래를 위한 음악 라이선싱 시스템(music

을 년 월 발표하였다 이는 비영리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licensing system) 2010 11 .

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대중에게 들려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영국의 저작권 단체인

과 에 각각 허락을 얻던PPL(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PRS(Performing Right Society)

것을 단일 창구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62) 다만 이 라이선스는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음악저작물을 기계나 라이브로 연주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개인이 온라인상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라이선스는 아니다 이 라이선스에 온라인상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

는 것은 영국이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와 같은 사적복제에 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63) 다만 이 라이선스의 구조는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하기에 향후 영국

에서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설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사례(4)

프랑스의 경우에 법적으로 년에2006 DADVSI(Loi sur le Droit d 'Auteur et des Droits Voisin’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는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s dans la Soci　t　de l'Information)

의 신저작권법을 입안하면서 공적 예술가 연합 이 제안한 글로벌 라이선- (Alliance Public-Artistes)

스라는64) 대안적 보상체제에 관한 조항을 넣을 계획이었으나 년 월 일에 하원에서 심의하2006 3 16

던 중 이 조항이 철회되어 결국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를 도입하지는 못하였다.65) 다만 민

간분야에서는 유튜브사와 프랑스 개 저작권단체3 ADAGP(La soci　t　fran　aise de gestion colle

ctive des droits d'auteur dans les arts visuels),66) SACD(La Soci　t　des Auteurs et Composi

와의 저작물 이용에 대teurs Dramatiques), SCAM(La Soci　t　Civile des Auteurs Multim　dia)

한 보상금 협약이 년 월 일 체결되었다 이 협약의 내용은 유튜브 사용자가 아니라 유튜브2010 11 25 .

62) http://www.ipo.gov.uk/about/press/press-release/press-release-2010/press-release-20101108.htm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63) Sulan Wong, Eitan Altman, Julio Rojas-Mora, Internet access: where law, economy, culture and“
영국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technology meet Preprint submitted to Elsevier 2010, at 9. , , , ,”

몰타는 국내법에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64) http://alliance.bugiweb.com/usr/Documents/DossierPresse-dec2005.pdf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65) , DADVSI DRM available at http://scholar.google.co.kr/　張 睿暎 “フランス新著作権法（ ）に おける 規制”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117-118 .頁

66) http://search.dnparchives.com/WEB/feature/adagp.html 년 월 일 방문 프랑스 그래픽아트(2011 8 24 ).

또는 조형예술작가협회 년 창설되어 년 재조직되었고 최근 프랑스의 주된 미술작가 조형작가 사1953 1986 , ,

진가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등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만 명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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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저작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함으로 향후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를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데 일보 다가서는 토대가 되는 사례이다.67)

독일의 사례(5)

독일의 경우에는 정당인 녹색당이68)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라고 볼 수 있는 문화 정액

제 를 프랑스의 법과(culture flat-rate) HADOPI 69) 같이 저작권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시 단계별로 제제를 강화하는 진 아웃 계획의 대안으로 최근 제안하고 있다3 .70) 독일의 문화 정액

제는 미국의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제안을 기초로 기존의 독일 법에 있던 비상업적 사적 복제 허

가에 대한 방송복제 기기에 대한 법정 보상금이 이미 대안적 보상체제의 부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 평가하여 이에 더하여 개인 간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허

가를 허여하고 가능한 한 들에게서 걷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용 속도를 차별적으로 관리하며, ISP ,

공정하게 부과된 요금을 징수하는 집중적 관리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71)

다른 독일 정당인 기민당도 향후 저작권자의 보호수단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한 대안적 보

상체제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다.72) 독일에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독일의 각 단체들은 두 가지로 입장이 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IT

산업체들과 상업적 이용자들이 있고 이들 중에는 BITKOM(The Branchenverband Informationswir

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BDI(the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안적trie), DIHK(the Deutscher Industrie & Handelskammertag) .

보상체제를 찬성하고는 있으나 은 이용자에게서 직접적 징수를 와 는 물건판매 가BITKOM BDI DIHK

6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면,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 2010 , 72-73 .「 」
68) http://www.cognitivecombine.com/2010/05/greens-in-austria-offer-cultural-flat-rate-as-solution

-to-piracy/ 년 월 일 방문 독일의 녹색당만이 아닌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녹색당도 같은 의견(2011 8 24 ).

을 취하고 있다.

69) 최현아 인터넷의 창작 보호와 상영 활성화에 관한 하도피법을 둘러싼 논쟁 방송통신분쟁 통권, , , 7“ ” 「 」
호 면 하도피, 2009, 35 . (Hadopi: la Haute Autorit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란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와 작품 상영을 위한 최고기관을 뜻한다 창작과 인터des Droits sur Internet) . ‘
넷에 관한 법이라고도 불리는 하도피법은 인터넷상의 창작물 불법 다운로드 통제에 관한 법이자 불법행위’
를 처벌할 수 있는 최고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70) Volker Grassmuck, supra note 46, at 2-3.

71) supra note 48.

72) Dirk G nnewig, "New Copyright for the Digital Age: Political Conflicts in Germany", Eberhardű
Becker, Willms Buhse, Dirk G nnewig, Niels Rump ed.ű Digital Rights Management,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03. at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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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포함하는 간접적 징수를 선호하고 있다.73) 다른 편은 저작권 관리 단체와 작가들 그리고 문화

위원회 가 포함된다 이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개인적 보상체제에 대해서 비용의(Kulturrat) .

증가가 될 것이고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는 저작권 관리단체의 업무의 효용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74) 특히 독일 음악 산업 협회는 거대 기구의 관료화 비용 부담의 형평성 저작권자의 저, ,

작물에 관한 권리제한 국제법과의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녹색당이 제안한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5)

폴란드의 사례(6)

폴란드에서는 다양한 저작물 예를 들어 음악 영화 책 게임 소프트웨어와 사진들이 법적으로, , , ,

허가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요금은 개별 아이템 당 계산되어 지.

불되고 게다가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료 서비스로 광고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VOD

다.76) 폴란드 저작권법은 년 개정되어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을 음악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2002

에 실연자에게 제작자에게 배분하고 있고 영상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에 실50%, 25%, 25% , 35%,

연자에게 제작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이는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에만 해당되고 업25%, 35% ,

로드나 파일 공유는 사적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77) 이와 같은 내용에서 비추어 볼 때 폴란드는

사적복제 보상제도의 법규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를 시행하는 경우라

고 판단된다.

사 브라질의 사례.

저작권 강화방안이 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한다면 한국과 같이 저작

권을 수출하기보다 수입하게 되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브라질이 최근에 저작권을 개정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는 것은 대안적 보상체제에 관하여 보다 우리가 가진 입장과 유사하므로 우리가 대안적 보

상체제를 논의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년 제정되었던 저작권법을 년. 1998 2011

에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대안적 보상체제에 관한 논의도 하였다.78) 브라질 문화부 장관

73) Id, at 548-549.

74) Id, at 553.

75) supra note 34.

76) Krzysztof Wojciechowski, “Poland” The Admissibility of a Culture Flat-Rate under National and E

uropean Law, Institute of European Media Law with provet Saarbr　cken/Kassel, 2009, at 28-29.

77) Id, at 33-34.

78) Volker Grassmuck, supra note 44, a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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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라질 현 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 집중 관리제도의 확장을(Brazilian Ministry of Culture)

통해서 사적 복제의 예외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집중 관리제도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

로 방향을 잡았으며 브라질 문화부 산하에 브라질 저작권 관리기구(Instituto Brasileiro de Direito

를 설치하여 등록된 저작물의 관리와 분쟁조정 및 다운로드 되는 저작물의 보상금을 담당하Autoral)

게 하였다.79) 개정되는 브라질 저작권법의 조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대안적 보상체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집중 관리제도가 강화된 모습을 개정안 제 조에서 제 조까지 확인해 볼 수 있97 100

다.80) 이는 저작물을 단일 기구의 관리 하에 두는 모습으로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의 이론

적인 구조와 유사하다.

일본의 사례(7)

일본에서 대안적 보상체제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만 논의가 있는 정도

이다.81) 일본이 이렇게 대안적 보상체제에 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본 음원콘텐츠에

대한 사업자 간의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고,82) 이 중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와 방송(JASRAC)

국간의 정액제 거래는 일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독점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받을 정도로 굳

건하다.83) 또한 일본은 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음반대여점과 국1993

내가전기기 메이커들의 로비로 디지털 저작권 처리기관을 설치하였고 이 결과로 일본에서는 개인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이 개인이 음원의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디

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사용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한 계속해서 소유하게 되었다.84) 일반사단법인인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에서85) 위와 같은 디지털 음원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

79) Id, at 50-51.

80) http://www.gpopai.usp.br/blogs/files/2010/08/brazilian_copyright_bill_consolidated_june_2010.pdf (2011

년 월 일 방문8 24 ).

81) , , PCS太下義之 生貝直人 “コンテンツ流通促進策の再検討と （公的補償システム）の導入および 著作権情報
년 월 일available at http://scholar.google.co.kr/ (2011 8 24データベース間の相互接続の推進について”

방문), 7-10 ; : , 2010, 163-166, 170-175頁 福井健策 著 「著作權の世紀 變わる 情報の獨占制度」 集英社
;頁 吉田邦彦 著“「知的所有法・サイバー法」原論の試み“ 田村善之 編著 「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學の創成」

참조, 2008, 135-136 .有斐閣 頁
82) http://www.cdc.or.jp/ 년 월 일 방문 일본의 경우 일반사단법인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가 구(2011 8 24 ).

성되어 저작권과 관련한 정보처리를 일원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83) 안창현 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의 갈등 방송통신분쟁 통권 호, JASRAC , , 7 , 2009,“ ” 「 」
면27-29 .

84) Salil K. Mehra, THE IPOD TAX: WHY THE DIGITAL COPYRIGHT SYSTEM OF AMERICAN LAW“
PROFESSORS' DREAMS FAILED IN JAPAN ,” 79 U. Colo. L. Rev. 421, 2008, at 452-453.

85) 년 월 일 방문http://www.sarah.or.jp/ (201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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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가 이미 도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의 시점에서 향후 사적복제보상금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 특유의 하드디스크 내장형 텔레비전

방송 녹화용 수상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과 일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스마트 폰 및 아

이 패드와 같은 무선 인터넷 기기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범위와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비

용을 재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86)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출판이나 음원의 인세율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향후 일본에서 대안적 보상체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87)

한국의 사례(8)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는 않다 일부 논문에서 외국의.

사례가 소개되는 정도이며 그나마 최근 다음 에서 와 관련하여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 (Daum) UCC

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표시한 정도이다.88) 한국에서 이와 같이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논의가 미약한 이유는 이용자 측에서는 이미 음원서비스에 있어서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음원을 다

운로드 받는 서비스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가 이미 도입된 것과 마

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공적인 모델의 대안적 보상체제와 유사한 법정허락제도나,

집중관리제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 이미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에 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유통자의 위치가 저작권자보다

강한 제도적 구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며,89)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역시 여전히 만

연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원 이외의 특히 영상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안적 보상체제나 유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활

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6) , IPSJ SIG Notes, 2007(51), 28 .山地 克郎 “著作権法改正の動向と今後の課題” 頁
87) , , . , Journal of the Japan Informa稲垣 耕作 天野 真家 天野 雅貴 “情報社会における著作権制度の諸問題”

일본의 출판사의 인세는 이나 아마존사는 의 인세를 제안tion-culture Society 17(1), 2010. 9 . 10% 70%頁
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음원의 인세도 밖에 안 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배급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6%

인세를 인상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

8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 ,「 」
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음 이 음악 개 집중관리단체와 협약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2009. 122 . (Daum) 3“

고객이 를 제작함에 있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UCC

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창작을 할 수 있고 다음 은 더욱 많은 이용. , (Daum)

자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

여하는 방식의 법률 개정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89) 지성우 최민재 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 32 2 ,“ ” 「法學論叢」第 卷 第 號

면2008. 30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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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저작권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

가 어떻게 지불하고 수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90) 각국의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미 유사한 제도들이 있으므로 결국 기존에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터넷 기술과 저장기술.

그리고 새로운 매체와 기계들은 우리의 사회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91) 일본 저작권법의 년 개정같이 그들 모두를 불법화2010

시키는 식의 입법도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과는 괴리가 있으며 저작,

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92)

따라서 대안적 보상체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과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지만,93) 이제 한국에

서도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된다 온라인 콘텐츠는 더.

이상 나 서적같이 물 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딩 환경에서 온라인상 사용권만을 거래하CD ( )物
는 시점에 도달하였고,94)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기존 저작권자의 물권에 기초한 배타적 권리를 강

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95) 특히 한국의

저작물 유통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

욱이 유통사 및 제작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저작권자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

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공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이용자는 보다 수월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익이 발생한 자에게는 정당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96)

90) 윌리엄 랜디스 리처드 포스너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정갑주 정병석 정기화 공역 일조M. , A. , , , , ,「 」
각 면 또한 선행저작권자와 후행저작권좌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 108-109 . .

91) http://www.wipo.int/copyright/en/ecommerce/ip_survey/chap3.html#_ftnref212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92) 외 앞의 논문 년 월부터 일본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다운로드를 비 합법화, , 7 . 2010 1 30 1 3稲垣 耕作 頁
하는 개정을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 강화의 개정에서 부지 간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위법화.

하면서 사용자의 인식 없이 일상적 인터넷 사용시에도 부지 간에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치명적

하자가 있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93) S. J. Liebowitz, Alternative Copyright Systems: The Problems with a Compulsory License ,“ ”
년 월 일 방문available at http://scholar.google.co.kr/ (2011 8 24 ), at 11-14.

94) Henky Agusleo, Dennis Shen, Digital Media: The Next Web Frontier, Cisco Internet Business Soluti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범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ons Group (IBSG), 2008, at 8-10. - .

95) http://www.valvesoftware.com/company/ 년 월 일 방문 게임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년부(2011 8 24 ). 2008

터 시작된 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만 이상의 유저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valve steam 3000

인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이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볼 때 향후 온라인상 사용권이 저. steam , ‘ ’
작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96) 이창후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철학사상 권 면, 25 , 2007, 153-1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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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보상체제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Ⅳ

서설1.

대안적 보상체제 도입 시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기대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와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전면적으로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97)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이 높은 교육 분야로 한정하여 국내

에서 대안적 보상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교육 분야에는 대안적 보상.

체제의 유사제도인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es)98) 즉 교육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를, 99)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한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이에 더 나.

아가 공익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나 현행 저작권법 제 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육기관과 대상의25

범위를 살펴보고 대안적 보상체제를 통해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더 많은 권리, .

자들 이용자들이 상생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대안적 보상체제의 국내 도입2.

등록 저작물의 선정 및 범위(1)

대안적 보상체제에서 등록되는 저작물을 특정할 때,100) 저작물을 강제적으로 등록하고 원하지

않는 저작물을 제외하는 방식과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 원하는 저작물만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후자가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 베른협약 및 국제조약들의 기본방침인 무. ,

방식주의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인정에 동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101) 이용저작물의 범위에

있어서는 닐 네타넬 교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미공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자는

97) VILLE OKSANEN, MIKKO V　LIM　KI, COPYRIGHT LEVIES AS AN ALTERNATIVE COMPENSATIO“
N METHOD FOR RECORDING ARTIS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Review of Econo

mic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핀란드의 사례를 기초로 대안적 보상체, vol. 2(2), 2005, at 30-34.

제의 도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국제적인 저작권 조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98) Neil Netanel, supra note 18, at 31.

99) 저작권법 제 조25

100) 윤종수 앞의 논문 면 이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저작물 보상금 분배기준인 저작물의 인기도, , 3 . ‘
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인기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popularity) . (popularity)’ ‘ ’

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저작물의 사용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

101) 윤종수 위의 논문 면, , 16-17 .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교육목적 저작물을 중심으로-

▶55

제안102)과 윌리엄 피셔 교수의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만 적용하자는 제안103) 등이 있다 교육.

목적 이용 저작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닐 네타넬 교수의 제안은 너무 광범위하며 윌리엄 피셔 교

수의 제안은 너무 한정적이다 따라서 이 둘의 제안을 절충해서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을 위해 이용되.

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으로 그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 , .

그 밖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교육목적을 위해 이용되지만 그 활용도가 높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단,

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기존 질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용자와 이용행위의 범위(2)

대안적 보상체제에서 이용자를 한정하는 방법은 강제적 포섭방식104)과 자발적 참여방식105)이 있

으나 국내 교육에 대안적 보상체제를 도입할 경우 자발적 참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

인다 왜냐하면 강제적 포섭방식을 적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보상체제의 운영상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다음에서 논의할 대안.

적 보상체제를 적용할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수의 학자들은 비영리적이용. ‘ ’ 106)에 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비영리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 ,‘ ’
리적 기관이지만 공익적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사설학원107) 등을 그 교육 목적의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해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에만 대상을 한정하자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다.108) 왜냐

하면 온라인 콘텐츠로 한정하는 것이 저작물의 인기도 를 기준으로 보상기금을 조성 권리(popularity) ,

자에게 분배하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기금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 분배를 위한 객관적 기준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용통계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

를 사용하는 범위는 온라인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를 오프라인. ,

수업이나 자료 등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교육은 온라인상에만 제한되. ,

102) Neil Netanel, supra note 18, at 83-84.

103) William W. Fisher, supra note 1, at 217.

104) 윤종수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저스티스 제 호 면 모든 사람의 자유로, UCC , 106 , 2008. 15 .“ ” 「 」
운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

105) 윤종수 위의 논문 면 참여자에게만 대안적 보상체제를 적용하는 것, , 15 . .

106) Neil Netanel, supra note 18, at 42-43.

107)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영어 등의 사설학원,

108) 윤종수 위의 논문 면,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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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 등에 활용할 때에도 그 자. ,

료의 구입을 온라인상으로 제한하고 오프라인 사용에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한 횟수를 적절히

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 빈도를 체계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

무임승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안적 보상체제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은 일정 이용료. ,

외에 저작물의 사용량이나 횟수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라인상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대상 검토(3)

기존 교육 목적 보상금 제외 기관 대학교재 학습서 참고서1) ( , , )

년 기준으로 대학생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2010 6%109)이다 이는 초등학생. 6.4 %,

중학생 고등학생3.9%, 4.2%110) 등과 비교해 볼 때 중등교육과정의 학생 수 보다는 비중이 적으나,

기초교육과정의 학생 수 와는 엇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대학과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과 또한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기능에 있어서 공익적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의 교재와 대학교· ·
재에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열거. , 25 1

되지 않는 교재들 즉 대학교재와 기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서나,

참고서들도 대안적 보상체제가 도입될 때 공익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이들

역시 대안적 보상체제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대학의 교재나 기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

사용하는 학습서 참고서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과서, 111)와 같이 일정한 기관에서 나오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출판되므로 사전에 대학교재에 사용될 목적 중 고등학교 학습용 도서, ,

등으로 출판하는 교재에 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유료논문 학술지 간행물 단행본2) , , ,

현재 학술논문이나 학술지 등은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학회나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위탁 양도받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112) 또 이것을 유통하는 기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

109)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표 참조 년 기준 우리나라 총 대학생 수 대학원생 포함 는 약, 2010 , . 2010 ( )“ ”
만 명이며 인구 만 명당 약 명으로 인구 명 당 명을 의미한다310 , 640 100 6 .

110) 통계청 청소년 통계 면, 2011 , 2011, 4 .“ ”
111)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 .

112) 우지숙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학술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유통에 관한 저자의 의식 연구 한국방송, - ,“ ” 「
학보 제 호 면23-3 , 2009.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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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 기관과(KERIS) 113)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상업 데이(KISS), (DBPia)

터베이스 기관이 있다.114) 이들 논문 중에 유료논문이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단체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예를 들면 대학생의 경우. ,

대학이 국회전자도서관1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운영하는, (KERIS) RISS116)등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기관이나 한국학술정보(KISS)117)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인 로앤비, (lawnb)118) 등의 상업 데이터베이스

기관과 계약을 맺어 해당 대학의 학생인 경우 개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논문이나 학술지,

단행본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도서관이 해당기관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수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사용은 대안적 보상체, .

제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써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에 더 보.

충하여 대학생의 경우는 보다 더 폭넓은 학문 연구를 위해 대학이 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기관,

과 계약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처럼 데이터베이스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반 시민이나 연구자들의 경우에,

도 보다 더 학문적인 저작물에 접근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119) 현재 전체 논문 중 유료 데이

터베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유료논문은 38.9120) 를 차지한다 이러한 학술저작물의 상업화가 개인% .

이 자유롭게 학술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연구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주며 학문발, ,

전을 위한 연구 성과의 공유 토론 상호 비판을 어렵게 해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 ,

다.121) 그래서 이들 논문 가운데 공공기금에 의한 논문은 오픈액세스, (Open Access)122)로 하자는

113) 데이터베이스 년 월 일 방문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http://100.naver.com/ s.v. " (data base)" (2011 8 24 ).

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114) 우지숙 위의 논문 면, , 143 .

115) http://www.nanet.go.kr/main.jsp 년 월 일 방문 국회전자도서관과 협의회 기관인 대학 시(2011 8 24 ). ,

청 도서관 사회기관 등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거나 해당기관에 있는 국회도서관용 를 통, , , PC

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116) http://www.riss.kr/index.do 년 월 일 방문 국내 및 해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 강(2011 8 24 ). , , ,

의 등이 있다.

117) http://kiss.kstudy.com/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118) http://www.lawnb.com/ 년 월 일 방문(2011 8 24 ).

119) 일반 시민들이 유료 학술 자료의 경우 국회협의회 기관인 도서관 시 구청 정보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이, ,

용할 수 있다.

120) 정경희 오픈액세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 , accessed at cfile226.uf.daum.net/attach/1841824E4DD09EBB18F513“ ”
년 월 일 방문 면(2011 8 24 ). 15 .

121)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 ,“ ” 「
탁보고서 , 2010.」

122)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93457&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년 월 일방문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공감코리아보도자료 년 월 일방문 이용료와저작권과(2011 8 24 ). , . (2011 8 24 ) “
관계없이누구나어디서든지인터넷을통해각종학술연구성과물들을자유롭게공유할수있도록하는개념이다 단. ,”
저작권자가오픈액세스를사전에허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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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123)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한 정책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산출, , , ,

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오픈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24) 이러한 해외 무료 사이트는 DOAJ125), J-Stage126) 등이 있

다 공공기금에 의한 논문 외에 대학구성원이나 연구소 등의 개인 또는 기관논문 등에도 학문의 발.

전을 위해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적 보상체제를 통한 포괄적 이용허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논문 사이트에 정액제 등으로 가입하고 보다 많은 논문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예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제공하는. (KERIS) PQDT127)(ProQuest Dissertation and

서비스는 교수와 대학원생에 한해 해외논문구매대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논문 한Thesis) ,‘ ’
건 당 원으로 년간 교수는 회 대학원생은 회 지원받는다14100 1 15 , 10 .

저작권자들은 논문의 개인적 가치와 공유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128)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논문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상이 긍정적이80%

다.129) 또 저자의 학술논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긍정적인, ,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130) 따라서 학술논문의 사회적 공유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더, ,

많은 사람들이 논문 및 학술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도록 대안적 보상체제의 적

절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23)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348529.html 년 월 일 방문 한국경제(2011 8 24 ).

신문 과학지식도 소수 전유물에서 벗어나야 기사 방문 네이처 사이언스 등은 값, , 2009.4.7 (2011.8.6. ) ,“ ”
비싼 구독료에 반대해 과학 학술 논문을 오픈 액세스 저널로 발간하는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는 무료 공개 온라인 과학 학술지인 아이비시 등이 있다.‘ ’
124)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93457&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년 월 일방문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공감코리아보도자료 년 월 일방문(2011 8 24 ). , . (2011 8 24 )

125) http://www.doaj.org/ 년 월 일 방문 전 세계 약 여종의 저널을 제공한다(2011 8 24 ). 6100 Open Access .

126) http://www.jstage.jst.go.jp/browse/ 년 월 일 방문 일본 과학 기술 분야 전자저널 원문을 제(2011 8 24 ).

공한다.

127) http://pqdtopen.proquest.com/ 년 월 일 방문 세계 유일의 해외 석 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2011 8 24 ). ,

이스로써 년 자료부터 있다 북미 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개 대학의 모든 학문관련 논문1861 . , 1440

이 등재되어 있다.

128) 우지숙 앞의 논문 면 논문의 학문적 성과 인정 및 논문을 읽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답한, , 153 .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와 를 차지했다91.5% 92.7% .

129) 우지숙 위의 논문 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 153 .

중 본인의 논문이 학술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의견은96.3%,

였다81.7% .

130) 우지숙 위의 논문 면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의견 중 그렇지 않다는 의, , 153 . 38.4%,

견은 였다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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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의 교재와 수업3)

사설학원 가운데서도 공익적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학원들에 한해서는 대안적 보상체제의 이

용자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사설학원 초중고등. , , · ·
학교 학습 관련 학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방과 후 수업가운데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경우 등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교육 비율은 년 기준. 2010 73.6%131)를 차지하며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5.6%132)에 달한다 이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과 방과 후 교. · ·
육 등에 참여하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공교육의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사교육에 한해서는 비록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그 교육의 목적과 기여도를 고려해 대안적 보상체제에 편입시킬 필

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저작물을 보다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설학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암암리에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못했던 현실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합리적인 권리보.

호 대안을 마련해주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닝 교재와 강의4) (e-learning)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제 조는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 ) 2 , .“
루어지는 학습 으로 이러닝 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닝을 주체에 따라 나누면 공급자는(e-learning) . ,”
초중고 대학 사이버대학 기업 공공부문 평생교육기관 등이 있고, , , , , ,· · 133) 사설학원 사업자 등이 있

다.134) 수요자는 주로 정규 교육기관135)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있다, , , .136) 그러나 이러

닝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저작권법 제 조와 관련한 법적문제. 25 137),

제 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28 ‘ ’ 138) 제 조 영리를 목적, 29 ‘
으로 하는 공연 방송이 온라인 콘텐츠에 허용되는지 여부 제 조 시험문제가 복제 배포를 넘어, , 32 ,’ ‘ ’
이러닝을 위해 전송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하는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 139) 거기에 더해서 미

국의 공정이용 의 도입 여부(fair use) 140) 제 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중에 컴퓨터음성정보, 33

131) 통계청 청소년 통계 면 학교별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의 참, 2011 , 2011, 12 . 86,78%, 72.2%, 61%“ ”
여율이 있다.

132) 통계청 위의 자료 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해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 , 14 . , 45%,

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로 일반계고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50%, 84.6%, 61.1% .

133) 한태인 김동석 이러닝 산업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2002.“ ”
134) 이광세 이러닝 산업현황 저작권 포럼 면, , , 2010. 12 .“ ”
135) 초중고대학 전체 정규교육기관.

136) 이광세 위의 보고서 면, . 12 .

137) 이규호 이러닝 등 이용 활성화 방안 저작권 포럼 면, , , 2009. 99-101 .“ ”
138) 이해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저작권 포럼 면, , , 2009. 66-73 .“ ”
139) 이해완 위의 보고서 면, , 7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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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141) 등도 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문제

들이다 따라서 이러닝을 대안적 보상체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 조항.

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이러닝과 관련하여 대안적 보상체제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보상체제가 이러닝을 위해 도입된다면 이러닝 콘텐츠 제작자들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

하고 원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데 드는, . ,

시간과 비용이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 사교육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러닝 콘텐츠를, .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

한 이러닝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원저작물이 활용될 것이고 이는 다시 원저작권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이 공중에 더 많.

이 노출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활용을 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

욱이 이러닝의 공공재적 성격이 갖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수성도 대안적 보상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이다.142)

이용방식 보상기금의 조성과 규모 배분(4) ( , )

지금까지 교육을 중심으로 대안적 보상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공교육.

의 보상금 제도와 차별화하여 대안이 되는 제도이므로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기존 보상금 제도의 규

모와 범위 등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교육 목적 저작물 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 143)

보상금액의 구체적 기준과 조성 방법 배분의 문제는 관련 기관과 학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중하, ,

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교재나 학습 참고서의 출판사 사설학원 운영자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자 등은 해당기관에, ,

그 보상기금을 지불해야 하고 보상금액의 기준은 기존 공교육 보상금보다 현실적인 보상액이 저작,

권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보상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저작권자 입장에. , ,

서는 굳이 현저하게 낮은 저작물 사용료를 받으며 자신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할 동기가 마련되지 않

140) 이해완 위의 보고서 면, , 59-66, 101-102 .

141) 안성경 이러닝에 관한 현행저작권법의 규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 ” 「
면n , Vol. 20, No.2, 2008. 89 .」

142) 김형걸 이러닝 산업과 저작권 보호의 효율적 조화를 위한 법제도 저작권 포럼 면, , , 2010. 72 .“ ”
143)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저작권문화 면 수업목적보상금 제도는, , , 2011-7. 21 . 2006“ ” 「 」

년 마련되었지만 대학과 저작권자간의 이해관계 해당기관의 조율 등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 2011

년 월 일 보상금 기준을 겨우 마련하였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4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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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대량화 된다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양질의 문화가 생, ,

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상금 기준과 분배에 있어서 기존 대학의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의 산정방식144)과 배분방법145) 등을 좋은 표본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소결3.

년에 파악된 저작권 침해건수는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참고서가2010

만 편과 학술서적이 만 편이었고 오프라인으로는 참고서 만 편과 학술서적548 1341 455 7395 345 5201

만 편의 침해행위가 있었다311 8179 .146) 침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반하여 침해금액은 온라인의 경우

유통단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한다 다만 학술서적의 경우 온.

라인으로도 유통단가가 편당 원으로 다른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단가가 권당 원 범위인 것에2610 10

비하면 매우 가치가 있다.147) 이렇게 산정된 구체적 침해금액은 학술서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89

억 만 원 오프라인으로는 억 만 원이고 참고서가 온라인으로는 만3466 1620 , 426 8319 3242 1459 5761

원 오프라인으로는 억 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249 7972 1150 .148) 다만 구체적인 침해금액이 아닌 이를

통해 상실한 손해로 전체적인 시장침해 금액을 산정해 보면 참고서의 온라인상 침해규모는 억176

만 원 학술서적의 온라인상 침해규모는 억 만원으로 나타났다9273 975 103 6,257 .149)

대안적 보상체제는 단순히 저작권자의 침해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더욱더 널

리 사용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상의 구체적인 침해건수와 금액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침

해 금액에 맞추어 그 보상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대안적 보상체제가 교육목,

적을 위하여 도입될 경우 학술서적과 참고서의 온라인상 침해액과 관련해서는 연간 억 가량의280

보상금의 지급이 최소한 필요해진다 이들 재원을 순수 대학등록금으로 해결한다고 상정해 보았을.

때 전국의 대학생 수는 약 만 명으로 인당 연간 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310 1 9000 .

대안적 보상체제가 대학생만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세금이나 기타 보조금에· ·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시킨다면 인당 부담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안적 보1 .

144)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이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이 이용에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

145)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저작권문화 면 대학이 개별적으로 저작권, , , 2011-7. 23 .“ ” 「 」
자를 찾지 않고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하면 이 단체가 저작권자에게, ( ) ,

보상금을 지불한다 이 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4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2011 ,「 」
보호센터 면, 2011, 214 .

14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위의 책 면, , 215 .

14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위의 책 면, , 216-217 .

14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위의 책 면, , 26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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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등록 저작물의 선정과 범위 이용자와 이용저작물의 범위 보상기, , ,

금의 조성과 규모 배분 방식 등에 있어서 관련 제도 기관과 학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중하고 합, , ,

리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대안적 보상체제가 보다 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거나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응을 해왔다.150)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와 기술 시장의 변화로 인해 계속되는, ,

법적 제어와 기술적 보호조치로도 저작권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욕구와 사용이 나날이 커지면서 적법한 시.

장도 형성되고 있지만 불법 저작물의 유통도 활발해져서 시장의 실패와 함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새로운 권리구제방법인 대안적 보상체제를 모색해보았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살펴보.‘ ’
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저작권법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 .

입함으로써 다음의 몇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교육 목적 저작권 제한과 보상금 제도에서 더 나아가 이를 확대 보완하며 차별성을, ,

두어 저작권자의 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보상해줄 수 있다.151)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고

취시키며 이는 더 많은 양질의 창작물 생산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둘째 이용자의 편리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더 많은 저작물을 쉽게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 ,

로 이용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 이는 교육 수혜자인 초중고, ,

대학 이러닝 학습자 기업 및 각종 기관의 피교육자 일반 국민 등에게 직접 혜택을 주게 될 것이, , ,

다 따라서 공익적 교육의 질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152)

셋째 기존 저작물 거래 시장의 실패들을 바로 잡기 위해 드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거래비용을,

150) 이해완 앞의 보고서 면, , 3-4 .

151)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인격권 제 조 저작재산권 제 조 을 보호해주며 나아가 헌법 제( 11-13 ), ( 16-22 ) , 22

조 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제 조 재산권 보호 조항과 뜻을 같이한다2 23 .

152) 헌법 제 조 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 조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목적과 일치한다22 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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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법적 통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

심리적 인식적 혼돈, 153)에 따른 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 거부감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안적 보상체제는 아직 실험단계이므로 실효성 있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신,

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사회적 제도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 . ,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와 이용자들의 사용도모를 통해 문화의 향상과 발달154)을 목적으로 하는 저

작권법의 기본이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별히 교육을 위, .

해 이 제도를 살펴보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분야와 범위에 확대할 유용성 또한 충분히 있을 것이다.

153)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 , , “
구 한국방송학보 면 참조, 22-2, 2008. 140-163 .” 「 」

154) 저작권법 제 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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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유이용 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연구
:: 강경원 권순민 김소연 광운대학교 법학과, , ( )

서 론I.

웹 시대와 공공저작물1. 2.0

최근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으로 대표되는 웹 2.01) 환경 속에서 오픈에이피아이

(Open-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2)와 매쉬업(Mash-up)3) 기술의 발전은

각종 원천정보저작물의 수요를 대폭 창출하고 있다.· 4)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학사과정*

1) 웹 은 년 월 미국 오라일리 미디어의 부사장 데일 도허티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당시에는 뚜렷2.0 2004 10 ,

한 개념정의 없이 웹 사용자들이 바라는 웹의 모습과 성공한 웹 비즈니스의 특징을 시장에서 발견해 설명

하였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라는 용어는 구글에서 만 건 이상 웹 은 만. Web 2.0 8700 , 2.0 160‘ ’ ‘ ’
건 이상 인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 공유 개방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 , ,

스 차세대 웹들을 통칭하는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창호 의 의의와, . , Web 2.0“
현황 지재권 정책연구반 발표자료집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 전종홍이승윤 웹 기술 현, , , 2007 ; , 2.0” 『 』 · “
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권 제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1 5 , , 2006, 142 ; ,” 『 』
웹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면 참고2.0 , , 2007, 7 .『 』

2) 고전적인 의미의 란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API

스로 파일제어 윈도우제어 화상처리 문자제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가 특정 스펙에 종속되던 형태에, , , . API

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접근방법을 공개한 것을 Open-API

라고 할 수 있다 즉 는 해당 서비스로 접근하기 위한 규약 또는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Open API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공정보의 공개형 제공 및 정보활용을 위한 기반조사 연구 면, API , 2007, 15 .『 』
3) 매쉬업이란 용어는 원래 음악 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가수나 가 보통 장르가 다른 어떤 음악의 곡DJ

에 다른 음악의 노래 가사를 조합시켜 새로운 하나의 곡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웹 기술의 하. 2.0

나인 매쉬업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서로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

텐츠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은희 웹 시대의 공공 서비스. , Government 2.0, 2.0 , SW“ ” 『
정책리포트 제 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면Insight 19 , , 2007, 7 .』

4)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이른바 이라는 새로운 패. Government 2.0

러다임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개념은 가 자신의 저서 에서 정보기술로. William Egger Government 2.0‘ ’
인한 미래의 정부의 모습을 논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서 웹 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미래의 정, 2.0

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와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효율

적인 정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 면. , 7 .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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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

하여 최근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나 통일적인 제공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각종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민간부문에 상당한 장애로 작

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5)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과 자유이용라이선스2.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자 년 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2010 3 ,

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공동주체로 하는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 ‘ ’
하여 정책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과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공공저작물「 」 「 」
의 민간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6) 행전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아 년 월 공공정보 제공 지침 을 마련하고 정책지원기관인2010 4 「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국가 포럼을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DB

하였다.7)

이처럼 정책당국이 민간부문의 수요에 구체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공공저작물의 제공과 유통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

제공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의 유통에 따른 분쟁 및 갈등, ,

저작권 미처리로 인한 제공의 지연보류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하는가에 달려있음에도 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은 다소 미진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유이용라이선스의 도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8) 이는 공

5)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설문 결과 공공기간과의 정보 활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 과정을 거치 않는 경우가 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61.6% .’ ·
공기관의 설문 결과 공공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이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저‘ ’ ‘
작권 분쟁 등을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요건으로 법적 근거’ ‘
마련 제공절차 마련 민간활용 가능 정보 목록의 공개 정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의 명확화 순, , ,’ ‘ ’ ‘ ’ ‘ ’
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 조사 결과보고. ,『
서 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현황 및 공공정보 활용 인식 조사 결과보고, 2008, 19 ; ,』 『
서 면 참고, 2006, 33-42 .』

6) 권헌영 외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 포럼 면, , DB , 2010, 30 .『 』 ․
7)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공청회 자료집 면, , 2010, 4 .『 』
8) 년 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저작물에 열린2011 5 ‘ ’ ‘

정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공유저2011 7 12 ,’ ‘
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이 출범하여 제도기반조성 분과에서 공공라이선스 개발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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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스스로가 이용허락약관을 공공저작물에 적용하여 어떠한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민

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전적 의사표시시스템으로써 기존의 저작권 권리처리와 제

공절차의 문제점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소고의 범위3.

현재까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생성되어 그·
저작권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활용과 제공절차에 관한 정책적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9)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창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권리귀속과·
보유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공공저작물을 민간 활용의 범주 안에 포섭시키려,

는 시도는 비교적 등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종류를 보다 심도 있게.

분류하고 공공저작물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여 자유이용,

라이선스의 구체적 도입을 고민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

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해외와 국내 법제의 차이점과 도입 가능성을 비교분석하기로 한

다 또한 자유이용라이선스의 도입 이전에 정책적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선행과제와 함께 공공. ·
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을 제언할 것이다.

공공저작물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의의II.

공공저작물의 의의와 주요법률관계1.

공공저작물의 의의(1)

공공저작물의 개념1)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9) 이에 관한 연구는 김태영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 ,“ ” 『 』
공공정책대학원 김효기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 2010 , , ,“ ” 『 』
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이재진김우식 공공정보자원의 민간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 2010 ; , ,· “ ” 『
보학회지 제 권 제 호 한국문헌정보학회 황주성 외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33 2 , , 1999 ; -』 “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 , , 200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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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이 유일한데 동 지침에서는 공공저,「 」
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 ’
의하고 있다.10) 동 지침의 정의에 의할 때 공공저작물을 이루는 개념요소는 크게 보유주체인 공①
공기관 그리고 그가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③ ·

동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법률 제 조 제 호2 3」 11)에 따른 공공기관 이라고 하여 보유주체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 」 ·
공공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부분의 기관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

동 지침 상에서는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따로‘ ’ ‘ ’
정의내리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기, ‘ ’ ·
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취득하여 관, ‘
리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제 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양도 이용허락 등에 의해 공공3 ,’
기관이 관련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공공저작물이란 그 보유주체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등 공적자금이 투입,

된 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유사개념과의 비교2)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공공저작물 이외에도 공공정보 라는 용어도(public sector information)‘ ’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12) 이는 양자의 명확한 의미나 형태의 차이에 기인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저작물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즉 공공부문이. ,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저작물성 에 주목할 때에는 공공저작물로 정보자체의 형태에 주목하게 될,‘ ’
때에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공공정보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

10)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제 조 제 호( 2010-41 ) 2 2 .「 」
11) 동 지침 제 조 정의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조의 규2 ( ) 3. " " , , 2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 」
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었다.「 」

12) 공공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으로는 김영숙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 ,“ ” 『
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재진김우식 앞의 글 황주성 외 앞의 글 이 대표, , 2002 ; , , 1999 ; , , 2008』 ·
적이다 반면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헌은 박재현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 ,『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배대헌 공공정보 공익에서 공유, , 2010 ; , ,』 “

로 옷을 갈아입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공유 문제 검토 와 법연구 제(public domain) - , IT 5” 『 』
집 경북대학교 와 법연구소 이승규 외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IT , 2011 ; , ,『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다,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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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에서는 민간부문의 재활용 이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OECD (re-use)

준으로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 로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공공정보에 대(public sector contents) ,

해서는 공공부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창출되거나 역동적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
상업적 이용이 용이한 것 으로 파악하면서,” 13)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 교육이나 문화 등 공공목적을 위해 정적으로 보유하는 예술품이나 문화품 등을 의미하는 공공콘

텐츠와는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공공정보는 엄밀히 말해 질적으로 매우 원시적인 자료나 데.

이터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고 공공콘텐츠는 정보보다는 질적으로 상위의 개념인 지식의 표,

현물이나 저작물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4) 요컨대 가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를 구분, OECD

하고 있는 기준은 결국 핵심적으로 저작물성15)인 것이다.16)

표 의 공공정보와 공공콘텐츠의 구분[ 1] OECD

자료: OECD, Digital Broadband Content :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Content (2006)

공공저작물의 법적성질3)

공공저작물은 그 용어 그대로 보유주체가 공공기관일 뿐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가져야만 공,

공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 생성수집되는 국가의 자. ·
원으로서 행정주체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이용되거나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측,

13) OECD, Public Sector Information, DSTI/ICCP/IE(2005)2/Final, p.7.

14) 같은 맥락에서 공공정보의 범주를 와 같이 파악하고 있는 견해로는 홍준형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OECD ,『 ･
제도 공공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시장 활성화 전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황주성 외 공: , , 2006; ,』 “
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08-06-04 , , 2008.』
15)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인식하고 있다.

16) 본고 같은 맥락에서 특별히 공공정보라는 용어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

보의 저작물성에 주목하여 공공저작물 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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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일정한 관리 및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공유재산의 하나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은 경우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법. 「 」17)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18)의 원칙적 규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9) 그러나 당해 법률의 제정 당시의 취지 등

은 대체로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같은 유채재산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규율을 행하고 있으므·
로 공공저작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이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당해 법률들은 공공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가치 가격( )

평가나 사용수익처분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성관리되는 만큼 무채재산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저작물이란 개방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됨으로써 더욱.

큰 경제적문화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비배타성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여도 그 양에는 변함이 없는 비경합성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적 가치를 발휘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현재까지 국공유재산중 저작물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20) 시급히 관련 법

률의 현실반영화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공공저작물의 국공유재산성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제약 등에 관한 사항은 일단 논외로·

하고 향후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저작물의 주요법률관계(2)

개요1)

아래 그림 은 공공저작물의 유통흐름에 따라 크게 생성보유 제공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그[ 1] , ,․
단계에 따른 법률관계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공공저작물은 그 보유형태.

와 권리관계에 따라 종류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17) 제 조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5 ( ) . ( )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6. , , , , ,

18) 제 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4 ( ) . ( )①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5. · · · ·

19) 물론 국가기관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적용이 배제·
될 것이다.

20) 이러한 견해로는 김도승 외 국유무체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한국법제연구원, , , 2010,『 』 ·
면 이하 박재현 외 앞의 책 면 이하 권헌영 외 앞의 책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 포121 ; , , 2010, 70 ; , , DB․

럼 면 등이 있다, 20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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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최종이용자

저작물 생성․ 서비스 제공․
저작물 생성․
보유 관리․ ․

서비스 구축․

공공정보제공지침․
개별 행정법률․
이용허락계약․
신탁관리기관․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공동저작물․
저작권 소멸․
미아저작물․
저작물 기증․

공공정보제공지침․
개별 행정법률․
이용허락계약․
신탁관리기관․
자유이용라이선스․

그림 공공저작물의 유통체계[ 1]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민간부문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통

해 가능할 것이되 이용허락의 방식은 각 법률이나 지침 내규 등에 근거한 제공절차를 따르거나, , ,21)

민간과 기관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

든 공공저작물이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권리귀속관계에 따라 원

저작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공공저작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이용허락의

필요 여부 이용허락의 방식을 세분화시켜 각각의 개별적인 법률관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

공공저작물의 생성보유와 저작물의 권리귀속2) ·

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생성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의한 업무상 창작에 의한 저작물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저작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조에서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 9「 」
21) 대표적인 예로 발명진흥법 제 조의 에서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등20 2「 」

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
며 제 항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 항 또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1 ), ( 2 ). 「
법률 에서는 공간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조제 항 공간정보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20 1 ),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 조(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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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저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22) 다만,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한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 조7「 」 23)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이른

바 공중의 영역 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뿐이다(public domain) .‘ ’ ‘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및 공동저작물의 경우) ,

공공기관은 타인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보유관리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혹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득한 경우 공공기관이 제 자와, , 3

공동저작자로서 저작물을 보유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 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이는 준물권 행위로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범위3

내에서 민간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차적저작물의 경우 공공기관은 원저작자와 차, 2 2

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여야만 민간에게 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2

있다.24)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별·
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공기관은 민간에게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25)

또한 공공기관과 제 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상호간에 밀접3

한 결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 통상의 저작자와는 다

른 일정한 제약이 있게 된다 공동저작자는 저작권을 준공유하고 기여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가지.

게 되며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결국 공동저작,

물을 민간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자의 전원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26)

22) 계약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목적 방법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시 또는 지휘감독을, ·
받아 제 자가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는 공공저작물의 작성에 보조적 참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저작권3
법상 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갈음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같은 취지로 배대헌 앞의 논문 면. , , 8 .

23) 저작권법 제 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7 ( )
받지 못한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1.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3.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4. 1 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5.

24) 저작권법 제 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45 ( ) .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 조에 따른 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22 2②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 , 2

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25) 저작권법 제 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46 ( ) 1③
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3 .

26) 저작권법 제 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15 ( ) ①
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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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미아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 , ,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39 42

경우 혹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나 법인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27) 저

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존속하는 권리로서 사망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28) 이러한 저작물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민간에게 이용허락 계약의 정당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저.

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기관이 이용허락의 방식을 통해 제공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우 공유저작물‘ ’29)로 취급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

또한 저작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
지만 이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경우 향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공공기

관은 이용허락의 정당한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등의 절차를 통하여 민간

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31)

저작재산권자등은 저작권법 제 조135 32)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27) 저작권법 제 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49 ( ) .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8) 저작권법 제 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14 ( ) .①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②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 ,
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법상 제 조에서의 보호가 배제되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 7 ,① ②
기간 만료의 저작물 보호요건 미달의 저작물 저작물 중의 원천적인 만인공유의 요소 저작재산, , ,③ ④ ⑤
권이 제한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보호가 종료 또는 제한된 저작물을 말한다고 한다 최정한. , Public⑥ “

의 새로운 이해 계간저작권 제 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면Domain , 39 , , 2005, 10 .” 『 』
30)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유럽의 유로피아나 일본의 아오조라 프로젝트 국내 저작권Gutenberg Project , ,‘ ’ ‘ ’ ‘ ’

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 를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익환 외 자유이용(freeuse.copyright.or.kr) . , 『
저작물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참고, , 2005 .』

31) 저작권법 제 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50 ( ) ①
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 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1 .②③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1 1
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32) 저작권법 제 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135 ( ) ①
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②
를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2③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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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문화체육부장관은 기증된 저작물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 ’33)가 기증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저작물도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통해 민간에게 제공될 수 있다.34)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활용 단계3)

가 법률에 의한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활용)

공공저작물은 산업적 이용 효과가 높은 일부 분야에서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와 절

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 법률로는 발명진흥법 통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이 다양, , ,「 」 「 」 「 」
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개별 법률에 의한 제공은 그 절차 등이 소관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율.

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대상인의 차별적 취급이나 독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나 개별적 계약에 의한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활용)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수요자와 공공기관과의 개별적 이용허락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

다 그 근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도 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 받은 권리범위 안에서 다시 민간에게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
침 제 조6」 35)에서도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장 공3‘
공저작물의 이용허락에서도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36)

또한 개별적 계약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저작권신탁.

관리업으로 허가된 단체 중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인 저작샘터‘ ’37)를
통해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공문화콘텐츠 저,

작권 신탁사업을 승계하면서 공공문화콘텐츠로 한정되었던 신탁저작물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보유관·

33) 년 월 현재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유일하다2011 8 , .

34) 기증 저작물의 관리를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기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문화부,
가 보유한 저작물이므로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이용은 위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최진원.
외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면, , , 2010, 41 .『 』

35) 제 조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6 ( )
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36) 최근 개정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 호 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새로 신설되었다 동법( 10629 ) .· 「 」
제 조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정보는11 ,
정보공개법 제 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말하며 제 조제 항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9 ( 11 1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정보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 조제 항 따라서 동법에 따를, ( 11 2 ).·
때 공공저작물의 제공이용허락 등은 공공기관과 수요자간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37) 최종방문http://www.publiccopyright.or.kr < : 201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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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저작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이 보다 다양한 공공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공저작물 유통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8)

다 제공지침에 의한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활용)

현재 민간부문이 공공저작물을 제공받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

정안전부 고시인 공공정보 제공 지침 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공정보지원센터에 공공저작물「 」
의 제공신청을 하는 것이다.39)

동 지침은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3

제공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40) 공공저작물을 제

공할 수 없는 경우 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10 ,41) 제 자의 권리처리가 곤3

란하거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혹은 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행정안전부 및 산하기관은 대부분의 공공저작

물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결4)

살펴본 바에 따라 일부 공공저작물들은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둔 제공방식을 통해 제공활용이 가·
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촉진 및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의 표준화 된 이용허락의 범위

와 조건을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나.

38) 데이터넷 진흥원 문체부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 지정 방문, DB , , 2011. 6. 27. (2011. 8. 20. )“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39>

39)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 조 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8 ( )「 」 ①
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 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1 .

40) 동 지침 제 조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국가기관 등은 신청받은 공공정보에11 ( 3 ) ①
저작권 등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3
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 ,
하여야 한다.

41) 동 지침 제 조 공공정보 제공 신청의 처리 국가기관등은 제 조제 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받10 ( ) 8 1①
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 호의 양식으로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공정보를10 2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은 제 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3 1②
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 호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 .

국가기관등은 필요시 지원센터에 공공정보 제공 대행 계약지원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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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제공지침 에 의할 때 공공저작물의 제공절차는 다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특징으로「 」
서 복잡한 제공은 물론 향후 저작물의 활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배려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개별 창작자 등이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 개별적인 계약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저작권 권리처리나 업무의 과중 제공에 따른,

책임문제 등의 이유로 제공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집중관리단체에 기탁된.

공공저작물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고 어느 저작물이 기탁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제공되고 자유로운 활용이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 직접 개방적이고 사전적으로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시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할 수 있

는 새로운 이용허락시스템 등의 기반적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상에서 일반.

저작물의 공유와 활용에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자유이용라이선스 도입의 검토는 현 시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의의와 유형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의의와 효과(1)

자유이용라이선스 또는 개방적 라이선스 란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free license) (open license)‘ ’ ‘ ’
물에 대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취지인 일련의 이용허락들을 일컫는 것으로

공중 이용허락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public license) .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근거로 타인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

별적인 교섭을 통하여 이용방법과 조건을 합의한 후 그에 한해서 특별히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보통의 이용허락과는 달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방법과 조건이 부가된,

모든 이들의 이용을 허락하는 포괄적 의사표시를 미리 해버리고 이용자는 개별적인 교섭 없이 위 의

사표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다.42) 따라서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정해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모든 이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약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자신의 권

리의 일부를 자유이용영역에 기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계약으로 보거나,‘ ’ 43) 책임을 면제시

켜 준다는 의미로 면책규정이라고 하기도 한다.44) 자유이용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42) 정진섭 외 앞의 책 면, , 35 .

43) 박익환 외 앞의 책 면,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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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어 기존 저작권의 방식인 와 모든 권리의 포기에 따른 완전한 정보공all rights reserved'‘
유를 내용으로 하는 의 사이에 위치하는public domain no right reserved' some rights reserved'’ ‘
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관계의 설정을 꾀하고 있다.45)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공공저작물은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 내는 콘텐츠와는 달리 영리적 목적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46)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 조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적22「 」
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47)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도입한다면 무료

로 누구나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이 확산될 수 있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용허락 조건을 공공저작물에 스스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에게 공,

공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현재의 정보제공절.

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고 저작권의 사전적 권리처리를 수행하여 민간은 저작권 침해의 걱정에서 보

다 자유롭게 공공저작물 활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유형(2)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1)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위해 표준화된 하나의 이용허락약관을

개발하고 개별 저작물에 대해 당해 이용허락 약관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표준.

화된 약관의 개발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부가적 조건을 선택함에 있어 자유롭

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지만 자유로운 이용을 원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약관에 최소한의 조건만,

을 명시하고 민간의 최대한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넓은 범위의 자유이용허락이 가능

44) 오상훈최영선 디지털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 “ ” 『 』
권 제 호 한국문헌정보학회 면44 2 , , 2010, 264 .

45) 박영길 외 디지털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면, , , 2006, 126 .『 』
46) 오상훈최영선 앞의 논문 면, , 279 .·
47)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 조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22 ( )「 」 ①

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 ,

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②
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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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이 특징이다.48)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해 자유이용을 허락하기 곤란한 특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약관의 일괄적인 적용을 통해 공공저작물 제공절차의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민간

은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명시된 이용약관을 보고 그 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 되었음을

인지하여 공공저작물 재활용을 통한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선택적 자유이용라이선스2)

선택적 자유이용라이선스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몇 가지 유형의 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공공

기관이 이를 선택하여 공공저작물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며 유형화 된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이용허락표시49)를 부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 대표적 자유이용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센스 이(Creative Commons License:

하 CCL)50)나 정보공유라이선스51)를 공공저작물에 적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자유이용허락표시의 개

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표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특수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이용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52)

반면에 독자적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의 개발은 공공저작물만의 특수성에 따른 세부적

인 허락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

존의 일반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이용자들을 포섭할 수 없으며 새로운 표시제도의 개발과 교

육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소모를 감수하여야 한다.

48) 여기서 최소한의 조건이란 금지되는 이용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출처표시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최대, ,‘ ’ ‘
한의 이용이란 무료 전 세계적 범위 상업적 활용 차저작물의 작성 영구적비독점적 이용 등을 대표적, , , 2 ,’ ·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9) 자유이용허락표시란 권리자가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제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3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자,

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표준적인 의사표시시스템을 말한다 김병일 저작물 자유이. , “
용표시제도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 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면, 70 , , 2005, 30 .” 『 』

50) 은 일정 조건하에 모든 일반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로 이 개발CCL , Stallman

한 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라이선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진섭 외 과GPL(General Public License) . , CCL『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저작권보호센터 면 박익환 외 앞의 책 면 참고, , 2009, 54 ; , , 55 .』

51)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국내 인 정보공유연대가 만들어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NGO .

년 월 정보공유연대는 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국내 고유의 라이선스를 만들어 정보공유운동의2004 10 CCL

수준을 한 단계 높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확산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진섭 외 앞. ,

의 책 면 참고, 45

52) 권헌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 ” 『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면, , 20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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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3.

공공저작물은 그 종류와 권리귀속에 따라 크게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3 .

첫째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생성된 경우와 같이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모든 권리가․
공공기관에 귀속된 경우다 이는 개별 공공기관의 의지에 따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할 수 있다.

둘째는 저작재산권을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거나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혹은 저작,

물을 기증받는 경우와 같이 제 자의 권리가 일부 포함된 공공저작물이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원저3 .

작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미아 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공공저작물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에게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공기관에게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용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관에게 아무런 권리도 존재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즉 공공기관이 모든 권리나 일부 권리를 보유하여,

민간의 이용허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구체적 자유이용라이선스의 내용과 유형을 검토하

기로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 해외적용사례.Ⅲ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스 도입의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도

입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도입 중인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정부, , , , , , ①
가 새로운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방식과 기존의 을 활용하는 방식 등 두 부류로 구, CCL②
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문화청의 주도로 년 월에 복제 장애자 학교교육 마크로 하는 자유이2003 2 OK , OK , OK‘ ’ ‘ ’ ‘ ’
용마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저작물에 이를 적용하였고,53) 영국정부는 와Open Government License

를 캐나다는 를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에Non-Commercial Government Licence , Vancouver license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용 중에 있으며 그 밖에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공공저작물에 을, , CCL

53) 박익환 외 앞의 책 면, , 70 .



제 회 대학 원 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6 ( )

86◀

적용 중에 있다.54) 본 장에서는 각 해외사례를 대표하여 새로운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발하여 적용

중인 영국과 공공저작물에 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법제와 제도적 차이를 비CCL ,

교하여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가능성과 효율적 방안을 타진하도록 한다.

영국의 과1. OGL NCGL

서설(1)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해 왕실저작권 으로서 국왕 또는(Crown Copyright) “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수행 상 제작한 저작물은 국왕이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

자가 된다.”55)고 규정하여 국왕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의 최초 소유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영국 정부간행물 출판국 이하 으로 하여금 정부정,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MSO)

보에 대한 저작권인 왕실 저작권의 통제와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56) 또한 하원이나 상원에

의하거나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은 저작권은 의회저작권(Parliamentary

으로 규정하여 해당 저작물을 지휘 또는 통제한 상원 또는 하원이 그에 대한 저작권의Copyright)

최초 소유주가 된다.57)

영국은 왕실저작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의회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해 클릭유즈, ,

라이선스 라는 이용허락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이용(Click-Use License) ,

허락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공정보실 이하 이 이(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

를 확인하고 인증사항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영국은 왕실 저작물에.

5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해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표시제도 관련현황, , 2001.4.25.“ ”
55) 영국저작권법(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163 Crown copyright. (1) Where a work「 」 §

is made by Her Majesty or by an officer or servant of the Crown in the course of his duties .—
(a)the work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withstanding section 153(1) (ordinary requirement
as to qual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b)Her Majesty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56) 김우식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활성화 사례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 권 제 호 한국산, , 14 2 ,“ ” 『 』
업경제학회 면, 2001, 71 .

57) 165 Parliamentary copyright. (1)Where a work i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House of Commons or the House of Lords .—
(a)the work qualifie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withstanding section 153(1) (ordinary requirement

as to qual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b)the House by whom, or under whose direction or control, the work is made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and if the work is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both Houses, the two Houses are joint first owners of copyright.

(2)Copyright in such a work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Parliamentary copyright ,“ ”
notwithstanding that it may be, or have been, assigned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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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정보제공 사이트 를 새롭게 구(Data.gov.uk)

축하여 년 월 현재 베타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클릭유즈 라이선스는 의회 저작물의 이용허락만2011 8 ,

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민간에게 각종 저작물이 제공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왕실에게 부여된

왕실저작권의 이용허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민간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기 위해 개발,

된 표준약관이 바로 열린정부이용허락 이하 과 비상업목적 정부(Open Government Licence, OGL)

이용허락 이하 이다 이 라이선스는 표현의 간략(Non-Commercial Government Licence , NCGL) .

성 비독점적 제공 조건의 공정성 이용자 차별금지 이용허락자의 승인과 저작자 표시 명료성을, , , , ,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58) 기관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나 을 적용하여 저HMSO OGL NCGL

작권의 일괄적인 권리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과 의 주요 내용(2) OGL NCGL

이용허락의 범위1)

의 이용허락의 범위는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무료 영구적 비독점적으로OGL , , 59) 정보의 복사,

출판 배포 전송 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함께 상업적이나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 , 2 .60)

의 이용허락의 범위는 비상업적 목적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이용허락의 범위는 과NCGL OGL

동일하다.61)

이용허락의 조건2)

정보의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가 이용허락조건에 관한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으려면 과중한 부담

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 은 당해 이용허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이나. OGL NCGL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곧 이용허락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동의에 따른 책

임을 부담시키고 있다.62) 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개발할 수 있으나 본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HMSO

58) The National Archives, UK Government Licensing Framework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2011) p4.

59) You are encouraged to use and re-use th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under this licence, the

Open Government Licence, freely and flexibly, with only a few conditions.

60) You are free to: copy, publish, distribute and transmit the Information; adapt the Information;

exploit the Information commercially for example, by combining it with other Information, or by

including it in your own product or application.

61) The Licensor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perpetual, non-exclusive licence to use the

Inform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s only subject to the conditions below.

62) Use of copyright and database right material expressly made available under this licence (the
Information ) indicates your acceptanc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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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데이터베이스는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63)

이나 에 의해 이용허락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착 가능한 곳에 이 이용허락의OGL NCGL

링크를 하여 정보제공자가 특정한 정보의 귀속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

며 복수의 정보제공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열린, ‘
정부이용허락 에 따라 이용허락된 공공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1.0 .’ 64)

과 은 개인정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 조직OGL NCGL 3 ,

의 로고 훈장 영국왕실 문양 군사 휘장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설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 , ,

이용할 수 없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65) 공공기관이나 정보제공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의 사

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나 제 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정보 혹은 출처를 잘못 나타내3 ,

는 경우 정보보호법이나 사생활과 전자통신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6) 여기서 부가적

으로 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보상을 의도하는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NCGL

며,67)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용허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68)

정보제공자의 면책3)

정보제공자 라 함은 이나 하에서 재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Information Provider) OGL NCGL

하는 자연인이나 단체를 말한다.69) 정보제공자는 정보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를 허락하며 정보와 관

63) The Controller of HMSO may, from time to time, issue new versions of the Open Government
Licence. However, you may continue to use Information licensed under this version should you
wish to do so.

64) acknowledge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by including any attribution statement specified by
the Information Provider(s) and, where possible, provide a link to this licence;
If the Information Provider does not provide a specific attribution statement, or if you are using
Information from several Information Providers and multiple attributions are not practical in
your product or application, you may consider using the following: Contains public sector
information licensed under the Open Government Licence v1.0.

65) This licence does not cover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has neither
been published nor disclosed under information access legislation (inclu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s for the UK and Scotland)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Provider;
departmental or public sector organisation logos, crests and the Royal Arms except where they form
an integral part of a document or dataset; military insignia; third party rights the Information
Provider is not authorised to license; Information subject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and identity documents such as the British Passport.

66) ensure that you do not use the Information in a way that suggests any official status or that
the Information Provider endorses you or your use of the Information; ensure that you do not
mislead others or misrepresent the Information or its source; ensure that your use of the
Information does not breach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or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67) exercise any of the rights granted to you by this licence in any manner that is primarily
intended for or directed toward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monetary compensation.

68) These are important conditions of this licence and if you fail to comply with them the right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ce, or any similar licence granted by the Licensor, will end automatically.

69) Information Provider means the person or organisation providing the Information under this‘ ’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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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표현 보증 의무 책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의 오류 누락 손실 손상과 이용에 따른 손, , , . , , ,

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증하지 않는다.70)

기타 조항4)

과 에서는 정보 정보제공자 허락 이용 이용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OGL NCGL , , , ,‘ ’ ‘ ’ ‘ ’ ‘ ’ ‘ ’
며71) 별도로 정보 공급자에 의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보 제공자가 사업의 주요 장소로 가지고

있는 관할 구역의 법률이 적용된다.72) 또한 의 경우는OGL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와 의 상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License Open Data Commons Attribution License .73)

호주의2.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서설(1)

호주 저작권법에서는 연방이나 주는 연방이나 주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의 명령이나 통제“
에 따라 작성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 로 규정하고 있, , , .”
70) The Information is licensed as is and the Information Provider excludes all representations,‘ ’

warrantie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The Information Provider is not lia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formation 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injury or damage of any kind caused by its use.
The Information Provider does not guarantee the continued supply of the Information.

71) In this licence, the terms below have the following meanings: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protected by copyright or by database right (for example,‘ ’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ntent, data and source code) offered for us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ce.
Information Provider means the person or organisation providing the Information under this‘ ’
licence.
Licensor means any Information Provider which has the authority to offer Information under the‘ ’
terms of this licence or the Controller of Her Majesty s Stationery Office, who has the authority’
to offer Information subject to Crown copyright and Crown database rights and Information
subject to copyright and database right that has been assigned to or acquired by the Crown,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ce.
Use as a verb, means doing any act which is restricted by copyright or database right, whether‘ ’
in the original medium or in any other medium, and includes without limitation distributing,
copying, adapting, modifying as may be technically necessary to use it in a different mode or
format.
You means the natural or legal person, or body of persons corporate or incorporate, acquiring‘ ’
rights under this licence.

72) This licence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Information Provider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the Information Provider.

73) These terms have been aligned to be interoperable with any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ce, which covers copyright, and Open Data Commons Attribution License, which covers
database rights and applicable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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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 대표적으로 연방저작권을 살펴보자면 연방저작권이란 연방이 그 지휘 및 통제 하에서 생산,

된 다양한 범위의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의 피고용인이.

그들의 고용 과정에서 생산하였거나 연방에 의하여 임명되었거나 연방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된 출, ,

판 또는 비출판 자료에 대하여 소유하는 저작권을 말한다 어떤 자료들은 외관상으로는 연방에 의해.

소유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소유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방저작권은 연방.

기관들을 대표하여 연방저작권 자료의 재생산을 하기 위한 대중의 요청에 응답하고 연방기관에 저,

작권 자료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연방저작권집행부(Commonwealth Copyright

이하 에 의해 관리된다Administration, CCA) .

호주정부는 년 월 정부 비즈니스 학계 및 문화관련단체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의 정책2009 6 , , , 15 ·
기술전문가 및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

과 공공서비스에의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태스크포스는 같은 해 월 연. 9

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정보 데이터셋을 로 공개한 공공정보 제공서비스 를CCL (data.australia.gov.au)

구축하여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매쉬업 을 장려하고 있다(mash-up) .75)

표 이용허락 조건[ 2] : CCL

저작자표시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이 저작물을 개작 수정하거나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이차적 저작물에는 본-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 최종방문: http://www.cckorea.org < : 2011. 8. 20>

74) 호주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176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made under direction「 」 §
of Crown
(1) Where, apart from this section, copyright would not subsist in an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a

State, copyright subsists in the work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2) The Commonwealth or a State is, subject to this Part and to Part X,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an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made by,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 as the case may be.

75) 윤종수 외 호주 정부 태스크포스 보고서 참여와 소통의 정부 아이앤유 면, . 2.0 - 2.0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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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조건에는 위와 같이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CCL (CC-BY), (CC-NC), (CC-ND),

조건변경허락 이 존재하며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저작자표시 동일조(CC-SA) - , - , -‘ ’ ‘ ’ ‘
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총 개의 유형, - - , - - , 6’ ‘ ’ ‘ ’
으로 조합이 가능하다 호주는 공공저작물에 의 저작자표시 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의. CCL (CC-BY)‘ ’
성명표시권만을 행사하고 나머지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의 주요내용(2)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CC-BY)

이용허락의 범위1)

는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비독점적으로 영구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

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며 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과의 조합 편집저작물, ,

과 조합된 저작물의 복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복제 저작물이나 차적 저, 2 , 2

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의 배포와 공연을 보장하고 있다.76)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매

체 및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용을 위한 기술적 수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77) 이

러한 이용허락은 차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배포 또는1

공연을 받는 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 있다, .78)

이용허락의 조건2)

에 따라 제공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본 이용허락 또는 저CCL

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된다.79) 이 이용허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

76) 3A Grant of Rights ; Provided that the terms set out in this Licence are satisfied, the Licensor
grants to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licence to exercise the following rights:

a. Reproduce the Work;
b. incorporate the Work into one or more Collections;
c. Reproduce the Work as incorporated in any Collection;
d. create and Reproduce one or more Derivative Works; and
e. Distribute and publicly perform the Work, a Derivative Work or the Work as incorporated in any Collection.

77) 3B Media and Formats ; The above rights may be exercised in any media or format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created. They include the right to make modifications that are technically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s in other media and formats.

78) 9. Licence Grant to Recipients of the Work from You : Each time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a Derivative Work or a Collection the Licensor offers the recipient a licence

to the Work on the same terms as are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ce.

79) License : The work (As defined below)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License"). Th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or other applicable law. Any

use of the work other than as authorised under this license or copyright law is prohibited.



제 회 대학 원 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6 ( )

92◀

물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는 곧 이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80) 저작권

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과 한계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이용

은 이 이용허락에 따라 그 이용의 감소 한계 제한하지 않는다, , .81) 이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의 모

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이 라이선스 하에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위한 저작권

이용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82)

저작물의 배포와 공연을 위해서는 모든 저작물에 통일자원식별부호를 부착하여야 하며,83) 저작

물의 배포와 공연 시 상대방에게 능력을 제한시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84) 또한 이용허락을 받

은 저작물에 다시 이용허락을 부과할 수 없으며85) 이용허락표시를 변경하거나86) 이 저작물을 배포

하거나 공연할 때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장치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87)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원저작자의 성명이나 필명 저작물의 이름 이용을 허락하는 자가 저작물과, ,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적 저작물에 이용하는 경우 그 변경2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88) 이러한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허락과 이용허락에 의해 부여된 권

80) License : By exercising any right to the work provided here, you accept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The licensor grants you the rights contained here in consideration
of your acceptanc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81) 3B Media and Formats : Nothing in this Licence is intended to reduce, limit, or restrict any uses
free from copyright or rights arising from limitations or exceptions under copyright law or any
other applicable laws.

82) 3C Other Rights Reserved :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the Licensor are reserved. The
Licensor waives the right to collect royalties for any exercise by You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ce.

83) 4A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b. You must include a copy
of, or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such as a web link) for, this Licence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84) 4A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c. You must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the Work that restrict this Licence or the ability of a recipient of the Work
from You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em by this Licence.

85) 4A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d. You are not granted the
right to sublicense the Work. The rights of recipients of the Work from You are governed by
clause 9.

86) 4A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e. You must keep intact all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ce and to the disclaimer of warranties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87) 4A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Public Performance of the Work : f. Whe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You must not impose any technological measures on it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a recipient of the Work from You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em by this
Licence.

88) 4B Attribution and Notice Requirements b. Whe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r
any Derivative Work or Collection You must provide, in a manner reasonable to the medium or
means You are using: i. the name or pseudonym (if provided) of the Original Author and/or of
any other party (such as a sponsor institute, publishing entity or journal) that the Original
Author or Licensor has requested be attributed (such as in the copyright notice or terms of use).
In this clause 4B these parties are referred to as "Attribution Parties"; ii.the title of the Work
(if provided); and iii.to the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any Uniform Resource Identifier (such
as a web link) that the Licensor specifies should be associated with the Work that refers to the
copyright notice or licensing information for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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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89) 저작물의 저작권이 지속되는 동안 이 이용허락은 계속 유지되며 이용

허락자는 다른 방식의 이용허락조건을 통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

는 한 계속해서 효력은 유지된다, .90)

이용허락자의 면책3)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하며 보증이나 저작물의 상태 표현 시사와, ,

정보의 오류나 부재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지 않는 한 저작. ,

물의 이용허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손해 기회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 91) 이용허락

자의 보증 상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이, ,

용을 허락하는 자의 책임은 제한된다.92)

기타 조항4)

본 이용허락의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나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은 유효 및 집행가능하

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한도에서 개정될 것이다.93) 서면의 의사표시로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당,

사자들은 이 이용허락의 조건을 포기하거나 위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으며94) 이 이

89) 7. Termination : This Licence and the right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ce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the terms of the Licence.

90) 8. Licensor s Rights Retained : Subject to the above terms, the Licence granted her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is, th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c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However, any such release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ce (or any
other licence that has been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ce), and this Licenc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91) 5.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Disclaimer a.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this Licence or
otherwise agreed to by the parties in writing, and to the full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the Licensor offers the Work "a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concerning the Work, express, implied, statutory or otherwise. This includes, without
limitation, any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conditions regarding: I. the contents or accuracy
of the Work; ii. title,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ii. non-infringement;
iv. the absence of latent or other defects; or v. the presence or absence of errors, whether or
not discoverable.

92) 6. Limit of Liability : b. If applicable legislation implies warranties or conditions, or imposes
obligations or liability on the Licensor in respect of this Licence that cannot be wholly or partly
excluded, restricted or modified, the Licensor 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full extent permitt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at its option, to:

93) 10. Severability : If any provision of this Licence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Licence.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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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동의를 나타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합의나 동.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추가 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

고 상호간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될 수 없다.95) 본 이용허락은 호주 수도 특별 지

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96)

시사점3.

영국과 호주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각각 왕실저작권과 연방저작권의 규정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이를 대표하여 나 가 저작권에 대한 통제와 운영을 관리하고 있어 하나의 집중HMSO CCA

된 기관이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일괄적 적용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

인제공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공공저작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공공저작물의 권리는 각 개별 공공기관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이용

허락의 권리도 각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권리가 각 개별기관이 보유한다는.

것은 곧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도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공,

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지 속에서 공공저작물 라이선스 적용의 유도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즉 현재 자유이용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디까. ,

지나 라이선스 적용을 위한 개별적 홍보나 선언적 지침을 통해 이를 유도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저,

작물 제공서비스를 통해 이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선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재조사하고 수집하

고 관리하여야 하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법제의 정비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라이선스를 개발하거나 의 적용만으로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일부 촉진할 수 있을 것이나CCL

그 효율성의 면에서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94) 11. Waivers and Consents : No term of this Licence shall be deemed waived and no breach
consented to unless such waiver or cons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relevant party.

95) 12. Entire Agreement : This Licence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full extent permitted by law, there are no understandings, agreements or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the Work not specified here. The Licensor shall not be bound by any additional

provisions that may appear in any communication from You. This Licence may not be modified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Licensor and You.

96) 13. Governing Law : The construction, validity and performance of this Licenc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in force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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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 도입에 관한 제언.Ⅳ
자유이용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선행적 과제1.

공공저작물 저작권 귀속의 명확화(1)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등에 의해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 라이선스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공.

공기관이 제 자에게 저작권을 양도기증받거나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3 ·
이 당해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혹은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97) 제 자에게 저작물의3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범위와 민간에게 저작물을 재이용허락 할 수 있

다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획정되었는지 여부가 자유이용라이선스 적용의 주된 쟁

점일 것이다.

현행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 조5「 」 98)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관계를 명확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 지침의 한계를 고려,

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율을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 책

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 ,

되어 있는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각종의 약관양식에 대한 표준화 시도나 가이드라인의 제시 또한 좋·
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99)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저작물 중에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공공

저작물의 제공과활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저작자와 개별적 접촉을 통해 일일이 다시 권리처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저작물은 개별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저작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현 실정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

관에게 모든 공공저작물의 실태조사와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강제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효

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97)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약이 없는 경우 차적 저작물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활용2

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9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제 조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공기관이 제 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5 ( ) 3「 」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3 ,

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99) 이와 관련하여 표준 이용허락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권헌영 공공문화정보 민간제공방안, ,『
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면, , 2010,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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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 조56 100)에서는 저작권 권리인증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권리인증이란 저.

작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권리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101)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명확히 밝혀 저작물 유통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권리인증은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정책이 집행되거나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구체적 정책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

다.102) 향후 권리인증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적 측면에서 권리인증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저작물 전담관리기구의 지정(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그.·
러나 각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등 제반권리들은 결국 공공기관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공저작물을 관리단체 신탁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신탁관리단체는,

통상 이용허락을 통해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자유이용

허락과의 조화를 꾀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신탁관리단체보다 영국의 나 호주의 의 기관과 같이 공공저작물HMSO CCA

이용허락의 총체적인 권한과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정부산하의 전담관리기구와 정책집행체계가 마련

되면 공공저작물에 일괄적으로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을 도모할 수 있어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에

보다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각 개별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권리를 총괄기관에 위임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제의 종합 개편이나 행정권한의 구체적 위임위탁 등 입·
법적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00) 제 조 권리자 등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56 ( ) ①
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②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1③
이 정한다.

101) 박세진 외 저작권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저작권연구 창간호 디지털저작권학회 면, " ", , , 2010, 56 .『 』
102)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준비

하였으나 인증기관 지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금년도부터는 저작권법의, .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다 적극적,·
인 정책시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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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과제(3)

국내의 경우 현재 비교적 협소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개선

하여 장기적으로는 미국 저작권법 제 조105 103)의 방식과 같이 공공기관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범위 안에 포섭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 104) 저작물의 관리와 책임 소

재 제 자가 포함된 공공저작물의 처리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국제조약과 협약이 강력, 3 .

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는데 따르는 제도적 심리적 부담, ,

도 존재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각 개별 공공기관에게 부여되고 있어 비단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저작물의 민간제공과 활용 촉진의 추진력을 기대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사권과 유사한 제한,

없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지 의

문을 제기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105)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연방정부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왕실 및 의회의 저작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연방저작권과 주저작권을

규정하여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최근 실무계에.

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개별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일괄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되 제기되고 있다.106)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 조에 제10

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제작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3 “
권리를 가지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107) 문화체

육부장관이 권리를 가지는 공공저작물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제작한 것에 한하므로 제 자3‘ ’
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 그 이용권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모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이다.

103) 미국저작권법(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05 Subject matter of「 」 §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제 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 편 법전에or otherwise. ; 105 , ,“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 , ,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는 있다.”
104) 배대헌 앞의 논문 면, , 21 .

105) 김영숙 앞의 논문 면, , 75 .

106) 이승규 외 앞의 책 면, , 97 .

107) 위의 책 면 참고,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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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주체의 명확화 및

일원화와 함께 전담관리 기구의 설치근거도 마련될 수 있으므로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일괄적 적용,

공공저작물 관리제공 활성화에 큰 추진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단일 조문.·
의 형태로 단순히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책의지 천명만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공공저작물 관,

리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조항의 개정 이외에도 공공저

작물에 관한 법조문을 하나의 장으로 신설하여 공공저작물의 전담관리기구의 설립과 업무의 범위,

저작권 권리처리와 민간 활용의 구체적 방법 공공저작물 관리정보 부착의 의무화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108)

라이선스의 유형 및 구체적 내용의 검토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유형(1)

국내 의 저작권표시 의 약관의 내용에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 기타의 법에 의하여CCL (CC-BY) “
보호됩니다 혹은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 “
다 와 같은 조항을 두어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호주의 사례와 같이.”

을 공공저작물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안은 법리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 이용자나 이CCL

용허락자 모두 정확히 어떠한 법률에 의해 이용이 금지되는 저작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 의

오부착이나 현행법 위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주도의 새로운 라이선스의 개발이 바람직해 보이며 은OGL CCL

보충적으로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라이선스의 개발의 유형은 하나의 이용허락 약관을 개발하여 자유이용허락이 가능한 모든 공공저①
작물에 일괄적 적용시키는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와 다양한 이용허락 조건의 약관을 개발하여, ②
그 조건에 맞는 공공저작물에 선택 적용하는 선택적 자유이용라이선스로 구분지어 고려가 가능할 것

이다 영국의 경우 공공저작물 활용이 상업적 목적인지 비상업적 목적인지에 따라 두 가지 라이선스.

선택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저작물변경금지조건이나 변경허락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라이선스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이고 유연한 이용허락이 불가능하다 세부적이고 유연한 이용허락이 불가.

능하다는 점은 곧 공공기관이 제 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제 자와 공동3 , 3․
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제 자로부터 저작물을 기증받는 경우와 같이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3 3

108) 한편 공공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제공할 수 있,

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

용은 권헌영 외 앞의 책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 포럼 면 참고, , DB , 2010, 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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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109)110)

그러나 모든 공공저작물을 포섭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조건에 따라 각 개별적 자유이용라이선스

를 모두 개발한다면 상업적 활용 자유이용라이선스 비상업적 활용 자유이용라이선스 유료 자유, ,‘ ’ ‘ ’ ‘
이용라이선스 무료자유이용라이선스 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자유이용라이선스 지분권에 따른, , 2 ,’ ‘ ’ ‘ ’ ‘
자유이용라이선스 등 수 많은 라이선스가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는 지극히 비효율적이면서도 이용.’
자의 이해도를 감소시켜 공공기관의 라이선스 적용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이용라이선스에 모든 공공저작물을 포섭하기 위하여 누구나 어디에서 무료로 상업,

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이용에서 자유롭게 허락하는 일괄․
적인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발하되 권리자의 일부 의사에 따라 자유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유형의 라이선스가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 의사표현은 서면.

이나 다른 약관을 새로이 제정하기 보다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마크를 개발하여 자유이용라이선

스와 함께 저작물에 부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111)

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유형[ 3]

유형 평가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1.

발하고 을 호환 적용하는CCL

방안

공공저작물의 특성 상 의 호환으로 모든 공공저작물의CCL

이용허락을 포섭시킬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용허락라이

선스의 중복 적용은 이용자 및 이용허락자의 혼란을 야기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조건의2.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방안

모든 공공저작물을 포섭하기 위해서 상업적 활용 비상업적,

활용 유료 무료 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차적 저작물 작, , , 2 , 2

성 금지 각 지분권에 따르는 허용 등의 세부조건에 따른 과,

도한 라이선스 개발의 남용 문제

3.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

발하고 일부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두는 방안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일부 자유이용허락이 제한되어야 하는 공공저작물

에 대하여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두어 지분권,

유료이용 및 차적저작물 작성 등에 관한 조건이 수반될 수2

있음을 명시

109) 예를 들어 영국의 의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는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무료 영구적 비독점적으로 정OGL , ,

보의 복사 출판 배포 전송 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함께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 , , , 2 ․
령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 중 원저작자가 복제권에 관해서만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혹은 공3 ,

공기관이 민간에게 활용 시 필수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 등에는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110) 을 상호호환 시킨다 하더라도 의 라이선스 종류는 모두 무료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유료이용허락CCL CCL

이 불가능하며 지분권에 따른 라이선스 종류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자유이용라이선스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11) 마크의 종류는 비상업적 이용마크 유료이용마크 배포이용마크 복제이용마크 공연이용마크 차적 저작, , , , , 2

물 작성금지마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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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공공라이선스 제정안(2)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최대한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괄적 자유이용라

이선스와 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 표는 당해 라이선스 제정안의 주CCL .

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공공라이선스 제정안 주요내용[ 4] 112)

공공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 함께 이용이 가- ,

능 전문( )

자유이용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을 조건의 동의로 간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 (

락 조건의 동의)

조건의 변경 가능과 함께 변경 전 이용허락의 조건은 계속 이용 가능 이용허락 조건의- (

변경)

전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자유이용 이용허락의 범위- ( )․
제 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경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 3

하는 이용방법을 금지 금지되는 이용 방법( )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용정보군사기밀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 ,․ ․
는 제 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이3 ,

용을 금지 이용할 수 없는 정보(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에 본 이용허락에 따라 공공기관의 명칭- ( )「 〇〇〇
의 공공저작물을 수록하고 있음 을 표시 저작자표시의무(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함으로- .

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이용자의 책임( )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은 자동으로 종료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 이- , (

용허락조건위반의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공공라이선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용할 수 없는

정보에 제 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자유이용라이선스3 .

도입 초기에 저작권 처리가 용이한 임직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허락을·
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며 이용허락의 범위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모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세부적인 이용허락 조건이 존재

하지 않는다.

112) 김병일 공공라이선스 개발 목적 및 방향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포럼 출범식 발표자료집 문화체육, , ,“ ” 『 』
관광부 면 참고, 2011, 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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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선안의 제시(3)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최대한 간단하고 그 조건의 의미가 명확해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 부가된 조건이 많아지고 그 개념도 매번 해석이 필요한 불확정개념이 추가되면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결국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13)

현재까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대략적 초안은 최대한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괄적

자유이용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을 보완적으로 상호 이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영국CCL

의 과 캐나다의 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OGL Vancouver License, CCL CC-BY .

만 이러한 라이선스 유형은 모든 공공저작물을 포섭하기 어려우므로 열린정부이용허락 초안을 토대

로 일부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두는 라이선스 유형의 주요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용허락의 범위1)

현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 제정안의 이용허락 범위는 아래의 제정안과 같이 최대한의 자

유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원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의 의사에 의해 그 이용이 필수.

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114) 따라서 수정안과 같이 단

서를 추가하여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라이선스 적용을 위해 추가적인 이용조건을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용조건의 추가적 표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용허락마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가장 이해가 쉽고 적용이 용이하며 원저작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의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 부착된 마크의 조건범위 내에서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표 이용허락의 범위[ 5]

제정안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이용허락의 범위 예시( )

이용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에 추가적. ,

인 이용조건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 오상훈최영선 앞의 논문 면, , 266 .·
114)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서 면, , 2011,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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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마크의 종류2)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생성되거나 그 권리를 보유관리하고 있으·
므로 최대한 국민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은 권리. 3

자가 일부 지분권만을 양도기증이용허락하거나 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공공저작2· ·
물의 제공 및 활용에 일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이용허락에 있어.

모든 권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민간의 자유이용허락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상「 」
명시된 지분권에 따라 이용허락마크를 개발하여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허3

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저작물 제공 시 시스템의 운영이나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수수료가 필수적으로 수반

되어야 하는 경우 유료이용마크를 부착하여 공공저작물이 유료로 제공됨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각의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집결하여 결제할 수 있는 원스톱 결제서비스를 구축하여 민간

이 손쉽게 유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5) 또한 영국의 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NCGL

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마크를 부착하여 비상업적 용도 내에서 활용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표 이용허락마크의 종류[ 6]

수정안

신설( )

이용허락마크의 종류 예시( )
유료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
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상업적 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비상업적 목적 하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제이용마크·
본 이용마크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복제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시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미술 등의 공공저작물은 전시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포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유료 혹은 무료로 제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에3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연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공연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중송신이용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공중송신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변경 금지 마크·
본 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개작 수정하거나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
습니다.

115) 원스톱 결제서비스는 현재 공공정보 제공을 서비스 중인 국가지식포털 이나 공유(www.knowledge.go.kr)

자원포탈 을 통해 도입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http://www.dat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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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표시의무3)

민간이 유료이용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의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한 결과물에 대해 그 마크와

그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이 되었음을 문구로 부착하여 제 자의 무단이용을 방지하여3

야 한다 또한 각 지분권 내의 이용 비상업적 목적 변경 금지의 마크에 따라 활용된 저작물에 대. , ,

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마크와 문구를 부착하여 제 자 자신도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 내에서 자유3

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활용 이후 차적 차적 재활용의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2 , 3 .

표 이용자의 표시 의무[ 7]

제정안

저작자 표시 의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본 공공라이선스 에 따라 이용허락된 공공기관의 명칭 의 공공저작물을1.0 ( )「 〇〇〇
수록하고 있음」

수정안

이용자의 의무 예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본 공공라이선스 에 따라 이용허락 된 공공기관의 명칭 의 공공저작물을1.0 ( )「 〇〇〇
수록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에 이용허락마크를 표시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에 아래의 문구와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공라이선스 에 따라 이용허락 된 저작물은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1.0「
이용허락 되었음」

자유이용라이선스 도입 이후의 추진방향3.

정부는 정책적으로 각 개별 공공기관에게 분산된 저작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안이 보다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전까지는 개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유이용라이선스 적용의 편의를 돕

도록 하는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유이용허락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또한 자유이용라이선스를 통하여 공공저작물을 공개한 기관을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를 적용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해당 공

공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활성화되는 만큼 이용허락의 조건을

벗어나 저작권이 침해될 소지도 증가하게 되므로 공공저작물의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사용

자에 대하여 자유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관리체계마련도 고민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측면에서는 자유이용라이선스를 통한 공공저작물의 오용과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따위를 제작하고 세미나 등,

을 통해 자유이용라이선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이용허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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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저작물이 공공기관과 수요자간의 개별적 제공신청이나 계약을 통해 제공활용되었다면,·
자유이용라이선스 도입 이후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라이선스 적용을 민간이 직접적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공공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는 유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V.

이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개념적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저작물의 주요 권리관계

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보다 많은 수의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라이선스를 통해 활용

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

통해 국내의 관련 법 및 제도의 미비는 자유이용라이선스를 도입함에 있어 상당 부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기존 우리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균형유지를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

를 천명하고 있었지만 최근 년 개정저작권법이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문구를 목적조항, 2009 ‘ ’
에 삽입한 사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은 곧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

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권리보호나 원활한 이. ,

용도모도 저작권법의 주된 숙제이지만 이제는 저작물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인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공공저작물의 높은 수요는 저작권법과 더불어 소관당국의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대게 국민의 세금.

으로 조성된 것으로 공공성이 투여된 저작물이며 양적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민간저작물과는 차, ,․
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을 통해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여야할 책무를. ,

지니고 있는 우리 정부당국보다 한발 먼저 민간부문에서는 자유이용라이선스를 통한 저작물 유통활,

성화 운동이 이미 정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뒤돌아볼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제 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3

고 있지 않아 현 초기단계에서 일부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자유이용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새로운 버전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그 이전버전과 호환.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점차 공공저작물의 라이선스 적용대상을 확대해 갈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자유이용라이선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저작물의 유통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활성화되는 선진문화대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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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언
:: 방세희 장승원 정태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서 론I.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산업이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새삼 새로

운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들이 등장하고 생각. ,

지 못한 유통방식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디지털영상압축기술의 발달은 고화질의 영상물.

들을 저용량의 파일로도 화질의 저하 없이 변환할 수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Broad band Network)1)

의 확산으로 대용량의 정보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물의 유통 플랫.

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전통적인 매체인 방송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맞,

추어 공중파방송 역시 디지털신호를 송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개선으로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 텔레비전 외에 인터넷을 이용한.

의 시장점유율IPTV 2)이 커지고 있다 한편 라 불리는 디지털미디어방송 웹하드 등 디지털 저. DMB ,

작물의 유통경로는 매우 다양해졌고 이러한 상황을 멀티플랫폼, (Multi-Platform)3)이라고 일컫고 있

1) 광대역 통신망은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등 광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매체를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다중화하여 망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단말 또는 데이터국 간에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를 동시에, , ,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통신망으로 구내정보통신망 이나 종합유선방송 망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LAN) (CATV) .

세계 최대 네트워크장비업체인 미국 시스코시스템스에 의하면 세계 개국의 광대역통신망 품질2010.11. 72
조사결과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보급률이 로 년간 연속 세계 위를 기록했다100% 2 1 .(www.kocis.go.kr/kor/web/

최종방문announcements/international_view.asp?view_idx=936 2011.8.31. )

2)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료 시장에서 가 점유하는 비율은 이다 케이블TV IPTV 17% .
의 점유율 에 비교하면 모자라는 수치이나 최근 케이블 가입자가 꾸준히 로 옮겨가는 추세로TV 71% TV IPTV

서 는 년 월말을 기준으로 가입자 백 만 천명을 확보하였고 년 월 한 달 동안에만KT 2011 3 IPTV 2 39 3 , 2011 3
만 천명이 증가하여 하루에 천명 가량이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며 같은 달 현재 브로드밴드12 2 , 4 , SK IPTV

가입자는 만 천명 의 가입자는 만명에 달한다91 2 , LG U+ IPTV 68 . (http://www.sisapress.com/news/
최종방문articleView.html?idxno=54938 2011.9.1. )

3) 디지털콘텐츠영역 측면에서의 멀티플랫폼이란 유무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
콘텐츠의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는 박석규,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멀티플랫폼 진한 면, M&B, 24 .『 』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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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저작물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로 말미암아 저작물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

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통한 저작물창작 활성화와 저작물 이용자들의 편

의 증진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저작물을 제작하는 저작자와 저작물을 유통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지고 저작권의,

보호 강화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고 있어 저작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창작의욕의 고취를 통해 문화창달을 도모‘ ’
코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각종 규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최근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그 사업IPTV ,

자의 성질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방송사업자로 규

정4)하고 있다 비록 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서비스의 내용. IPTV

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행위와 전송 내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데 방송법과 저작권법상의 규율은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각종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유연한 규제,

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저작물의 유통이 이뤄지는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가 상

당 수준 진행되었음에 반하여 기존의 방송법 통신법의 체계 및 저작권법상의 규율이 지나치게 복, ,

잡하고 미비하거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창작의욕의 고취 내지 관련 산.

업의 발달 및 저작물의 이용의 편의를 저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 법제의

규율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의 유통이 이뤄지는 플랫폼의 다변화상황을 살펴보아 새로운 상황을 진,

단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는 저작권법 방송법 및 통신관계법 등 각종 법제현황을 살. ,

펴본 연후에 그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며 각국이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

식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유통플랫폼 다양화II.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유통플랫폼의 변화상1.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물은 그 유통 경로가 무한히 다양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다만 현.

재 저작물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의 변화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다 본래 통신서비스와 방.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2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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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비스는 그 기술적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별도의 전용망을 사용하여 왔으며 각각의 서비

스와 망을 규제하는 체계 역시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종래 통신분야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대 관계를 전제로 유선방식에 의한 전송이 일반적1 1

이었으며 사적통신의 비밀보호 이외에는 비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에 방, .

송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선전파의 송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광

범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져 왔다 그러나 거듭된 기술의 발전은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허물면서 기존의 엄격한 분리체계에 의문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전송기술의 등장 시마다 방송과 통신으로 분류하는 데에서 모순,

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5) 한편 최근의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Digital Convergence,

기기간의 융합 추세에 따라 근본적이고 광범한 유통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기존과 같이 단) ,

절된 형태의 기술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생태계 를 구축해(eco-system) 6) 멀티플

랫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multi-platform) .

모바일 기술의 확대는 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의 영상저작물 소비는 고정적인.

장소에서 특정한 단말기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의 대표.

적인 응용례로 꼽을 수 있는 의 경우도 대형 를 중심으로 한 가정 내의 고정형 네트워크IPTV TV

기술(fixed network) 7)이었으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의 폭발적인 증대는 이동형 통신네트워PC

크를 통한 미디어의 소비라는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시성이 중요한 소비,

자의 요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고정된 네트워크가 아닌 이동 중에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

자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랫폼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른바.

동시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는 송출방식과 단말기별로 통신 혹.‘ ’
은 방송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 각각 상이한 통제를 하고 있기에 이는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조합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사,

용하게 된다 이들은 미디어매트릭스 즉 공존하는 미디어들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 (Media Matrix),

크를 통해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태블릿 를 통, . PC

5) 특히 인터넷 시대의 개막은 대 의 관계를 전제로 한 통신이 대 다자간의 관계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1 1 1

면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였다, .

6) 황주성 외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총괄보고서 디지털 컨버전스기반 미래연구 시리즈, (II) , (II『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면10-01, , 63 .

7) 상게서 면,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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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화를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어보는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 소비방식이 나타나고 있다.8)

아울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트위터와 같은 양방향 소셜미디어 의 등장으로 소비자(social media)

들은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정보교류를 통해 영향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소통의 형태는 단순한 대 의 형태가 아닌 다자와 다자간의 모습을 띄. 1 1

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통신 또는 방송 어느 개념에도 온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할 것, ‘ ’ ‘ ’ 9)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구체적인 양

상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주요 전송 경로인 기존의 방송 내지 통신사업에 대한 규율,

과 저작권법의 규율의 기본구조를 살핌으로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진단코자 한다.

멀티플랫폼 기술의 동향2.

멀티플랫폼을 실현하는 기술의 현황(1)

우리나라의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플랫폼과 관련된 논의는 의 유통과 더불어 촉진되었다고IPTV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에 저작권법적 방송통신법적 논의가 많이IPTV ,

이루어 졌다 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의 약자로서 광대역.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 망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

을 의미한다 의 통신은 멀티캐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PTV (Multicast) .

사업자는 콘텐츠를 멀티캐스트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IPTV IP10)로 방송의 형식으로 동시일방적으‧
로 송신하면 주소 그룹에 가입한 개별 이용자의 셋톱박스까지는 개별적 요청에 따른 일대 일의, IP

전송의 형식으로 송신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를 방송으로 볼 것. IPTV IPTV

인지 전송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11)

기술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와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 웹캐스팅 은 역시 인터IPTV (Webcasting)

넷 망 하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컴퓨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와 유통되는 플랫폼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차이와 디지털 저작물 자체. IPTV

8) 이는 장치간의 동기화 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부터 중앙서버에 저장한 후에 이를 각 단말(Synchronization) ,

기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9) 기존의 통신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수신자의 요청과 송신사의 전송이라는 쌍방향적인‘ ’
소통을 의미하며 비동시성을 지닌다 반면 방송은 송신자의 일방적인 전송이 동시성을 갖춘 형태로 송신, . ‘ ’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라고 불리는 주소 대역으로 이 주소 대역의 개의 주소는 하나의 그룹을 의미한다D-class IP 1 IP .

11) 를 규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 정의규정에서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IPTV 2 ,

관한 논의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후술하는 제 장 절의 에서 다루고 있다5 1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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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사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컴퓨터는 비록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를 유통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IPTV

되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텔레비전 및 컴퓨터라는 플랫폼이다 이와는 달리 멀티플랫폼에 모바일, . ,

기능이 접목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이들 역시 주목받는(Mobile) PC ,

멀티플랫폼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와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애. (Operating System, OS)

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개인방, ,

송 등의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 역시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12)

장래 등장가능한 멀티플랫폼(2)

방송과 통신의 융합 미디어 서비스는 기존에 상용되던 텔레비전 컴퓨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도 유통되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멀티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교류의 증가로 해외에 시판,

되는 플랫폼이 소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래의 멀티플랫폼은 모바일 화 스마트 화. (Mobile) , (Smart)

되어가는 추세이다.13)

이러한 환경에서 무선 접속망을 이용하여 에 이동성을 부과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스크린을IPTV

이용하여 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를 출시하기위해 개발을 하고 있으며IPTV IPTV 14) 기술,

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시장에 유통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
업법에서는 지상파 및 위성 와의 중복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선통신 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므DMB’
로15) 모바일 가 상용화 될 경우 이를 포섭할 수 있도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개정하IPTV

거나 또는 다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는 활발히 이용되는 플랫폼이지만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제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멀티플랫폼으로 훌루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훌루는 기존에 유투브에(Hulu) .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와 유사한 화면 및 광고 틀을 구축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검증된 콘텐츠를TV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는 웹 였다 그러나 훌루사는 훌루 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TV(Web TV) . TV

통해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확장하였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훌루 를 이용하는, TV

경우에는 텔레비전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송으로 컴퓨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웹캐,

스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음성송신 또는 전송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12)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연구반 방송통신융합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면, 2010 , , 2010. 12. 142 .「 」
13) 상게서 면, 51 .

14) 에서는 를 이용한 쿡 모바일을 상용화할 예정이며 미국의 는 기반의KT Wibro TV , AT&T WiMAX Mobile‘ ’
서비스를 위한 연구중이다IPTV .

15) 상게서 면,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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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기존의 법제와의 갈등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가속

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된 불합리와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나라의 플랫폼과 저작물을 규율하는 법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보호법제 현황.Ⅲ

저작권법1.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함은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하다 따라서 이하에서 살펴보는 저작권법의 기본관념과 구조 및 변화상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규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는 출발점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등의 보호와 제한(1)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저작자에게 저작인‘ ’
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저작권16)을 부여하고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자의 창작과 저작물,

향유에 기여하는 일정한 범위의 자들에게 저작인접권17)을 부여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토록하고

있다 반면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공중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저작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16) 저작권법 제 절 동법 제 절 제 관 및 제 관 동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저작권은 저작재3 , 4 1 4 , 123 , 125 , 126 , 129 .

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대별되는데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므로 저작자의 인격, ,

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표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에 실명 내지 필명이명, ․
기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이 저작자의 의도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이외에 이러한 권리는 자신이 보유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의 대가를 받을 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역시 부여되어 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이 저작물을 자신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7) 저작권법 제 장 저작물의 직접적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제작이나 유통에 기여하는 가수 연기자 등3 . ,

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이 대중에, .

전파 보급되는데 창작자 외의 중간적 매개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그들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 ,

여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꾀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달을 통해 사회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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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보호가 과도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방해받음으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유와 발전,

을 꾀하기 어렵고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저작자의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저작권,

제도가 형해화되고 문화의 창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헌법이 제 조 제 항. 22 2 18)에서 저작권의 보호

를 규정한 이래 현행 저작권법은 제 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1 “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
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공중의 이익 사이에 조화와 조정의 필요성을 반

영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제 조에서 제 조까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저, 23 37

작재산권을 일정부분 제한19)하고 있다.

생각건대 저작물은 그 창작과정에 있어서 그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완전하게 독창적일 수 없

고 선대의 사람들이 축적한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일정, ,

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유포를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이들 제한규정은 저작권법 제 조에1

표현된 공정한 이용의 도모와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혹은 목적적인 한계를 표현,‘ ’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미디어시대의 저작권법(2)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저작물의 유통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작자와 이용자 간의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정착하여 저작물을 전송.

하고 복제하여 가공하는 행위가 매우 용이해졌는바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침해 내지 그 가능성,

이 증대된다고 느끼며 저작권보호의 위기국면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이용자의 측면에.

서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모방 및 활용이야말로 창작활성화의 원동력이고 이러한 상호,

작용이야말로 웹 시대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있다2.0 .20)

저작권법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의 발전상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여 현실과의 부정합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행함으로써 작자의 권리보호와 이

18) 대한민국 헌법 제 조 제 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22 2 .· ·
19) 저작권법 제 장 제 절 제 관 개조에 걸쳐 저작권 제한규정을 열거적으로 두어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2 4 2 . 14

작물의 향유자의 편의와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에는 학교교육의 목적 또는 재판절차에서의 인용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있으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과 같이 표현의 자유 내지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물은 문화적 산물이므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저작권.

자의 권리행사의 균형의 관점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 이상정 우리 저작권제도의 회고와 전망 디지털환경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저작권문화 제 호, - , 87 ,「 」 『 』
한국저작권위원회 면, 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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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편의 및 문화창달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저.

작물 유통방식에 대한 규율을 위하여 년 개정법에서 전송권을 도입하였으며 년 개정에서2000 , 2006‘ ’
는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 ’ 21)하면서 공중송신권의 지분권으로 설정하였다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제한을 위한 규정들은 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이래 년2003 , 2006 ,

년 최근 년 개정으로 보완2009 , 2011 22)되어왔다 특히 년 개정법은 한미 를 계기로 인터넷. 2011 FTA․
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
도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아울러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복제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지.

털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불법적인 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내지 그, ‘ ’
시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23)함으로써 이른바 접근통제를 입법하였다.‘ ’

방송통신관계법2. ‧

현행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전기통신관련법률이라 한다 과 저작권법, ( )‘ ’
은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24) 이하에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규율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융합과 의 유통에 따른 새IPTV

로운 멀티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검토해 보고 이를 논의의,

바탕으로 후에 본 법률들과 새로운 멀티플랫폼 사이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법(1)

방송법은 제 조1 25)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방송의 자유와 책임 및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한 법이다 방.

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방송의 대상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엄격한 진입규제와

내용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 조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2 “ ·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 )‘ ’

21) 현행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및 동법 제 조2 11 18 .

22) 현행 저작권법 제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참조6 .

23) 현행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및 동법 제 조의2 28 104 2.

24) 이에 대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관련법률은 공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법인 저작권법과 궤를 달리하여 방송,

이나 통신의 개념 정의의 범위를 달리보아 규율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로 손금주 저작권법상 방송사, ,「
업자 지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의 융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년 면- , , 2008 , 30 .‧ 」

25) 방송법 제 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1 ( )

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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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하고, , , ,”
있다 또한 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규정. , , ,“ ”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까지 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

방송법의 체계를 보면 방송과 방송사업 그리고 방송서비스의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아도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의 대,

상이 되는 방송사업자의 구분에 있어서 방송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 방송플랫폼에 따라 방

송사업 및 방송사업자를 분류하였음을 볼 수 있다.26) 또한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성 요청에 의해 방송

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방송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규제를 정하고 있다.27)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2)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에서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2 “ ㆍ ㆍ
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ㆍ ㆍ ”
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고 제공하는, ,

자로 규정되어 있다.28) 본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을 절을 달리하여 각,

각 규율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율한 것은 통신서비스를 엄격하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진입규제에서,

부터 사업의 운용에 대한 규제까지 서비스 별로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3)

방송통신융합의 대표격인 의 도입으로 기존의 방송법 및 전기통신관련법률로는 규율할 수IPTV

없는 한계를 직면하게 되였다 이를 시정하고자 일명 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
사업법이 제정되었다 본법 제 조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자가 소. 2 (‘
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 조제 항제 호, 10 1 1「 」 29)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26) 최세경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에서 콘텐츠 규제연구 수평규제체계의 적용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 -「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면, , 102 .」

27) 방송법 제 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32 ·
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

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8) 년 월 일에 시행되는 일부 개정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새로운 역무를 신설하였다2011 11 20 .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2 13 .“ ”
가 저작권법 제 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104「 」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 3 1「 」 ·

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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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 을 이용하여 양방)

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

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 ·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였다 즉 본법의 대상이 되는 를 많은 논의가. IPTV’
있었음에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조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3

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새로운 멀티플랫폼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지만 중심의 정의규정으. IPTV

로 인하여 새로운 멀티플랫폼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경직성30) 또한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디지털,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과 적용되는 법률의 차별성31) 측면에서 일면 불합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과 멀티플랫폼의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각 규율은 시의성 있는 제정과 개정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겪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과 멀티플랫.

폼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각 규정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

는 규제 및 적용의 문제점과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그 극복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규율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각국의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Ⅳ
인터넷 환경의 정착과 디지털 매체의 보급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있어왔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멀티플랫폼 도입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상황과 규율을 위한 논의를 살펴 우리의 법제를 가다듬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1.

미국은 년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1999 (Digital Millennium

을 입법하면서 현재의 방통융합 환경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Copyright Act : DMCA) .32) 특히 미,

29) 전파법 제 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10 1. 5 2① 「 」
30) 인터넷멀티미디어법 제 조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인터넷 프로토콜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2 ‘ ’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방송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Mobile
나 등으로 현실 유통될 경우 본 법의 텔레비전 수상기 등에 포함IPTV MCM(Mobile Convergence Media) ‘ ’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31) 디지털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은 방송법의 규율대상이다.

32) 신재호 외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침해이슈와 콘텐츠창의성 확보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 』 ·
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면10-13-05,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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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를 입법함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을 통제DMCA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입법화면서도 저

작물 이용자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예외규정으로서 룰메이킹 에 의한 추가적(Rule-making)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33) 하였다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므로 의회가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부여한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34)

한편 디지털 저작물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분쟁으로서 케이블비전 사, (Cablevision)

건35)이 주목할 만하다 케이블방송사업자인 사는 기존의 셋톱박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Cablevision

제공한 네트워크 기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회사PVR(Personal Video Recorder)

서버에 녹화하고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이에 영화제작사 등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복제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니 베타맥. 1984

스 사건(Betamax) 36)에서 설시한 베타맥스 원칙37)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개인이 보.

유한 디지털영상기록장치 의 경우라면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 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DVR( )

것이어서 방식상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니 베타맥스 판결에 따를 때 내장형과 외장형을

막론하고 기기 제작자는 개별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DVR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해 사안에서 문제된 중앙서버저장식 이하 서비스의 경우, DVR( RS-DVR)

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중앙서버에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비디오를 이,․
용자가 요청하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해주므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비디오의 복,

제재생에 관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르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인 케이블방송사 중 누가 직접적.․
인 행위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복제행위자라고 판단되면 공정이용 항변의 적용가능성,

이 배제되지만 이용자가 행위자라면 베타맥스 판결에 의해 사적복제행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

33) 미국은 현재까지 세 차례의 룰메이킹을 통해 기술 환경을 반영한 예외를 설정해 왔다 이러한 절차가 개.

시되기 이전에는 룰메이킹을 관장하는 부처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

을 고려하여 저작권청장이 이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도서관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룰을 공표하도록 하

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철서재권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저. , ,· 「 」
작권연구자료 저작권위원회 면 참조(57), , 2008 25-32 .

34) 신재호 상게서 면, , 88

35) Twenties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 Corp., 478 F.Supp. 2d 607 (S.D.N.Y. 2007)

36)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

37) 소니사가 개발한 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방송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에VCR , (time-shifting) VCR

녹화저장하는 행위는 공정이용 에 해당하고 제조회사는 개별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fair use) , VCR․
대한 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말한다 한편. , Cablevision 사건에서는 사Sony Betamax

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쟁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주장하고 간접 침해,

는 주장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공정 이용 에 기반한 방어방법은 유보를(contributory infringement) , (fair use)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지만 법적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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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 법원은 복제행위자는 서비스제공자인 케이블비전 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1 ,“ ”
로 케이블비전이 복제장치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들었음에 반하여 항소심 법원, 38)은 복제장

치를 소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제공자를 복제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용자․
가 을 이용하여 녹화 재생하는 것이나 을 이용하는 것이나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VCR , RS-DVR

케이블비전사의 행위는 단순한 데이터 도관 에 불과하여 스스로 복제행위의 주체가(mere conduit)

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에 상고제청,

이 기각됨으로써 항소심의 결정이 확정되었다(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39) 또한 본 사안

에서 일시적인 버퍼 저장에 대해 기존의 제 항소법원의 판결(buffer) 9 40)과 달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시로서 복제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2.

한편 저작권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앤여왕법이 탄생한 저작권제도의 시발국인 영국에서 발표‘ ’
된 최근의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디프 대학 의 이언 하그레이브스. (Cardiff University) (Ian

교수가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Hargreaves) " :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를 수용하여 디지털 저작권 거래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소 의 설립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한 것이다(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41)

정부의 조치의 기반이 된 당해 보고서에서 영국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 로비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반하는 저작권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

되어 왔음을 주장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은 그 복제 배포가 무료이거나 무료에 가까운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42)하는 점이 핵심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통신기술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일상적인 복제 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copying) ,

디지털사회로의 변화에서 복제행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저작권 은 통신기술을 기반으(copyright)

38) The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536 F.3d 121 (2d Cir. 2008)

39) 연방대법원이 제출요청한 의견서에서 연방정부는 복제행위의 주체는 서비스이용자 개인이라는 입장 하에
과 서비스를 구분하면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 개개인의 복사행위는 물론 복사요청RS-DVR VOD , VOD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사장치의 물리적인 위RS-DVR .
치는 복사주체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기기가 이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이상 물리적으로 동,
일한 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40)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9th Cir. 1993)

41) 서기원 외 영국 정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틀 모색 년 제 호 한, , , Copyright Issue Report 2011 15 ,「 」 『 』
국저작권위원회 면, 3 .

42) The question is: in a digital world, where copying and distribution are more or less free, what
does an effective regime look like? Ian Hargreaves,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참조, 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 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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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새로운 사업의 등장에 대한 규제장벽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그레이.

브스 보고서는 산업영역을 초월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cross-sectoral Digital Copyright

를 년까지 설치할 것과 내의 초국적 저작권제도Exchange) 2012 , EU (cross border copyright

및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에 대한 국가의 이용허락제도의 도입 그licensing) (Orphan works) ,

리고 저작권 제도의 본 목적에 충실한 저작권의 축소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규제의 유연화를 위한 권

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의 설립은 현재의 저작권제도(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하에서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권리 정보에 대하여 각자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잠재적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리묶음(package of

을 쉽게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rights)

는 점43)에 착안하여 제시되었다 예컨대 어떤 뮤지컬을 영화화하고자 한다면 뮤지컬 음악에 대한. ,

저작권의 관리기구와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등에 대한 관리기구가 달라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단일한 저작권 거래소의 설치를 통해 이른바 원클릭 이용허락. , (one-click

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인 것이다permission) .

영국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이러한 변화들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디지털저작,

권 규제의 틀 을 구비할 예정(framework) 44)이며 이번 보고서에 대한 수용으로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새로운 법정허락 요건을 모색함과 동시에 패러디 및 포맷 변환과 학술목적 등의,

법정허락 제도를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저작권제도를 마련하고자 노EU ,

력하는 점은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3.

일본은 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다양한 과제와 저작권2009

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 촉진하고자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

여 시행중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정 요건하에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

였으며 저작인접권자의 불명 등의 경우의 법정허락의 재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규정과 더불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경우에‘ ’

43) 상게논문 면Ian Hargreaves, , 11 .

44) Her Majesty s Loyal Government,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Hargreaves Review of’
재정장관 과 기업혁신기술부장관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Chancellor of the Exchequer)

문화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Secretary of State for

이 배서하였다Culture, Olympics, Media and 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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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관련된 저작권제한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권리자의 보

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45)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저작물 등의 사적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성행해왔고 관련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소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리.

밍 등의 방법을 통해 원래의 방송권역을 넘어서는 지방 또는 해외에서 방송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방송장치를 이용한 서비스인 마네키 사건TV‘ ’46)의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47)

일본의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클럽 캐츠아이 사건‘ ’48)에서 처음 설시되었

던 소위 가라오케 법리 가 존재하고 있었다( ) .‘ カラオケ法理 ’ 49) 이 법리는 경영자가 가라오케 장치와

테이프를 비치해 두고 종업원이 가라오케 장치를 조직하고 고객에게 가창을 권유하였다면 종업원이

가창하는 경우는 물론 고객이 가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주 내지 가창이라는 형태에 의한 해당 음

악저작물의 연주 주체는 상기 경영자로 본다는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간접침해를, ‘ ’
강제로 직접침해로 전환 혹은 의제하여 금지하는 것이다.‘ ’ 50)

그러나 년 일본에서 녹화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해외에 전송하고 해외에서 이용자가2009 TV ,

감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회사를 와 민영 개 방송사가 저작권침해로 제소한 이른바NHK 9

45) 이 개정 저작권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년 월 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2010 1 1 ( 22 1 1 ) .平成 年 月 日
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업자가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행하는 복제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서비스사업자가 불법복제물의 존재를 안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였다 아울러 저작인접권자의 불명 등의 경우의 법정허락의 재.
정제도를 신설하고 재정신청을 행함과 동시에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수의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는 재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을 꾀하였다, .
한편 저작권법 위반의 인터넷송신을 통한 음악 및 영상의 복제행위가 관련 산업을 저해할 정도로 증가함,
에 따라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통해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에 있어
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관
련된 권리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신재호 외 전게서 면. , 86

46) 마네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마네키 는 소니사의 로케이션 프리 라는 제TV . TV (Location Free)‘ ’
품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로케이션 프리는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해주어 인터넷이 연결TV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용자가 방송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로케이션 프리를. ‘ ’
이용하여 일본국의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면 당해 장치가 일본국 내에 소재하여햐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등의 경우 일본 내에 로케이션 프리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일본의 방송컨텐츠를 시,

청할 수 없었는데 마네키 는 일본 내에 로케이션 프리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 TV

정액을 받고 가입자로 하여금 방송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7) 윤선희 공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지식Hitoshi Otaki , ,· 「 」 『
재산의 동향 특허청 면, , 41 .』

48) , 63 03 15 , 59( )1204 , .　最高裁判所 昭和 年 月 日 昭和 オ 号 判決 音楽著作権侵害差止等
49) 이영록 전게논문 면, , 45 .

50) 판결의 원문은 당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일지분권으로서의 연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
라는 표현을 사용하( )当該音楽著作物についての著作権の一支分権たる演奏権を侵害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り

여 직접침해로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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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라쿠 재판“ ”51)에서 지적재산고등법원은 프로그램을 녹화 전송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 자신으" ㆍ
로 이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운영회사는 이용자를 서포트하고 있을 뿐 이라며 가라오케 법리의 적, . "

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같은 해 제기되었던 마네키 사건의 항소심, TV 52)에서도 동일한

판시로 가라오케 법리는 위협받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마네키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송신은TV

앞서 언급한 자동 공중송신이며 베이스 스테이션은 자동 공중송신 장치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에‘ ’ ‘ ’
접속하고 있는 자동 공중송신 장치인 베이스 스테이션에 본건 방송을 입력하는 행위는 본건 방송의

송신가능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송신의 주체는 사업자이고 본건 서비스 이용자가 불특정의 자로서‘
공중이므로 권리침해라고 판단하였다.’ 53)

이는 기술적으로 거의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제공된 미국의 케이블비전사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반된 판결로 그 타당성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특히나 대 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중송신 으, 1 1 “ ”
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상당수의 비판이 제기되었다.54) 우리 저작권법상 공중 의 개념과도“ ”
상충되는 바 우리의 법 해석상으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우리의 과제V.

현행 규제의 문제점1.

방송통신관계법의 규율상의 문제(1)

디지털 저작물과 멀티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는 저작권법과 함께 방송통신관계법이 있다 저작.

권법이 멀티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면 방송통신,

51) , 21 1 27 , 20( )10055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 平成 ネ 号 判決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等
52) , 20 12 15 , 22( )10059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 平成 ネ 号 判決 著作権侵害差止等
53)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3 01 18 , 21( )653 , .最高裁判所 平成 年 月 日 平成 受 号 判決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

먼저 송신가능화권 침해와 관련하여 각 베이스 스테이션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입력되는 정보

를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본건,

서비스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베이스 스테이션에 정보가 계속적으로 입력되고

있다 피상고인은 베이스 스테이션에 분배기를 매개하는 등 스스로 관리하는 안테나에 접속하여 당해. TV

안테나에서 수신된 본건 방송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계속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한 후 베이스 스테이션TV

을 그의 사무소에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베이스 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베이스 스테이션에 본건 방송의 입력을 하고 있는 자는 피상고인이고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행해지

는 송신의 주체는 피상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영록 일본 마네키 사건의 판결 및 시사. , TV「
점 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면, Copyright Issue Report 2011 5 , , 3 .」 『 』

54) 이영록 전게논문 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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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은 유통플랫폼을 규율하여 간접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규율에 기여한다 디지털 저작물은 항.

상 이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통하여만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보,

호를 멀티플랫폼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칫 공허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송법 전기통신관련법률 그리고 의 규율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 , IPTV‘ ’ ‘
어방송사업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 ‘ ’
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구분함 없이 일률적으로 방송으로 규정함으로IPTV

말미암아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더불어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와 관련한 문제도 낳고 있으,

며 기존의 방송법과의 상이한 규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저작권법상 사업자의 지위 문제1) IP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그 목적상 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IPTV

른 멀티플랫폼을 포괄하여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하지만 규율 대상인 에. IPTV

관해서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동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 “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

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 · ·
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다 라고 정의‘ ’ ” 55)하고 있다 그러나 가 제공. IPTV

하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고찰보다 유통 플랫폼이 텔레비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방송으로 규정한 본 정의조항은 저작권법상 사업자가 저작권법 상으로도 방송사업자로 인정됨IPTV

으로 말미암아 이외의 멀티플랫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논의를 촉발시킨다IPTV .

의 기능 중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송신 형태가 동시성과 일방성을 충족시킨다는 점과 당IPTV

해 법률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방송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56) 그러나 주문형 비디오(Video

이하 라 칭한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역시on Demand, VOD. VOD ) . VOD IPTV‘ ’
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유형의 송신형태까지 일괄하여 방송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57) 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송신된다는 점에서 저작권VOD

법상의 전송의 개념에 부합한다 만일 서비스를 의 실시간 방송에 부수되는 서비스에 불. VOD IPTV

과하다고 본다면 를 일괄적으로 방송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라 불리IPTV . IPTV

5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 호2 1 .

56) 반면에 실시간 전송에 대해서 방송과 전송이 결합된 제 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진IPTV 3 .

태임종인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적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IPTV - ,․ 「 」
중앙법학 제 집 제 호 면12 2 , 2010.6., 455 .『 』

57) 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은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박준석 이용자의 저작권행위 침IPTV ,「
해에 따른 사업자의 법적 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제 호 의 총설 참조IPTV , , 85 , 2, (1) .」 『 』 Ⅳ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언

▶127

던 의 메가 나 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텔레콤의 하나 가 를 중심으로 서비스를KT TV SK TV VOD

시작하였다는 점과 이를 마케팅의 주요 부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를 의 부수VOD IPTV

적 서비스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위 특별법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은 주로 실시간 방송을 방송법 혹은 통신법 중 어느 방향으로 규율할 지에 따른 고려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법경위와 저작권법 제 조에서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2

로 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풀이되는 점에 비추어 의 실시간 방송IPTV IPTV

부분은 방송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부분은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58) 의 서비스를 실시간 방송과 로 구분하여 각각 방송과 전송의 규정을 적용IPTV VOD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해석논리로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달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동일한,

플랫폼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 자체를 달리 보는 것은 법적 체계성을 저,

하시키고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59) 더불어 저작권법에서 정한 방송‘
사업자의 지위획득여부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유나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과 관련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60) 서비스 중 실시간방송만을 방송으로 볼 수 있는IPTV

상황에서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규율이 될 수 있다IPTV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방송사업자로 인정받는 사업자와 그렇지IPTV

못한 웹캐스팅 사업자 사이의 차별적 규율의 타당성도 의문이다 사업자는 그 사업유형으로. IPTV

서비스라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요한 서비스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VOD‘ ’
방송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웹캐스팅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기술.

상 의 실시간 방송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에 포IPTV

섭하여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와 웹캐스팅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방송사. IPTV

업자를 인정하는 이유로 종래에 첫째 는 웹캐스팅과는 달리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는, IPTV

점 둘째 유료서비스로 제공되는 폐쇄형 서비스라는 점 셋째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공중의 접근성, , , ,

은 용이하게 하고 복제는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왔다.61) 그러나 광대역통신망의 보급과 더불어

58) 박준석 전게논문 사업자의 각 서비스와 저작권법 조항의 관련성 부분 참조, , . 2. IPTV .Ⅲ
59) 저작권법과 방송법 전기통신관계법률 및 인터넷방송통신관계법 상의 동일 플랫폼에 대해 방송 통신의 구, ,

별을 달리보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복규제의 우려와 함께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는 여건을 개별적으
로 충족해야 하는 부담으로 시장에서의 지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를 통. IPTV VOD
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으로는 전송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상으로는 방송이므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방송법의 엄격한 내용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60) 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상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 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 조 공표된34 ( ), 51 (‧
저작물의 방송 제 조의 실연자 등의 추정 제 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 조 방송사), 64 2( ), 75 ( ), 82 (
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 조 복제권 제 조 동시중계방송권 제 조의 공연권 등이 규정), 84 ( ), 85 ( ), 85 2( )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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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용환경이 이전과 달리 사용자친화적으로 바뀌면서 리모컨을 이용해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과 웹캐스팅 역시 유료 가입자에게만 개방하는 형식으로도 존재한다는

점 또한 무수한 멀티플랫폼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술적 측면과 이용자 및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두 사업유형을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법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설득력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62)

결국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방송과 통신의 개념정,

의에서부터 새로운 멀티플랫폼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규제체계를 구현하지 못한 채 역무 또는 플랫,

폼에 따른 수직적인 규제방식에 머물러 있으며63)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자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납,

득할만한 기준 없이 방송 또는 통신으로 구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기능 및 사회적 요청과 비견.

할 정도로 오늘날 인터넷 통신의 전세계적 유통성과 여론형성기능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다면 이 둘의 규율의 차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방송법의 규율의 차이2)

사업자에 적용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적IPTV ,

용이 되는 방송법 사이에는 진입규제를 비롯한 겸영규제 편성규제 데이터방송규제, , 64)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실상 동일시장에서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인 규율을 하는 것 자.

체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특히 편성규제에서 지상파방송 재전송의 차별적 규제는 저작,

권법 해석과 관련해서도 두드러진 문제점을 보인다.65) 여기에서는 플랫폼을 다루는 방송법과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방송법 제 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78 KBS 1TV·

61) 박준석 전게논문 의 웹캐스팅 부분 참조, , 3, (2) .Ⅱ
62) 현행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수행하는 폐쇄형SKT, KT, LGU+

서비스는 포섭하고 있으나 다음의 팟이나 곰 아프리카 와 같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개방형 영IPTV , TV TV, TV
상컨텐츠 서비스사업자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63) 년 월 일에 개정되어 년 월 일에 시행 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제 조 호에서 특수한2011 5 19 2011 11 20 2 13 “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104” 「 」
와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3 1「 」 ·
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신설하였지만 이 규정 역시 역무의 종류를 추가하는,
형식이어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64) 방송법에 따르면 데이터방송에 대해 광고규제 및 내용규제를 정하고 있지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데이터방송을 부가서비스로 간주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65) 과 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방송을 재송신 하는 경우 무료의무재송신 규정이 없으며 저작KBS1 EBS
권법 규정의 배제규정 방송법 제 조 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별로 계약에 의해 재송신( 78 3 ) .
을 하게 되는 가운데 케이블 및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등, IPTV
침해정지 및 예방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오은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가동 지상파. , .. -“
케이블 라운드 시작 이티뉴스2 , , 2011.8.23. (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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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 대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 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 하여야EBS ( )‘ ’
한다.66)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1 2

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67) 이 규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에 의해 준용되도록21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IPTV

고 있다.68) 즉 사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재송신을IPTV

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 조 항에서 지역케이블방송사업자가 나 외의 지상파 방송78 4 KBS 1TV EBS

을 역외재전송을 할 때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같은 전국대.

상의 방송사업자였던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방송과 계약을 맺고 방송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던 경우와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시장에. IPTV

서의 확대를 염두에 둔 규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플랫폼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사업자 사이의 이와 같은 차별적인 규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 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69)

디지털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상의 문제(2)

저작권법의 목적의 재검토 필요성1)

우리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디지털 세기 디지털시대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하21

고 광대역통신망을 보급하고 전국적으로 모바일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에 친화적인 조

건을 일찌감치 마련함과 동시에 콘텐츠산업의 육성에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저작물들을 수출하는 국가,

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저작물산업의 발달 초기에 저작권의 보호는 관련 산업계의 존망이 달린 시.

급한 과제였고 세계화로 인한 개방에 따라 국제조약에 따라야 하며 이른바 저작권 선진국의 저작, ,

66) 방송법 제 조 제 항78 1 .

67) 방송법 제 조 제 항78 4 .

6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20 9 .

69) 현행 방송법과 법에 플랫폼 규제가 산재돼 있어 규제 체계가 플랫폼 별로 상이하고 규제 형평성이 어긋나 불IPTV

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위성에 대한 규제를.

바꾸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까지 확대하려면 법을 방송법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같IPTV IPTV .

은 지적을 반영해 방통위는 향후 케이블 위성 를 아우르는 가입가구수 제한으로 규제를 단일화 한다는 계획, , IPTV

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법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IPTV . ZD net, vs.“
전국구서 맞짱IPTV, ? , 2011.8.3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830172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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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 압력도 거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저작권정책은 저작권의식 고취와 저작권 보호. ‘ ’ ‘
의 강화에 맞춰졌고 저작권법 역시 저작자의 권리보호의 확대 및 강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확대, ,’
및 강화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권의 준수는 관련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하며 저작권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식 고양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정, .

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취지가 문화창달의 제고라는 점22 2 70)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권리자중심의 규제확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의 제한사유의 경직성2)

저작물 이용자 행위의 파급력은 본질상 동일한 유형의 것이라도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소니 베타맥스 사건. 71)에서 문제되었던 시청시간“
의 조정 즉 시청자들이 가능한 시간에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동시에 송신되는 콘(time shifting) ,”
텐츠를 복제한 후 이용하는 행위는 아날로그 저작물시대에는 사적이용 및 공정이용으로 허용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았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저하가 없을뿐더러 멀티,

플랫폼에 기반하여 하나의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복제와 다양한 기기로의 무한한 전송이 가능하기

에 과거와는 전연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위기상황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시대의 본질

은 자유로운 복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 ‘ ’
그동안 문화창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관련산업의 발달 중심으로 변해왔고,‘ ’ ‘ ’ 72) 현재는 그 극단

에 서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의 관심의 중점이 문화에서 수익성으로 옮아갈 때 타인의 상업성을. ‘ ’ ‘ ’
제약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기준은 엄격해지고 공정이용의 가능성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

구나 우리의 저작권법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제한규정이 한정적 열거의 형식으로 규

율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열거된 사항 외에 저작권의 제한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고 저작. ,

권의 강화 추세에서 이용자의 편익과의 균형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공정이용의.

법리 를 일반조항으로서 도입하자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으며 한미 이행(fair use) , FTA‧
입법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실제로 저작권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이용의 규정을 도입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사건Replay TV 73)은 디지털저작물과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사적이용의 범위 확대와 영미법상 공

70) 신재호 등 전게서 면, , 132 .

71)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1984).

72) 최승재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유튜브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 -「
으로 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제 호 면, , 84 , 51 .」 『 』

73) 그러나 이 사Paramount Pictures Corp. v. Replay TV, 298 F. Supp.2d 921(C.D.Cal. Jan 09, 2004).
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업광고를 제외하고 녹화를 시켜주는 기능과 인터넷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삭제함으로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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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용의 법리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콘텐츠 이용자들이 디지털 저작물을 다양.

한 플랫폼으로 복제하여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만일 저작권침해책

임을 부담치 않는 사적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멀티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이

용을 불편하게 하여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결국 저작권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형해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사적이용에 관한 디지털멀티플랫폼 환경에 합당한 해석의 지. ‧
침 및 입법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개정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디지털 저작물의 접근권의 인정문제3)

디지털 저작물과 아날로그 저작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통과 복제의 용이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즉 디지털 저작물 시대의 도래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쉽

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런 보호조치를 무력화 내지 우회74)하는 기술의 개발 등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두고 상반된 기술의 발전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은 크게 이용통제와 접근통제75)로 분류되며 이용통제만을 규율해오던,

우리 저작권법에 한미자유무역협정상 접근통제에 대한 입법화를 합의함에 따라 접근통제에 관한 규

정을 두게 되었다 개정 저작권법 제 조 정의규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저작권 그 밖에 이. 2 ,‘ ’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제 조의 에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104 2 ·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통제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에는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작물 자체의 자유로운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본 규정은 우리나라 저작권의 내용으로.

서 인정해 오지 않았으며 개정 저작권법상에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른바 접근권을 저작권, ‘ ’
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는 년에 디지털. 1998 DMCA(

밀레니엄저작권법 를 통해 접근통제가 입법화 되었다) .‘ ’ 76) 이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수반하

지 않는 단순한 접근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이었는데 이러한 접근 금지가 법적으로 접근권이라는 새‘ ’

74)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복제 등의 권리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원래의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도

록 회피 제거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

75) 이용통제는 저작물 자체의 접근은 자유롭게 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기술조치로서 사용기간 도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반면 접근통제, .

는 일단 접근만 허락되면 이용 자체는 자유롭게 하는 기술로서 대표적으로는 암호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76) 제 조DMCA 1201 (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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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77)

접근권의 등장은 현행 저작권법상 사적이용 혹은 사적복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사실상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적으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이 보장된다.78) 즉 사적이용은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됨을 기초로,

저작권자의 재산상 인격상의 침해와 무관한 이용자를 위한 권리 혹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

나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두어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를 저작권자에게 허락받도록 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적이용을 비롯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자칫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저작권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 1 ‘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의에 관하여 접근통제를 통해 상대적 독점권인 저작권이 절대적인 독점권으로 변모될 가.

능성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79) 인터넷 시대의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수많은 창작과 기술발전의 기

반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현행 접근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

자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현행법제80)가 과연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규율방안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규정의 적용범위 문제4)

멀티플랫폼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콘텐츠

를 송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멀티플랫폼으로 불리는 가 방송에 의한 송신인지. IPTV

전송에 의한 송신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 역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브로드캐스트와 유니

캐스트가 결합한 멀티캐스트로 콘텐츠를 송신하고 있기 때문이다.81) 브로드캐스팅된 콘텐츠는 인터

넷 프로토콜을 통해 개별 수신자에게 콘텐츠가 제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망을 이용한다는 점

에서 웹캐스팅을 비롯한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과 유사하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 전의.

77) 신재호 등 전게서 면, , 123 .

78) 저작권법 제 조30 .

79) 신재호 등 전게서 면 이른바 에 대한 접근제한은 상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절대적 독, , 125 . public domain

점권으로 변모시켜 창작을 유도하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80)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제 조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2 28 , 104 2( ).

81) 브로드 캐스트는 하나의 송신자가 데이터를 전송하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수신자가 동시에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저작권법상 방송의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유니캐스트는 하나의 송신자와.

하나의 수신자가 일대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서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는 라우터 까. IPTV

지는 브로트캐스트 방식으로 운용되며 그 이후에는 개별 이용자의 셋톱박스 까지 유니캐스트로 운용되는

멀티 캐스팅의 방식이다.

이 부분의 상세설명은 이진태임종인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작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문제, IPTV ,․ 「 」
중앙법학 제 집 호 참조12 2 (2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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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하에서는 방송사업자인 사업자와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구분된 웹캐스팅이 저작권법상 온IPTV

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문제로 논의가 되었다(Online Service Provider) .

개정 전 저작권법 제 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2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로서 방송이나 디지털 음성송신 서비스 제공.

자는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한미 한 를 기화로 개정된 저작권OSP . , EU FTA

법에서는 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전송이라는 용어 대신 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책임제OSP

한규정을 세분화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멀티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 여

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이 분명 과거에 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사업자에. IPTV OSP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한 의도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정의. OSP 82) 및 책임제한규정83)을 보면 매우 세밀하게 요건을 구분하여 책

임제한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개발 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정도에서 보

편성과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때 개정 저작권법의 책임제한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OSP

을 위주로 법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해결방안의 모색2.

멀티플랫폼의 도입과 활성화(1)

전통적으로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반하여 통신은 자율성이 중시,‘ ’ ‘ ’ ‘ ’
되어 국가에 의한 통신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동시에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 방송의 성격과 보다 적은 범위에서 이뤄지는 대 혹은 대다의 한정적, 1 1 1

소통행위의 통신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규율의 태도는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지만 방송과, .

통신을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시대의 방송은 통신과 그 유통수단이나 이용수단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 등장을 시작으로 각종 멀티플랫폼에 모바일 융합기술과. IPTV

스마트미디어 기술의 접목은 현실생활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를 확고하게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의 내IPTV ,‘ ’
용을 준용하여 방송법상의 진입규제 및 내용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관련법률은.

82) 저작권법 제 조 제 호2 30 .

83) 저작권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102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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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무를 추가하려는 노력에도 여전히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은 전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임에 비해 후자가 단순,

한 기반시설 사업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infrastructure) .84)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은 더 이상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오늘날에는 방송법의 개혁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정보통신 컨버전스 와 다중공익시설 접근법, (ICT Convergence)

이다 이중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컨버전스 방식으로 기존(Multi Utilities approach) . ,

의 고정적인 구분방식을 없애고 단일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되고 있다.85)

우선 기술방식에 중립적인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동, (technology-neutral) ,

일하게 대우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과 인도 그리고 케냐 등은 이러한 동일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법. ,

적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존, .

의 분야별로 수립된 수직적인 규제체계를 지양함과 동시에 통신망 인터넷망 케이블망 위성망 지상, , , ,

파 등 모든 전송수단에 대해서 일정한 계층구조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다.86) 다

만 이와 같은 제도는 기존의 규제체계 자체를 뒤바꾸는 것으로 일정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다음으로 방송과 통신영역의 법적 구분은 유지하되 규제 당국을 한 곳으로 단일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등이 채택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간편하게 제도의 통. , , .

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방송 및 통신의 근본적인 이분법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과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시장진입에 대한 특별, .

한 규제가 없거나 허가제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

다만 동일 사업자가 다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

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술방식에 중립적인 규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기술의 진보는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

서 기존의 분할적 인 접근방법을 유지한다면 법규와 현실의 간극은 점진적으로 벌어질(fragmentory)

수밖에 없다.87)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수직적 규제체계로 인해 VoIP88) 등의 신, IPTV

84) Anders Henten, Rohan Samarajiva and William Melody, The Next Step for Telecom Regulation:
ICT Convergence Regulation or Multisector Utilities Regulation, World Dialogue on Regulation for
Network Economies (WDR) project, 2005. p.3

8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CT Regulation Toolkit Section 4.2,
http://www.ictregulationtoolkit.org/en/Section.2085.html, retrieved on Aug. 25, 2011.

86) 박동욱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경제규제와 법 제 권 제 호, , 3 2 2010. 11.「 」 『 』
87) Maria Michalis, European Union Broadcasting and Telecoms: Towards a Convergent Regulatory

Regime?, European Journal of Communcation 14(2), p.151.

88) 는 로 인터넷을 통한 전화서비스를 의미한다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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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서비스의 도입과 융합서비스 발전이 지연되었었다 이처럼 기존의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를 분석하여 기존의 분류체계 내에 수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분류하

여야 하고 이로 인해 높은 규제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신규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적, ,

용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규제의 불확실성은 신규서비스의 시장적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

기한다.89) 이는 결국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인 저해와 규제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술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중립적인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할 때야. ,

말로 새로운 기술분야의 등장에 따른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산업 간의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해결방안의 모색(2)

저작권법의 목적조항의 개정1)

저작권제도의 존재근거에 대한 헌법정신과 저작권법의 제정목적을 감안하여 현행저작권법의 목

적조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 제 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 1 ‘
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라는 수단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이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은.

그 창작과정에 있어서 그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완전하게 독창적일 수 없고 선대의 사람들이 축,

적한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렇듯 저작권법의 목적조항은 저작물의 이용주체의 측면에서 공정한 이용의 형태를 규정하는데

이바지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드러내는 형,

태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된다 이미 년 저작권법 개정당시에 목적규정이. 1986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후 논의를 거쳐 현행법과 같은 형태로 수정되어,

입법되었다.

유아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이 저작권침해라며 소송으로 비

화되었던 이른바 미쳤어 사건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문화창작과 소비의 주체인 대중은 배제되고,‘ ’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이 많다 디지털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필요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과잉보호는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소위 풍선효과에 따, ‘ ’

89) 박동욱 상게논문 면,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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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히려 불법경로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다 풍성한 문화창달과 향유를 위해 지적재산권.

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저작권법의 목적규정에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
킨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근본 취지를 재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 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이용의 법리 도입2)

현행 저작권법 제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30

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복제로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조.

항에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을 과연 어떠한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 ’
지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 ‘
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에 이용자들 서로 간에 긴밀한 인적 결합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의 복제행위는 사적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작물의 시장 손실은 복MP3 .

제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해석론에 오류를 지적하는 견해P2P

도 있다.90) 또한 이 해석론에 따르면 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친구 또SNS(Social Network Service)

는 지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들 역시 저작권법 제 조의 사적이용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지가30

문제될 수 있다.91)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발달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현실 역

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으로 포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이렇듯 유통플랫폼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망 등이 발달할수록 이용자와 저작자 간.

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우리 법상 사적이용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긴요해 질 수밖, ‘ ’
에 없다.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적이용의

대상을 모바일 플랫폼을 비롯한 멀티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

한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을 비추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fair use)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공정이용은 저자의 독점적 권리가 다른 자의 창작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현존하는,

작품이 새로운 작품창작의 자극이 되며 현존하는 작품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과학 예술 문, , ,

학연구의 향상을 촉진하므로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목적으로, 92) 하고 있다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및, ,

90) 정상조 방송통신과 지적재산권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작용 면, : , 286 .「 」
91) 신재호 등 전게서 면, , 98 .

92) 서계원 공정이용법리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51 4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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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대체성을 정하고93)있다.

공정이용은 사실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격‧
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서 열거적인 규정만으로 모든 공정이용을 구별할 수 없

다.94) 입법자가 예상치 못한 광범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를를 어,

떻게 규율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인터넷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

에 마찰이 커져왔다.95) 한편 저작권보호의 강화는 저작물 이용에 장애요소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저작물의 수요 및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제 조와 같. 107

은 형태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부의 개별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

다만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개별적 책임제한 규정들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병치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기존의 조항에 기초하여 형성한 판례를 유지,

함과 동시에 판단의 최소한 내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안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어 삭제

할 필요 없이96) 기존 제한조항의 미비를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3)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저작재산권은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명문상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 , ,‘ ’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시대의 멀, , , 2 .

티플랫폼 환경에서 특히 문제되는 권리는 공중송신권이다 공중송신은 다시 방송과 전송 디지. ,‘ ’ ‘ ’ ‘ ’ ‘
털음성송신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분별로 말미암아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 내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범위가 복잡해지고 있다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는 복제권과 배포권 및 대여권 공. ,

연권 방송권과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으로서 보유하는데 여기에서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권중 디지, , ‘
93) 미연방저작권법 제 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공정이용 제 조 및 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107 ( ) 106 107 A ,‧

비평논평뉴스보도학교수업 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을 위하( )‧ ‧ ‧ ‧
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 조 및 제 조 에서 규정한106 106 A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공정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

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이. (1)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는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2) , (3)

성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 (4) .

작하는 공정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94) 최승재 전게논문 면, , 59 .

95) 서계원 전게논문 면, , 12 .

96) 최승재 전게논문 면 서계원 전게논문 면, , 60 ; , , 17 .

97) 공정이용의 일반조항 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이해완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상생협의체토의기초자료 및 서계원 전게논문 면, , , 17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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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음성송신에 대한 권리는 빠져 있으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 외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

음반제작자는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진다고 되어 공연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없는, ,

반면에 실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권리의 내.

용이 주체별로 달라지는 것은 입법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에 단지 그 권리 내용이 복잡하

다고 하여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공중송신권을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나누고. ,‘ ’ ‘ ’ ‘ ’
이들 중 일부 권리만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혼란을 가중시키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에

도 공백을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저작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그 종류가 증가하는 것에 덧붙여서 저작인접권자 역시 늘어나고 그들

의 권리도 증대되고 있다 저작자 등의 권리강화는 물론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관련자의 보호를.

통해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이용행위의 범위에 제약을 가하고 저작자에 대한 비용지불과 더불어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지출 및 권리관계의 복잡화로 말미암아 저작물에의 접근과 향유 및 활용의 편의가 저하될 수 있

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물 향유를 저해하는 논의는 접근권에서도 역시 문제된다 앞서 지적하.‘ ’
였듯이 접근권 논의의 발단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규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실효적인가에 대,

한 의문과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통제를 규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접근권.

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98)으로 두어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이용자들의 기존 저작물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작

권법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 발달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영향력이 증대되어가는 환경에서

의 규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분명히 아날로그 방송 또는 통신이 주를 이루던 시대와 구분되어야

한다 방송의 시대에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 , .

시대에는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며 통신 규약과 수행이 개방적이고 분산적이며 인터넷상에서 기술적

인 변형이 허용되어야 하는 다원성과 자율성의 가치의 보장이 중요하다.99)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을 바탕으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재설정하여야 하고 현재 저작권법상 제한적으로 열,

거되어 있는 저작자등의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과 더불어 법정허락제도를 확대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98) 저작권법 제 조1 .

99) 황주성 외 방송통신융합의 철학과 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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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운용4)

최근 개정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특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네가지 유

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별도의 면책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하,

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저작권자는 제 조를 통해. 103

용이하게 자신의 저작권침해를 회복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개별 침해자의 행위에 대,

한 면책을 주어 사업의 운용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의.

규정을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합치되도록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멀티플랫폼 환경

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멀티플랫폼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세분화 입법은 새로운 서비스유형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 기술이 혼재된 방통융합의 멀티플랫폼을 플랫폼별로 콘텐츠 별로. ,

나누어 저작권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수직적100)으로 인정하는 체계 자체의 재고찰이 해결의 방안으

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앞선 영국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 문제에 대한 일종의 방향제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VI.

디지털 저작물과 멀티플랫폼은 현재 많은 양의 저작물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욕구에 부합하게 발전하고 있다 방송 또는 통신의 하나의 성격을 지닌 저작물을 유통하던 플.

랫폼이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으로 진화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에 공여,

하는 기술의 발달로 이동성을 지닌 멀티플랫폼으로 또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을 규율.

하는 방송통신법과 콘텐츠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은 시의성 있는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
는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개별법의, ‧
통일성 부족으로 기존에 상용되는 멀티플랫폼과 디지털 저작물을 규율함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

된 차별이 존재함을 위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법제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디지털저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

지 못하는 경우 물론 개별조항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무.

100) 저작권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수직적 규율체계와 수평적 규율체계로 나누는 견해가 있는데 수직적 규율은,

유무선 음성 데이터 통신 방송 등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망이나 플랫폼의 설비보유여부에 따라 구분하, , , ,‧
여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수평적 규율체계는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역무나 기술적 특성과 관,

계없이 동일한 네트워크면 통일하게 규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박석규전상권이경희 와 디지털콘텐. , IPTV‧ ‧
츠 저작권 이해 제 장 수평적 역무 분류체계의 도입 참조,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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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현실에 적합한 규율의 패러다임과 각 법제의 목적의 구현이라는 원론적인 논의를 정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큼.

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통한 문화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는 지나치게, .‘ ’
저작권자의 권리에 치우쳐 있던 기존 저작권법의 운용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의 공정이용의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불법적인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의 디지털 저작물 시대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멀티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언과 함께 저작권법의 목적조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그리고 개정된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지적한 문제의식OSP

에 대한 고찰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 저,

작물의 창작 및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창달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다 완벽한 법률을 존재할 수 없더라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검토와 반성과 수정 및 해석은 현실에 더 적합한 규율이 되기 위

해 항상 수행되어야 할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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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도구로서의 토렌트 에(Torrent)

대한 고찰과 법적 대응 검토
:: 유정아 진형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서 론I.

문제 제기1.

지금까지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하드나 방식의 파일 공유를 통해서P2P(Peer-to-Peer)

화 음악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 2011

년 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나 업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11 , P2P (

사업 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고만을 통해 웹하드 등의) .

업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또한 그 업체들이 체계적으로 관.

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기통.

신사업법 개정안 제 조22 1)에 따르면 이제는 저작권법 제 조의 이행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04

기술적 보호 조치 실시 계획 등을 갖추어야만 웹하드 등의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
최근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토렌트 비트토렌트를 일반적으로 이, P2P (Torrent,

와 같이 줄여 부름 이하 동일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기존

1) 제 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22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1②
통신위원회에 등록 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및 저작1. 42 , 42 2, 42 3, 45「 」 「
권법 제 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104」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2.

재무건전성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

2) 이윤미 문화부 불법 복제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폐쇄 조치 헤럴드 경제 헤럴드미디어, , , , , 2011.「 」 『 』 ㈜
9. 2(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712000392, 2011. 7. 12.)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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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웹하드나 방식이 파일 용량에 따라 과금 하던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토렌트 방식을 통한P2P ,

파일 공유는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면 가입 등이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만

익힌다면 보다 더 접근하기 편리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웹하드나 와 같이 법률 등을 통. P2P

해 규율하지 못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씨앗 파‘
일 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Seed File)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접속 차단 방식은 간단하게 우회 접속 등을 하는 식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만 검색해도 분 내에 접속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1 2～
방식은 토렌트 방식의 공유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로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의해 차단당했던 토렌트 사이트들은 단순히 접속 주소를 바꾸는 방법만으로도 계속 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오히려 차단만 우회한다면 무제한으로 저작권 침해 행

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는 취지를 확행할 수 있으려‘ ’
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존 웹하드 뿐만 아니라 토렌트 방식의 공유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이, P2P ,

필요하다.

기존 에 대한 대응과 그 문제점2. P2P

초기에는 문제되었던 것이 소리바다 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프로그램Napster, 1 (Hybrid) P2P

이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본질적인 특징은 검색 엔진을 서버만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 P2P

서비스 중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서버가 공유 파일의 목록까지 유지하는가 아니면P2P ,

접속자의 가변 주소만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중앙 서버가 개입하는 범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IP .4)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1 .

대한 대법원 판결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서1‘ ’
비스 제공자가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민법 제 조 항을 근거로 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760 3

을 물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의 판결들이 제시한 방조책임론의 기준을 다른 저작. 1

권 침해 사례들에서도 충실히 재확인하여 왔다.5) 하이브리드형 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P2P ,

3) 가령 은 차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내문이 나오지만 이후 해당 사이트는bogobogo.net , bogozoa.net

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4) 오세현 방식의 파일공유서비스 현황과 전망 년 월호 정보통신정책, P2P : , KISDI IT FOCUS (2000 11 ),「 」 『 』
연구원, 2000, p. 3.

5) 박준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창작과권리, ,「 」 『 』
제 호 세창출판사( 63 ), , 2011,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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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범위가 넓어 서비스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용이하므로 그 책임을 묻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ㆍ
것으로 보인다.6)

그러나 순수형 방식의 경우에 관한 소리바다 판결은 서비스 자체가 앞으로 가능(Pure) P2P 5 P2P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이 종전의 소리바다 에. 5 1, 2, 3‘ ’
비하여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현재 소리, ‘
바다 서비스 운 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방식5 ’ ‘ ’7)의 내재적 한계상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이며 그린파일 시스템만으로는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제 때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을, ‘ ’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소리바다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 다.8) 법

원은 적극적 필터링을 예시하면서 필터링의 방식을 통하면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도 일어날 수 없‘ ’
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던 일반.

적인 방식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P2P .9) 저작권법 제 조 제 항102 2

에서 기술적으로 권리 침해를 막기 불가능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논하고 있지

만 소리바다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한 파일만 전송 가능하게, 5 ‘ ’
하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도 가능하므로 이외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냅스터 사건에서도 냅스터는 침해. ‘
저작물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의 오차 에 도달할 때까지 파일교환을 중단한 채로0% (zero tolerance)

남아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두로 명령’10)한 것과 상통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면 법원이. ,

설시한 정도의 필터링을 해야만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는 적법하게 운 되기P2P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완전 유료화 되어 서비스 중이다. 6 .

이러한 판례에 의해 적극적 필터링을 강제하는 현 상황은 기존과 같은 기술 자체의 금지로 해P2P

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적극적 필터링을 예시하 을 뿐 명시적으로 적극적 필터링. ,

방식의 채택을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냅스터 사건에서의 미국연방법원의 생각처럼 의 침해율0%

을 요구한 것과 상통하므로 그 방식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토토디스크 사건. 11)에서도 법원은 기술적 차단 조치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실시 여부도

6) 김수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제 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3 : ,「 」
대학교, 2009, p. 62.

7)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 파일만 차단하는 방식

8) 송오식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음악저작권 분쟁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파일공유와 저작권, - P2P「
문제 민사법연구 제 권 대한민사법학회- , ( 15 ), , 2007, p. 196.」 『 』

9) 이병규 소리바다 가처분사건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인터넷법률 제 호 법무부, 5 , ( 44 ), , 2008, p. 163.「 」『 』
10)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 사, , , 2006, p. 225.『 』
11) 라200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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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술적 조치를 다하 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 다.12)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사업은 그 공유방식이 필터링 등을 통해서 저작인P2P

접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에 이르게 될 때야만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0% 102 2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에 대한 대응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력한P2P P2P

방식이다 특히 이제 다루게 될 토렌트 방식의 공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 및 개정 저작권법 등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된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음성화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기술 변화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13) 따라서 관리 가능한 분야 기존 웹하드 사업체 를 확실히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 P2P )

실적으로 직접 관리가 어려운 토렌트와 같은 공유 방식을 또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토렌트 사이트를 처벌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다, .14) 따

라서 토렌트 방식의 공유를 다루는 시각은 기존의 업체를 규제하는 방식과는 관점을 달리하여P2P

접근해야 한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3.

비트토렌트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질이 기존의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P2P

펴보아 기존 나 웹하드 판례 소리바다 토토디스크 등 에서 적용되어 왔던 법리를 적용시킬 수P2P ( , )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파일 공유와 관련한 저작권 법리를 통해서 토렌트 공유 방식 자체에 대해.

평가할 때 이것이 현행 저작권 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규범적으로 검토하도

록 한다.

그러나 현재 토렌트 방식의 공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내에서 사업의 형식으로 운 되는 공유 방식이 아니.

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방식을 이용하는 각각의 측면을 나누어 각각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야 현실,

적으로 의미 있는 규제가 가능할지 검토해야 하겠다.

12) 이병규, op. cit., p. 167.

13) 한세희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확보 기술 변화 대응이 과제 저작권 관련 최근 이슈들 전자신문, , - , ,「 」 『 』
전자신문, 2011. 9. 2(http://www.etnews.com/201107210108, 2011. 7. 22.).

14) 김성훈 저작권 잡아먹는 변종 괴물이 나타났다 씨네 씨네, , 21 , 21, 2011. 9. 2(「 」『 』 http://www.cine21.com/do/

article/article/typeDispatcher?mag_id=65906, 201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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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속성 및 관련 해외 판례.Ⅱ

개 념1.

토렌트는 본래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 가 생성하는(BitTorrent)

파일의 확장자명을 일컫는 말이다 년 월 미국의 프로그래머 브램 코헨에 의해 창안된 비트토. 2001 7

렌트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다P2P(peer-to-peer) .

비트토렌트는 직접적으로 콘텐츠 파일을 주고받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이P2P

용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에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파일 공유 방

식인 프로토콜을 담아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즉 비트토렌트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만한 콘텐. ,

츠의 직접적인 유통을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하지 않고 라고 일컬어지는 각 사용자간에 일peer

어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의 여러 방식 중에서도 의 대표적인 예P2P pure P2P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비트토렌트를 통한 파일의 공유가 늘어나면서 토렌트.

라는 용어는 비트토렌트 프로토콜과 각종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 식2.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컴퓨터들이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방법과 형식을 의미한다 비트토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의 정보가 담.

긴 파일을 생성하거나 파일을 획득해야 한다 파일에 담겨지는 내용은 비.torrent , .torrent . torrent

트토렌트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파일의 확장자는 항상 이며 공통적으.torrent ,“ ”
로 파일 안에는 콘텐츠의 크기 콘텐츠가 분할된 형식 분할된 조각들이 원본 콘텐츠와 일.torrent , ,

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해쉬(Hash)15)값이 들어있다 이러한 파일을 통하여 사. .torrent

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네트워크의 어떤 곳에 있는지 검색하고 토렌트 파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한다.16) 또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작동시켜 콘텐츠를 주

고받도록 할 수 있게 된 사용자의 컴퓨터 각각을 라고 부른다 비트토렌트는 중앙 서버를 이용peer .

하지 않고 파일의 메타정보만을 이용하여 개인과 개인 간 에만 자료를 주고.torrent (peer-to-peer)

15) 콘텐츠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서 발생한 함수 값으로서 그 값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여 콘텐츠의 조각이,

완전히 맞추어졌는지 알 수 있다.

16) 조동관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와 정책 방안 콘텐츠재산연구 창간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 ( ), ,「 」 『 』
2010,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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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진보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P2P .17)

한편 파일에는 콘텐츠의 정보 뿐 아니라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torrent Tracker URL . Tracker

는 일종의 서버로 네트워크에 접속된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peer ,

것은 서버에서는 저작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콘텐츠 파일 자체가 유통되지 않으tracker

며 사용자들 사이의 파일 전송 행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비트토렌트의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공유하고 싶으면 일단 로서 파일을 획득해야, peer .torrent

한다 파일은 공유할 파일의 정보 및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는 그. .torrent tracker , peer

파일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고자하는 파일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의 위치를 알려주.torrent peer

는 에 접속해야 한다tracker .

즉 사용자는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콘텐츠 파일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토렌트 파일을 연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 The Pirate Bay

와 같은 토렌트 사이트이다 토렌트파일을 얻고나면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이용IsoHunt .

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전부 가지고 있는 와 파일의 전tracker seeder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각파일을 보유하여 해당 파일의 일부를 업로드다운로드 하고 있·
는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라고 한다 토렌트 사용자가peer . swarm .

조각난 파일들을 전송받기 시작하면 그로써 가 되며 파일들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를 하peer ,

게 된다 하나의 조각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토렌트 파일은 그 안에 존재하는 해시 값을 이용. (Hash)

하여 그 조각이 전체 콘텐츠에 비추어 맞는 조각인지 다른 조각과는 맞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

는 당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다른 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조각을 무작위로 다운받기 때peer peer

문에 의 수가 많아질수록 들 사이에 파일 조각을 공유하기 용이해진다, peer peer .18)

관련 해외 판례3.

(1) The Pirate Bay Case19)

사건의 개요①
본 사건의 원고는 외 개 회사들이며 피고는 웹사이Sony Music Entertainment 15 , Pirate Bay

트의 운 자인 등이다 이하 는 비트토렌트를 사용하여 파일의Fredrik Neij . The Pirate Bay( TPB)

17) 지재권 동향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서비스 운 자 유죄판결 제 호sw , P2P , SW IPReport ( 24 ), 2008.「 」 『 』
18) 위키백과 비트토렌트, ,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D%8A%B8%ED%86%A0%EB%A0%8C%

ED%8A%B8

19) 김용성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에 대한 소고 제, The Pirate Bay Case , Copyright Issue Report ( 11「 」 『 』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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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는 사용자에게 토렌트 파일의 목록을. TPB

제공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콘텐츠파일의 토렌트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

는 웹사이트의 운 자들을 당해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여 저작권자TPB

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 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운 중지가처분신청과 저작권

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피고의 항변②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우선 자신들의 웹사이트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파일

의 유통에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웹사이트의 존재 자체로는 불법적이지 않다 는 것을, (not illegal)

주장하 다.20) 그렇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의 공급만으로 사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의 정보가 담긴 토렌. TPB

트 파일의 목록과 위치만을 알 수 있게 하므로 직접 의 웹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저작물이 유통, TPB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 다 피고들은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적시한 저작물들의 유통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일공유서비스 자체가 저작권 위반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하 다.

법원의 판단③
법원은 피고들에게 스웨덴 저작권법21) 위반행위를 범한 것을 인정하여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저,

작권법 위반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 다.

법원은 저작권 위반행위의 공범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웹사이트 사용자

들의 저작권 위반행위가 성립할 것과 둘째로 피고인 의 운 자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TPB

용이하게 해 주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 다.

본 사건에서 웹사이트의 운 자들인 피고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공범이 되려면 일단 사용TPB

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킴으로.

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점은 명확하다 문제는 웹. TPB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

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저작물에의 접,

근을 가능케 하여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데 일조하 다고 보았다.

20) Sony Music Entertainment and others v. Fredrik Neij and others (Pirate Bay), Stockholm District

Court (Sweden), 2009 April 17.

21) 스웨덴 저작권법 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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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Hunt Case22)

사건의 개요①
년 원고 외 는 비트토렌트 웹사이트인 캐나다 및 당2006 (Columbia Pictures Industry ) IsoHunt( )

해 사이트의 운 자 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 다 년 월 미국의 캘리포니아Gary Fung . 2009 12

남부지방법원은 유인이론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 다 그 후 년 월. 2010 5

웹사이트의 운 등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히 중지 할 것IsoHunt (Permanent Injunction)

을 명령하 으나 피고는 이에 항소하 으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년 월 현재까지도 당해, 2011 8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23)

년 월 판결2009 12② 24)

피고는 비트토렌트 기술은 사용자가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저작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님

을 강조하여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항변하 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를P2P .

통해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는 것은 저작물을 다운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피고의 기술을,

새로운 병 속의 낡은 포도주 에 비유하면서 피고의 저작권법 위반행위(old wine in a new bottle)‘ ’
를 인정하 다.

년 월 판결2010 5③ 25)

법원은- 제 편 법전 제 조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28 1498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및 확정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미국 저

작권법 제 조502 26)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토렌트 파일의 목록이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트래커 서,

버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게 돕는 행위를 구적으로 중지하

라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구적인 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은 금전적 배상( )ⅰ
22) 김용성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에 대한 하급심의 구적 금지명령 판, IsoHunt (Permanent Injunction)「 美

결 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 13 ), , 2010」 『 』
23) http://isohunt.com/ 년 월 일 방문2011 8 31

24)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LEXIS 122661 (C.D. Cal. Dec. 21. 2009)

25)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CV 06-5578 SVW (JCx) (C.D. Cal. May 20.

2010)

26) 17 U.S.C 502. Remedies for infringement: Injunctions(a)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a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title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498 of title 28, grant

temporary and final injunctions on such terms as it may deem reasonable to prevent or restrain

infringement of a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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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한 손해배상의 방법 인지 여부 원고에게 회복할(Remedy at Law, monetary damage) , ( )ⅱ
수 없는 손해 가 있는지의 여부 고통의 형평(Irreparable Harm) , ( ) (Balance of hardship), ( )ⅲ ⅳ
공공의 이익 요소를 고려한다(Public Interest) .27)

각각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ⅰ 금전적 배상이 적적한 손해배상의 방법 인지 여부 법(Remedy at Law, monetary damage) :

원은 당해 사이트의 이용자가 년 월의 판결에서 인정된 것처럼 미국 기준 월평균 천2009 12 5

만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점과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된 토렌트 파일의 이상이90%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물임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각각의 사용자를 추적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콘텐.

츠 파일을 차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원고가 일일이 그 손2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와 같은 후속 저작권 침해는 원고의 저작권,

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보다는 피고의 행위를 구적으

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원고의 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 다.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 있는지의 여부 침해된 저작물의 양( ) (Irreparable Harm) :ⅱ
이 방대하다는 점 침해의 객체가 디지털 콘텐츠라는 특성 상 지속적인 침해가 얼마든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원고의 저

작권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 다.

고통의 형평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고통의 형평성을 비교형량하는( ) (Balance of hardship) :ⅲ
과정에서 구적 중지명령이 피고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구적 중,

지명령만이 원고의 심각한 고통을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 다 특히 법.

원의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웹사이트를 통한 이익창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고통의

형평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 다.

( )ⅳ 공공의 이익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디(Public Interest) :

지털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원고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해하고 있으므로 구

적 중지명령을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 다.

27) 정연덕 사건 창작과권리 제 호 세창출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 ( 45 ),「 」 『 』
사,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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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④
본 판례는 비트토렌드 기술 자체가 아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중지하도

록 명령함으로써 비트토렌트 기술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토렌트 방식과의 차이점4. P2P

기존의 방식(1) P2P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P2P①
하이브리드 는 다른 이용자의 접속 현황이나 위치 정보 이용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들P2P ,

의 목록을 중앙서버 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앙서버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만 조(central server) .

금 다를 뿐 이 방식이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의 소리바다 과 미국의 이다 이 방식, 1 Napster .

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중앙 서버가 다른 이용자의 주소와 같이 연결, IP

에 필요한 정보나 다른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 리스트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원하

는 파일을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해서 법원은 소리바다 개별 사용. 1

자들에게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동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소리바다 운 자에게 개별 사용자.

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슈퍼피어 방식(super peer)②
소리바다 에 대해서 저작권자 측이 소를 제기하여 서비스제공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1

따라 소리바다 의 중앙서버의 작동이 중단되었다 그 직후 경 소리바다2002. 7. 30. 1 . 2002. 8. 1

의 운 자들은 법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중앙 서버를 없애고 슈퍼피어 방식을 도입한(super peer)

소리바다 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하 다2 .28) 이어 소리바다는 경 소리바다 를 기반으로2004. 7. 2

일부 유료서비스를 첨가한 소리바다 을 선보 다 소리바다 가 채택한 슈퍼피어 방식이란 소리바3 . 2

다의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그 외 다른 이용자 중에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한 어떤 개인의

컴퓨터 로 하여금 주소 등 서버의 역할을 부여하여 파일 공유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super peer) IP

28) 강희종 소리바다 서비스 재개 일 소리바다 오픈 아이뉴스 아이뉴스, " ..24 " 2" , 24 , 24, 2011. 9.「“ 」 『 』
2(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20825110744554

&p=inews24, 200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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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바다 과 소리바다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서버에 의한 통제가능성의 유무에 있는 것. 2, 3 1

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리바다 이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파일 공유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3

리바다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교환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들어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전송권P2P

침해 및 복제권 침해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 다.29)

방식 비트토렌트(2) Pure P2P (BitTorrent)–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한 나 소리바다 등이 법원의 연이은, P2P Napster 1

판결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앙서버 의 존재 때문이었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central server) ,

기술을 발전시켜나갔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방식이다, Pure P2P .30)

그 중의 하나인 비트토렌트 방식은 파일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어져 토렌트 서비스를 이용

하는 개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토렌트 파일과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그 조각들을 모아 다

시 하나의 파일로 구현해 주는 파일 공유 방식이다.

그러나 토렌트 서비스의 사용자는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 주소만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일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토렌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간에 공유되는 파,

일의 조각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파일의 본체가 아니라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

명하며 서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과 달리 금지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도 불P2P

가능하다.31)

토렌트 방식의 특성상 향후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3)

기존 방식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중앙 서버를 통하든 슈퍼피어 등을 통하든 이용자들의 정보P2P

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파일 교환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P2P

29) 서울중앙지법 결정 카합 음반복제가처분2005. 8. 29. , 2004 3491

30) 고문변호사인 이 쓴EFF Fred von Lohmann What Peer-to-Peer Dvelopers Need to Know about“
Copyright Law, Dec. 2003. <” www.eff.org/IP/P2P/p2p_copyright_wp.php 에서는 첫> (2004. 4. 26)

째 완벽히 통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방임할 것 둘째 지속적 서비스를 결합시키기보다 소프트웨어공급만, ,

할 것 셋째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기보다 가급적 적법한 기능만을 분리할 것 넷째 자동적, ,

으로 업데이트시키거나 소비자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아예 개발자들에 대한 법률지침으로 제P2P

시하고 있다 박준석 각주 재인용. - , op. cit., p. 371. 2)

31) 특별기획취재팀 파일쪼개 유포 두얼굴의 토렌트 인격살인 속수무책 세계일보 세계일보, ' ' , , , 2001. 9.「 … 」 『 』
2(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17002649&subctg1=&subctg2

=, 201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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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사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으로서 법적인 규제가 가능,

했다 그러나 토렌트 방식의 경우 토렌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기만 하면 당해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당해 프로그램 제공자 역시 이용자들의 관리는 물론 이용자들의 이용 행위

에 관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규제되던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

문에 기존에 논의되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P2P .

또한 토렌트 기술이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제공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기술의.

가치중립성에 관한 문제로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기술개발

및 배포자에 대해 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토렌트 방식 공유의 규범적 수용 가능 여부.Ⅲ

양면성을 가진 기술 발전에 대한 검토1.

토렌트 기술은 저작권 침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가능성을 지닌 기술로서도 이용되

고 있다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가용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이다 개인이나 회사가 비트토. .

렌트를 이용하여 그들 소유의 라이선스가 있는 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배포하는 사례도 있고 음악가

들은 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팟캐스팅 소프트웨어도.

비트토렌트를 내장하여 그들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부하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MP3 .

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 오페라와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비트토렌트를 지원하고 있Amazon S3 ,

다.32) 이러한 사례를 보면 비트토렌트 기술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효과를 얻,

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토렌트 기술은 활용에 따라서 침해적비침해적인 양면적. ․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렌트 기술의 활용은 기술개발자가 고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행동 태양에 의해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자가 기술의 목.

적과 활용방향을 고정시킨 경우라면 기술개발자에게 그 기술의 활용결과를 규범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기술이용자의 행태에 의한 동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다룰 것인가는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33)

32) 조동관, op. cit.,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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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사의 비디오레코더와 관련한Sony

미국의 판례이다 사건은 사건 사건 등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고 적용법. Sony Napster , Grokster ,

리는 주요한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34)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 비디오Sony

테이프레코더의 경우는 오로지 비디오테이프레코더 판매시점만 공급자와 이용자가 일시 접촉할 뿐이

어서 계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기여책임은 공급자와 이용자의 계속적인,

관계가 존재할 때만 인정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기여책임을 부정하 다.35) 문제되는 상품이나 서비

스에 침해적 용도가 일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더 큰 비침해적 용도를 취하기 위하여 침해적 용도

를 사회가 용인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Sony .36)

미국에서의 작금의 논의는 판결의 역사적 의의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뿐만 아니라Sony “
더 많은 추가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배포를 막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

다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원의 규제에 대한 일종의 장벽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 다 침해, ,” “ ” “
적비침해적인 양면적 용도를 가진 저작물이용 관련 혁신기술을 위한 중요한 보호의 틀을 제공하․
다 새롭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큰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상 간접책임의 명분으로, ,” “
통제하는 것을 경계하 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7)

토렌트 기술 자체의 긍정적 활용 사례와 앞에서와 같은 원칙을 아울러 검토해보면 비트Sony , ‘
토렌트 기술 자체는 본질적으로 침해적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
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기존 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토렌트 공유 방식에 활용되는 비트토렌트 공P2P

유 프로그램 토렌트 검색사이트 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에 내포된 취지에, Sony

합당한 해석으로 생각한다 비트토렌트와 관련한 것을 모두 침해적으로 내몰기 보다는 침해적 요소.

가 있는 것들을 규제하여 판결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기술의 상당부분 이 사회Sony (substantial)‘ ’
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칙은 양면적 속성을 가진 기술에 대해 그것의 긍정적 속성에 주목하게 만드는 일종의 대Sony

원칙적인 면모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 제 조가 의도하는 목적. 1

과도 합당한 측면이 있다.

33) 오병철 파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비교고찰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과 트위스트, : 5「
김 사건을 비교하여 정보법학 제 권 제 호 한국정보법학회, ( 12 2 ), , 2008, pp. 18~19.」 『 』

34) 장재옥변용완 디지털 음악서비스와 저작권의 간접침해 중앙대학교 출판부, , , 2007, p. 40.‧ 『 』
35) Ibid., p. 39.

36) 박준석, op. cit., p. 512.

37) 박준석, op. cit., p.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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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1 ( )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완벽한 권리보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통한 문

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술발달에 따른 콘텐츠 전달수단의 발전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을 주

고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수단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

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원칙의 취지는 유지하지만 그 구체적인 검토 방안은 발전해야 한다 그Sony .

러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참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이러,

한 법률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의 양상을 보아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렌트 방식 공유의 규범적 수용 가능성2.

법률과 판례가 의도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속성(1)

현행 저작권법 제 조는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별도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104 “
제공자 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방식의 사업자 또는 웹스토리지를 통한 이용자간 컨텐츠P2P”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자 소위 웹하드 사업자 등을 포털 등 타 온라인 서비스 사업( )“ ”
자와 구분하고 있다.38)

제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104 (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①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 한다 는( " " ) 권리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9)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1②
하여 고시할 수 있다.

38) 박상준 기술적 조치의무에 대한 법원의 차별적 인식, .「 」
39) 밑줄과 진한 글씨는 임의적 강조를 위한 것으로 필자에 의한 것이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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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으로는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의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문언에서는 권리자.‘ ’ ‘
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되 필터링 조치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라야’
이루어지는 소극적수동적 시스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 ․ ’ 40)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저작권법,

제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장 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 장의 제목에서 암시하6 ( ) ,‘ ’ 章
는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책임 방조책임 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그 책임을 제한 감경 또는 면제 하기 위한 요건( ) , ( )

을 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41)도 가능하다.

판례는 소리바다 사건5 42)에서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과 같은 판시를 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수

준에 의한 필터링을 요구하 다.

앞으로 새로운 변형파일의 출현이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ⅰ
한다.43)

수천 수만의 이용자에게 일시에 순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음원에( ) , ,ⅱ
대한 수많은 파일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 그 걸러지지 않은 음원,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유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술적 조치를 다하 는지에 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44)

또한 년 월 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2011 11 20 2 13 ‘
역무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규정하여104’ ‘ ’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 조에서 저작권법 제 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22 104‘
시 계획을 미리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과 판례의 동향으로 볼 때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나 웹하드와 같은 방식의 파, P2P

일 공유 프로그램에 있어 강력한 수준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 가능할 것이 우리 저작권 법리가 요구

하는 바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판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볼 때는 필터링 기술.

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정상조박준석 의 에 관한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제 권, OSP : , Law Technology ( 4‧ 「 技術的 措置 義務 」 『 』
제 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1 ), , 2008, pp. 24~25.

41) 이병규, op. cit., p. 166.

42) 자 서울고등법원 라 결정2007. 10. 10. 2006 1245 .

43) 상기 결정문 면 인용, 55

44) 상기 결정문 면 인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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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공유에 사용되는 각각의 요소 검토(2)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1)

토렌트 공유 방식은 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해석하여 콘텐츠 위치 정보를 찾아서 다운.torrent

로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검색, P2P

도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 중에서는 검색창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

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 접근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45)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만 놓고 본

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키워드 필터링 디지털 지문 필터링 등을 하는 것은 검색을 통한 다운로P2P ,

드를 막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적 와 같은 필터링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P2P .

또한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 배포자들은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에 따른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불

법적 이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공유 프로그램인 뮤토렌트 프로그램의 컨텐츠 찾기에서. ‘ ’
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제휴한 음반 등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다운 받을 수 있고 음반 등을 합

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리바다 사건을 검토할 때 완벽한 필터링이란 어느 하나의 불법적 파일도 전달되지5 , ‘ ’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들은 이용자의 불법적 의도에 따른 이용을 걸러낼,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을 관철시키려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 104 1 45 46)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토렌트 공유 방식은 그러한 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서비스의 속성도 특정 서버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적 전송Pure P2P

의 차단을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일단 파일 전송이 요청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물론 토렌트 공유 방식의 원리상 파일이나 링크를 이용자가 입수해야 하므로 그러.torrent magnet

한 입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전송을 차, 104 1 ‘
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 46’ 47)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한다 특징적으.

45) 대표적인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인 뮤토렌트의 경우는 에서 운 하는 으로 연결됨MSN Bing .

46) 제 조 권리자의 요청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45 ( ) 104 1
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 ( )
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 , 1
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
이하 생략( )

47)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46 ( )
법 제 조제 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104 1 " "①

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1.
제 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2. 1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3.

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1 1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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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가 가능해야 하는‘ ’
것이다 따라서 입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해당 공유 프로그램 활용 이전의 활동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당 공유 프로그램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 의도하는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공유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가능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판례의 완벽한 필터링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불법 파일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
조치가 가능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중앙 서버 등이 존재하지 않는 토렌트와 같은 분산형 공유 방.

식에서 우리 법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유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터링이 불가능 한 현재의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우리 저작.

권법이 제시한 기술적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과 판례의 태도로 볼 때 저작,

권 보호에 어긋나는 기술 활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활용은 실제적으로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

인 공유 프로그램이 중앙서버 검색 등의 기능을 있어 규제를 당했었는데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은P2P ,

이런 기능을 아예 제거하여 이용자의 불법적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술개발자 또는 제공자의 책임 귀속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8)

토렌트 검색 사이트 비트토렌트 트래커 사이트2) ( )

토렌트 검색 사이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카테고리가 나누어진 게시판 형.

식으로 회원들이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형식으로 검색어를 받아서 해당되는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토렌트 사이트는 서버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고 서버가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폐쇄되지 않은 토렌트 검색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공지사항으로 저작권 보호 리,

스트49)를 올려놓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면 제재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다 또한 불법 컨텐. ‘
츠의 등록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등록해 두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도의 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저작권법이 의.

도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48) 오병철, op. cit., p. 15.

49) http://torrentdown.kr/bbs/bbs/board.php?bo_table=trmovie&wr_id=15757 해당 토렌트 검색 사이트는(

한국에 위치한 서버에서 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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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정도로서 기존 소리바다 판례 등의 취지에 견주어보면 매우 부5

족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저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권리자.

의 입장에서는 세한 토렌트 사이트를 고소하는 것보다 자신의 저작물만 유통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들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리를 목적으.

로 상습적인 법 위반을 하여야 하는데 토렌트 사이트는 일반 웹하드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P2P

리성이 없거나 그 판단이 어렵다.

아직까지 이러한 토렌트 검색 사이트와 저작인접권자 등간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판례 및 법률 등을 검토할 때는 분명 문제점이 있으며 지금과 같은 운 방식은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Ⅳ

문제 해결의 방향 모색1.

현재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과 토렌트 검색 사이트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공유 프

로그램의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리 법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

제적으로 토렌트 공유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해당 방식의

규범적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로 토렌트 공유 방식의 핵심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토렌트 공.

유 방식의 핵심은 파일이나 링크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입수하면 공유하고자.torrent magnet

하는 본체 인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토렌트 공유 프로( ) .本體
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deep link) (direct link)50) 개념에 해당하

는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가 곧 콘텐츠 파일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현재 토렌트 이외에도.torrent .

불법파일을 유통하는 경로로서 포털 사이트의 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첨부파일 링크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 등이 성행하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인터넷 현실을 바탕으로 바뀌는 환경,

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리를 재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50)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 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URL) (tag)

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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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현행 토렌트 사이트 단속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

조140 51)에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 호에서 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 조 제 항. 1 136 1 52) 및 제 조 제 항 제136 2 3

호5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는 비친고죄를 택한

다 그렇지만 토렌트 검색 사이트는 일반 나 웹하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리적 목적을 가지지. P2P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적 목적을 가진 사이트라고 하여도 그 리성은 직접적인 파일 공유.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접속자 수를 바탕으로 한 광고 유치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54)

따라서 적극적 조치를 하는 권리자 이외에는 보호되지 않는 구조인데 토렌트 공유 방식의 속성을,

비춰보면 일단 토렌트 파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통되면 추후에 권리자가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법 해석에 의한 적용이 요구된다. .

셋째로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가 있은 후에야 수동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저작권자의 기존 대응과는 달리,

위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저작권자는 능동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토렌트 서비스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

으로 저작권자는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판례 등이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은 개개의 사용자를 잡아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대상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대상자를 특

정하는 데에 일련의 기술이 요구되어 이를 저작권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렌트 서비스의 특성상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서비스 제공자P2P

에 비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의 본체가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서버도 없고 토렌트 서비스 자체는 소위 인터넷의 검색엔진과 그 기능면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51) 제 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40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136 1 136 2 3
제 조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 제 호 및 제 호와 제 조제 호의 경우2. 136 2 2 5 6 , 137 1 4 , 6 7 138 5·
리를 목적으로 제 조제 항제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3. 136 2 4 ( 124 1 3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52) 제 조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 조의 규정에 따른136 ( ) , ( 93①
권리를 제외한다 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년 이하) 2 5· · · · · ·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5 .

53) 제 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136 ( ) 3 3②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3. 93 · ·
해한 자

54) 파일 전송으로부터 직접 리를 추구하는 기존의 서비스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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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방식인 파일과 링크 규제2. .torrent magnet

토렌트 공유 방식의 핵심적 요소(1)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접속자들의 공유 폴더P2P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등을 다운로

드 할 수 있었다 즉 검색엔진과 데이터베이스 전송방법의 세 요소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 , .

지만 토렌트 공유 방식은 검색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여 전송방법만 남게 된 형식이다 따라.

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파일이나 링크를 열어서 다운로드 받을.torrent magnet

파일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따라서 불법 파일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러한. .torrent

파일이나 링크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며 이 경로를 차단했을 때는 토렌트 공유magnet ,

프로그램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 창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직접 링크에 관한 현재의 판례 및 학설(2)

현재 대법원55)은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

원은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deep link) (direct link)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것은 구 저작권법 제 조 제 호에 규정된2 14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 조의 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9 2 “
용에 제공하는 것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56)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학설 또한 단순링크와 직접.

링크의 경우에 링크를 한 사이트에 실제로 아무런 복제나 전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제권,

전송권 침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이다.57) 미국의 판례58)도 이러한 링크가 전송 등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최근 링크 등을 통하여 저작물로의 접근가능성을 제‘ ’
공받는 것만으로도 마치 종전에 해당 저작유형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운 복제물을 제공받는 것과

55)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9. 11. 26. 2008 77405

56) 위 판결

57) 김형렬 링크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대법원 선고 다, - 2009. 11. 26. 2008「
판결을 중심으로 카피라이트 이슈 리포트 년 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77405 - , (2010 1 ), ,」 『 』

2010, p. 4.

58) 판결 등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9th cir., December 03,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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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당 저작물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점차 링크 행위 등도 전송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일

단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59)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조에 따른 일체화 된 논의의 필요성(3)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의 전송 기능만을 빼내어 다수P2P

의 이용자로부터의 분할 전송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상 파일이나. .torrent magnet

링크를 거쳤을 때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개시될 수 있고 해당 방법 이외에는 불법 저작물의 전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링크 유포행위와 토렌트 전송 행위가 일체할 때만 기존 공유 프로그램과. P2P

같은 저작권 침해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일의 배포나 링크 유포 행위는 전. .torrent magnet

송을 위한 경로가 되어 전송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전송 기능의 일부로 평가.

되기에 지나침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는 일견 기존 판례와 학설의 시각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링크의 기능에서 차이점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르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공통적인 부분은 링크의 어의적 의미로서.

저작물의 위치 정보 내지 경로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 링크는 가령 그러한 링크. http url‘ ’
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작물의 배포자와 수요자가 접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여기서의 링크는.

경로에 대한 정보로서 최후적인 복제 전송에 관여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통하지 않아도 복제 전송, ,

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토렌트 공유 방식에 있어서의 링크는 단순한 경로 정보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지 않으면 복제 전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제 전송의 핵심이 되며 링크가 없다면 복, . ,

제 전송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복제 전송과는 규범적으로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 .

러한 링크 방식의 차이점에서 오히려 파일이나 링크 배포는 전송 등으로 볼 수 있.torrent magnet

어야 하겠다.

같은 견지에서 현재 성행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의 첨부파일 링크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설명

할 수 있다 이 역시 링크를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메일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 등의 방식으로.

엿보지 않는 이상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송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해당 링크의.

공유가 된다.

정리해보면 공중이 링크를 통하지 않고도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현재,

의 판례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공중이 링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송 등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러한 링크 행위를 전송의 일부로 의제하여 전송 등과 같이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다.

59) 박준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문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에서의 저, ,「 ” 」 『
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 201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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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파일이나 링크를 유통시키는 사람을 저작권법 제 조 제 항.torrent magnet 136 1 60)

등에서 규율하는 권리의 침해죄의 정범으로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링크를 유포하는 사람은 실제 불법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정범인 본범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는 것61)이라는 공범종속성 원칙에

서는 링크만 유통시킨 자를 처벌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링크를 이용해서 전송을 직.

접 한 자는 추후 기록되거나 하지 않고 전송과 동일한 시간에서 시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반적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은 있지만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었다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62) 실행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정범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경우 실제 전송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 유포자를 현행과 같이 방조를 이유로 처벌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63)

이것은 링크 행위를 전송 복제와 똑같이 평가하는 것인데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견지에서 처,

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링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64)고 판단하여 링크를 전시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다 실제 토.

렌트 링크 등이 문제될 경우 이러한 판단에서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개정 저작권법의 비친고적 속성 활용 시정권고명령3. ( )‧

저작권법의 친고죄 속성과 토렌트 검색 사이트의 비영리적 속성(1)

현행 토렌트 사이트 단속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저작권법 제 조140 65)에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친고죄 원칙에서 일단 권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단

60) 제 조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 조의 규정에 따른136 ( ) , ( 93①
권리를 제외한다 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년 이하) 2 5· · · · · ·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5 .

61)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다수1970.3.10. 69 2492

62) 이와 같은 점에서 정범의 실행행위가 전제되고 그 이전과 이후 정범의 인식 문제 등을 다룬 도 등2005 872
의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63) 년 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렌트 관련하여 직접적인 처벌은 없었기 때문에 법 원칙에 의거한 가정적2011 8
인 문제이다.

64) 대법원 선고 도 판결2003. 7. 8. 2001 1335

65) 제 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40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136 1 136 2 3
제 조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 제 호 및 제 호와 제 조제 호의 경우2. 136 2 2 5 6 , 137 1 4 , 6 7 138 5·
리를 목적으로 제 조제 항제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3. 136 2 4 ( 124 1 3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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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어려움이 있다 물론 동조 제 호에서 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 조 제 항. 1 136 1 66) 및 제 조136

제 항 제 호2 3 6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는 비친고

죄를 택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토렌트 검색 사이트 및 토렌트 파일 등이 유통되는 동호회 사이트는

일반 나 웹하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많은P2P .

수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2)

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조치로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분이2009

가능한 시정명령 제도68)를 마련하 다 또한 시정명령 이전에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정권고 제도69) 역시 구비하 다 정부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으므로 저작권.

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차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에서 유래한 것이다1 .70)

이것은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

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71) 따라서 불법복제물을 전송 받을 수 있게 하는

66) 제 조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 조의 규정에 따른136 ( ) , ( 93①
권리를 제외한다 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년 이하) 2 5· · · · · ·
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5 .

67) 제 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136 ( ) 3 3②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3. 93 · ·
해한 자

68) 제 조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133 2( ) ①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
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이하 불법복제물등 이라 한다 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1.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2.

이하 생략( )

69) 제 조의 시정권고 등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133 3( ) ①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를 권고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1.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2.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3. ·
이하 생략( )

70) 김 산 외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관광부, , , 2009, p. 72.『 』
71) 김 산 외, op. cit.,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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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나 링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위치정보로서 이러한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torrent magnet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송 중단 등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정권고 및 명령은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우선적으로는 토렌트 검색 사이트부터 이후,

로는 구글 네이버 등 포털 검색 사이트까지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술보호조치 장착의 활성화 방안4.

각종 디지털 복제기술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저작물의 무분별한 공유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

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처하는 기술적 조치 중 하나의 방편으로 장착을 들 수 있다, DRM .

기술보호조치로서 의 개념(1) DRM

은 디지털 권리 관리 의 약어로 저작권자가 그들이 배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

록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종종 복사 방지 기술 보호 장치라. ,

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72)

연혁적으로 년 월 일 채택되고 년 월 일 발효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1996 12 20 2002 3 16

약73) 제 조 기술조치와 관련된 의무 는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11 ( ) “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

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그 후 각국에서. ,”
이에 대한 입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입법례(2)

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년 저작권법 제 조의 제 호 가목에서는 저작권DRM 2011 2 28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72) 위키백과, DRM, http://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A%B6%8C%EB%A6%AC_

방문%EA%B4%80%EB%A6%AC, 2011. 9. 2.

73)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 2011.9.2 (http://www.law.go.kr/trtySc.do?menuId

=4&p1=&subMenu=1&query=%EC%84%B8%EA%B3%84%EC%A7%80%EC%A0%81%EC%9E%AC%EC%82%B0

%EA%B6%8C%EA%B8%B0%EA%B5%AC+%EC%A0%80%EC%9E%91%EA%B6%8C%E%A1%B0%EC%95%BD+&

x=0&y=0, 2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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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의 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104 2” “
또는 과실로 제 조제 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2 28 ·
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74)

기술의 효용(3) DRM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저작권의 원소유자를 추적,

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Digital Watermarking),

호로 콘텐츠의 유통경로를 자동 추적해서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DOI(Digital Object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이 있고 적극적으로 권한 없는 사Identifier), INDECS ,

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불허하는 암호화기술75)과 기술이 있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다 그중 기술은 콘텐츠를 볼 수는 있으나 인쇄는 못하게 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DRM ,‘
이나 횟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권한을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사용권’
한의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실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

작권 보호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

다.76)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적용된 예로는 일명 핸드폰DRM MP3 77)으로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최

초로 출시되었다 이때 적용된 기술은 휴대폰에 다운로드 된 파일이 일정기간만 재생되. DRM MP3

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일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오늘날 각종 디지털 복제 기술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이를 규제하는 법적 환경

은 다소 보수적으로 변화하므로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공유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재하는 것은 어렵,

다 또한 파일 공유 기술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이를 우회하는 다른 기술로서 간단히 무력화 할 수 있.

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DRM

바람직하다.

74) 이밖에도 우리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으로는 콘텐츠진흥법 제 조 제 항에서 기술적 보호조37 2

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 조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40 .

75) 그러나 암호의 보안가능성에 따라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기술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76) 배민오조규곤 디지털 컨텐트 저작권 보호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제 권 제 호 한국정보과학회, , ( 18 7 ), ,· 「 」 『 』
2000, pp. 43-51.

77) 김두 외 내 로 어디서 음악 받을까 동아일보 동아일보, MP3 , , , 2011. 9. 2(http://news.naver.com/「 」 『 』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0290911,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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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 제재5.

배 경(1)

디지털 파일의 교환 형태로 저작권 침해가 일단 발생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배포가 가

능하므로 권리자의 피해가 방대한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용이하고 파일교환의 확산을 막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범한 개개인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

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그러나 토렌트 방식을 이용한 불P2P .

법 파일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미국의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 제 항소법원Grokster 9

이 프로그램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처럼P2P 78) 기존의 책임추궁의 대상인 서비스제공자에P2P

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관련 판례와 실제 소송 현황(2)

미국의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 제 항소법Grokster 2003. 4. 25. 2004. 8. 19. 9

원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 고 그 후 연방대법원이 위 항소심의 판단을P2P , 2005. 6. 27.

파기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가 곤란하 다 그래서 이 시P2P .

기 미국의 저작권 업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79) 미국 음반산업협회 에 의해 주도된(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이 소송은 판결로 인해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소가 불가능하게 된 직후인Grokster P2P

년 월부터 연방대법원의 파기판결이 내려진 때인 년 월경 이미 만 건을 넘게 되었다2003 6 2005 6 1 .80)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 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2003. 12. 10. 50

을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81)

78) 지방법원에서는 이용자들의 직접침해는 증명되었지만 피고 등은 홈 비디오 레코더나 카피 머신을 판매하,“
는 회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양쪽 모두 저작권 침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일 공유 기술이. . P2P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기여 침해의 책임을 질 것은 없다,
기여책임부정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이용자들의 제품사용의 불법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여 책임을( ).
인정할 수 없다 대위책임 부정 이라고 하면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하이( ) .”
브리드형 방식이 아닌 순수형 방식 체계 하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P2P P2P P2P
다는 것이다.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ckster, Ltd, 259 F.Supp. 2d 1029 (april

장재옥변용완 공저 재인용25, 2003), , op. cit., p. 48.·
79) 피용익 미 음반협회 공유 네티즌 추가 고소 이데일리 이데일리, , MP3 , , , 2011. 9. 2(「 」『 』 http://media.daum.

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31204041814775&p=Edaily, 2003. 12. 4.).

80) 박준석, op. cit., p. 432.

81) 전설리 음산협 소리바다 이용자 명 고소 이데일리 이데일리, , 50 , , , 2011. 9. 2 (http://news.naver.com/「 」『 』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03934, 200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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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한계(3)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기술과 비용의 한계 상 침해행위를

한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침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각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가령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지속적으로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

과 년 월 경 만에 달하던2003 6 700 Kazaa82)의 이용자가 같은 해 월 경에는 만명으로 줄어들11 320

었다는 통계가 있다.83) 또한 실제로 년 소리바다를 이용하던 네티즌 여명이 한국음반산업협2003 50

회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리바다 게시판에는 회원들의 탈퇴요구가 급증하기도 하 다.84)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일교환은 상당량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이용P2P

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용자는 소극적으로 파일

을 다운로드하는 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의 조사에 따Eytan Adar and Bernardo A. Huberman

르면 를 이용한 파일교환의 가 의 이용자에게서 나오고 있었다Gnutella 50% 1% . 85)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이용자를 적발할 수 있다면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데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

는 방법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Ⅴ
저작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 웹하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P2P

서 토렌트 공유 방식은 기존 불법자료 무료 다운로드에 익숙하 던 네티즌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대

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토렌트 공유 방식을 이해하고 기존의 저작권 법리를 통해 우회.

적인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렌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저작권법에서 의도하,

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 등이 갖춰야 할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 현재의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 및 토렌

82) 음악 및 상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다국적 사이트

83) John Borland, RIAA lawsuits yield mixed results , CNET News , CNET News, 2011. 9.「 」 『 』
박준석 각주 에서 재인용2(news.com.com/2100-1027-5113188.html, 2004. 5. 1.)., , op. cit., p. 431. 236

84) 심윤희 외 음반 팔기도 무료서비스, , mbn , mbn, 2011. 9. 2「 前 」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9&aid=0000041467,

2003. 12. 18.).

85) Eytan Adar and Bernardo A. Huberman, Free Riding on Gnutella, Xerox Palo Alto Research

Center,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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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이트는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 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적 판단과는 별개로 현재 토렌트 공유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한 불

법저작물이 다수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 는데 첫째로. ,

토렌트 작동방식에 특유하게 작동하고 있는 링크에 대한 현재의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 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 현재 판례 및 학설의 태도와 반대의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링크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이를 전송 등과 동일하게 보아 현실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둘째로는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의 비친고적 속성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 다 셋째.

로 방식의 파일공유 기술이 법적인 규제를 무력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P2P

아 인터넷을 통한 파일공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저작물 자체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장착하,

여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복제권과 배. ,

포권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함으로

써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 다, .

저작권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는 저작권 향유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을 억제하는 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그러한 견지에서 토렌트 공유 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재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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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황보연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 론I.

주말에 찾은 백화점의 현관과 매장 공중 정원은 모네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고 지갑에서 꺼낸, ,

신용카드에는 풍경화가 프린트되어 있으며 길거리의 화장품 광고에는 고흐의 그림이 입혀져 있다, .

이는 오늘날 우리의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명화 마케팅이 여기저기에서 활용되는 한국 현대 사회에.

서 미술은 점차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되어 가고 있으며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렇듯 문화 예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미술 시장의 규모와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술가의 화랑에 대한 전속 계, .

약 문제나 미술품 거래 계약 관련 분쟁 등이 그 예인데 이러한 분쟁의 기저에는 결국 미술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있다 기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강. ,

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미술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타 분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

미술저작권만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와 판례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저작권자의 권리 중 복제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던 년의 조각가 최태화1995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술인의 법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화랑은 작가의 테라코타 작품을 청동으로 복수 복제하여 출품하였고 작가는 화랑에 의한,

청동 복제를 무단복제행위로 고소하였다 당시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던 국내 미술계에서 청.

동주물의 복수 복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었기 때문에1) 미술저작권자로서 작가가 감행한 권,

리 주장은 미술계에 있어 커다란 이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

재에도 아직 미술계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충실한 보.

1) 김영재 복제 미술품 공방 그 침묵의 정화의식 문화예술, , , 1996. 5. p. 49「 」 『 』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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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말로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풍요로운 문화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으로서 작용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작물이 보호되는 범위에 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새로운 창작과 그 창작물의 적법하

고 합리적인 이용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기초가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을 비롯.

한 대부분의 지적재산권법에 나타나는 중요한 법적 요건이나 침해의 판단 기준은 불확정적인 개념2)

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 .

고 현대에 이르러 예술이 포섭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예술과 비예술 간의 경계 자체가 불확실해

진 상황에서는 미술계에서 역시 그러한 불분명성이 발견된다 즉 미술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

미술작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더욱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미술저작권의 기본적인 법리와 발전 역사 국내 미술 저작물의,Ⅱ
현황 그리고 현대 미술저작권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하여 살핀 뒤 장에서는 현대미술의 특성에, , Ⅲ
따라 저작물성 판단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검토하고 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Ⅳ
위한 방안을 고찰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의 결론 부분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Ⅴ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제와 예술계의 실상을 조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지 법학과 미술계 각각의 분야를 엄격히 구분지어.

사안을 검토하거나 양측 모두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보다 조화롭게 사안을 다루도록 시도할

것이다 이는 법적 논의가 우리 미술계의 현실에 보다 구체적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미술저작권 일반에 관한 고찰II.

미술저작권의 법리1.

미술저작물의 개념(1)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다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즉 저" " . ( 2 1 )·
작권법상 보호되는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
것 창작적인 것 일 것 창작물로서 사상 감정의 표현 일 것이 바로 그 요건들이다, , , .” “ ” “ ” 3) 그 중에서

2) 저작권법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특허법의 진보성과 균등개념 상표법의 특별현저성과 유사개념 등이, ,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승종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하 대법원. ( , ( ) -「
선고 도 판결에 대한 평석 계간 저작권 겨울호 참고2003. 10. 23 2002 446 , 2004 , p. 68 )」 『 』

3)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에서 재인용1977. 12. 13. 77 76 . ( , , , 2011, p. 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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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이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 · · · · ·
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이 규정은 예시적 또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 ( 4 1 4 ) ,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미술 작품도 법적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기에 그에 대한 저작물 여부

의 판단이 문제된다 통상적으로 미술저작물 은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 (artistic works) ' , , , ,

작품과 같이 이차원 또는 삼차원적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4)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은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응용.

미술과 관련하여서는 그것과 디자인이 개념상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뿐더러 때로는 양자가 중첩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 규율하는 디자인과 응용미술 간의 구별이나 저작권법과 디,

자인법의 역할 분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기존에 디자인보호. 1989

법으로 보호되어 오던 응용미술이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즉 디자인. ,

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과의 구별 및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역할 분담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며,5) 실제로 이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가 최근까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호흥의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엄태민의 의장보호정책의 방향에(2007),「 」 「
관한 연구 중복보호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김종균의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 (2011),」
법에 의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비교연구 등이 그 예이다(2011) .」

창작성의 검증(2)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어야 하는데 한 대상을 저작물로서 정의하,

는 과정에서는 판단 대상에 창작성 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이러한 저작물 일반의 판단" " .

기준은 미술저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즉 미술저작물도 정신적 내용이 인식 가. ,

능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형식에 창작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며 창작주체가 사람이어야 하며, ,

창작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6)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그다지 높게 요구하지 않고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

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7)

고 한다.8) 이러한 창작성은 저작물의 개성과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대상이,

4) 정상조 영국 저작권법하에서의 산업디자인 보호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2005. 3, p. 239「 」『 』
5) 정상조 박준석 위의 책, , p. 275․
6)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 , 2007, p. 161『 』
7) 대법원 선고 도 판결에서 대법원은 세탁학기술이론 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1995. 11. 14. 94 2238 " "

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외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3. 10. 23. 2002 446 .



제 회 대학 원 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6 ( )

184◀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연히 기왕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과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이

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 즉 창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자는 그저 창작자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어떠한 창작물이 이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

이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9) 10)

이때 미술저작물에 있어서는 창작성 검증 방법에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우선 미술저작물에 관. ,

하여 누가 받은 느낌을 기준으로 저작물성 검증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미술적 감수성이 있, '

고 미술에 어느 정도 정통한 집단의 입장 즉 통상적 관찰자 를 기준으로 판', ' '(Ordinary Observer)'

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1) 이는 미술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통상적 관찰자를 기' '

준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지배하는 직관을 중요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 .12) 또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구성요소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풍

기는 인상과 느낌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13)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3)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반드시 미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 ,

결국 대부분의 시각적 창작물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술저작물로서 인정.

된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모든 저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

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14)이 몰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저작물의. ,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공유의 영역 에 속하는 부분을 추려내어(public domain)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그것이 새로운 창작의 기반으로서 기능하도록

8) 이때 응용미술의 경우 디자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한다 대법원 선고 도, . ( 2000. 3. 28. 2007

판결 생활한복 사건 참조79 , ' ' .)

9) 곽경직 창작성의 개념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1995, p. 4「 」 『 』
10) 단 일명 무의식적인 표절 에 관한 미국 판례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 ' (unconscious plagiarism)'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기존의 곡과 같은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창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는 존

재한다. Bright Tunes Music Copp. v. Harrinsongs Music, Ltd 420 F.Supp. 177(S.D. 1976), aff'd

곽경직 위 글에서 재인용722F.2d 988 (2d Cir. 1983), ,

11) 서달주 위의BGH GRUR 1988, 690/692(Kristallfiguren) ; BGH GRUR 1988, 533/535(Vorentwurf), ,

책 에서 재인용, p. 162

12) 서달주 위의 책 에서 재인용OLG Schleswig GRUR 1985. 289/291 (Tonfiguren) , , p. 162

13) 서달주 위의 책 에서 재인용BGH GRUR 1989, 416f(Bauaubenkante), , , p. 163

14) 저작권법 제 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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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활용되, ' ' .․
는 원칙이나 우리 판례, 15)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그 표현의 소재가 되는 아,․
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술저작권에 있어서도 추상적 사상 및 아이디어 자체는 저.

작권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는 문화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16) 예를 들어 무협소설 또는 모험을 다룬 영화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즉 작품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장면묘사와 같은 부분의 클리셰를 아이디어로,

본다면 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어떠한 대상이 아이디어 또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 선고 다. , 1993.6.8. 93 3073, 3080

판결에서는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 ,

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

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민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

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

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한 바 있다." .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선고 다 에서는 저작권의 저작권 보호 대, 2000.10.24. 99 10813 ‘
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 ,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 ,

나 이론 등의 사상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

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

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각에서는 타인의' . ' '

작품 아이디어를 무차별로 차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

며 또한 외래 용어인 아이디어 에 창작물에 포함된 독특한 장면 설계나 장치 등과 같은 부분, ' (idea)'

1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다수1996. 6. 14. 96 6264 .外
16)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공표작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법 제 조 상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는 있다 즉 도용행위는 자유권 침해로' 750 . ,

서 권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참조. ( , , , 2007, p.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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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방해도 무방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7월 13일 선고 2006나16757 판결에서 우리 판례는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

고 있어 그 자체가 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맞추어 아

이디어 ․ 표현 이분법을 나름대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미술 작품에 관하여 어떠

한 방식으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 미술저작권 보호의 역사

한국에서의 저작물의 합법적 보호는 1908년 '한국에서의 발명 ․ 의장 ․ 상표급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의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저작권령이 공포된 것을 시초로 한다.17) 이후 1986년에 이

르러 저작권법은 새롭게 개정되는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가 세분하여 분류되고 미술

저작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순수미술 외에 응용미술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되어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2011년 현재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

함한다."고 정의되는 점과 연관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이는 미술작품이 실용성을 갖춘 물품

이 된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저작권

법은 1995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6년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1년 6월 30일에

도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3. 국내 미술저작물의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26,848건으로 전년대

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캐릭터나 도안 등의 미술저작물이 매년 저작물 증가 추세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8) 2011년 현재까지 등록된 미술저작물의 수는 총 40,069건으로, 미술

저작권은 전체 저작권 건수 대비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현상은 콘텐츠 산업발달

17)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pp. 52-53 

18) 한국저작권위원회,「2010년 저작권 등록, 전년대비 10% 증가」, 2011. 1. 20 배포 (http://www.copyright.or. 

kr/prroom/news_view.do?bd_seq=8035&cPage=1&CT_NO=&SK=TT&SV=2010, 2011. 7. 11. 최종 방문)

19)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 누적 건수 30만 건 돌파」, 2011. 6. 7 배포(http: 

//www.copyright.or.kr/prroom/news_view.do?bd_seq=8415&cPage=1&CT_NO=&SK=TT&SV=%EC%B0%

BD%EC%9E%91%EC%9E%90+%EB%B3%B4%ED%98%B8, 2011. 7. 1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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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과 창작자의 보호의식 향상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

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술저작물 관련 법률상담은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20), 이러한 현상은 미술저작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이 성장하였음을 반

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술저작물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미술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다. 미술

시장의 성장은 현재 세계적으로는 주춤하고 있으나 70년대 말, 80년대 말, 그리고 21세기 초에 매

우 성장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2007년에 호황기를 맞은 바 있으며 2010년 6월 서울옥션에서 이중

섭의 "황소"가 역대 2위의 금액으로 낙찰되는 등의 긍정적인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21)

미술시장의 확대와 그에 관한 관심의 성장과 함께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

례 및 연구 역시도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위작의 발생, 무단복

제 및 온라인 유통, 기증된 미술품의 복제, 순수미술작품의 광고 이용, 전시권의 침해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 확보 등이 제

시되고 있는 추세이다.22) 

4. 현대 미술저작권 관련 선행연구와 그 한계 

(1) 응용미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사실상 순수미술보다는 응용미술 분야가 상업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조원희의「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에서는 일명 '대한방직 사건'23)에서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직물디자인의 저

작물성이 부정된 이후 응용미술품의 저작물성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용미술 관련 국내 판례에 관한 학설과 함께 외국의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기

준을 다루었으며, 분리가능성 요건24)에 관하여 고찰한 바 있다.25) 이 외에도 허희성의「응용미술저

20) 한국저작권위원회,「2010년 저작권 법률상담 급증」, 2011. 1. 27 배포(http://www.copyright.or.kr/ 
prroom/news_view.do?bd_seq=8046&cPage=1&CT_NO=&SK=TT&SV=2011, 2011. 7. 11. 최종 방문)

21) 김형진,『미술법』, 메이문화, 2011, p. 4

22) 오상훈,「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기술연구소, 2009, pp. 20-23

2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24) 미국 판례에 의하면 "제품의 외형이 심미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어 식별
될 수 있는 요소들만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 보호기
준으로서 설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통일적인 이론이
나 법리가 도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Sherrese M. Smith, Patent Copyright, Trademarks, and Literary 
Property Course Handbook Series(2005) ; Practising Law Institue, p. 27, 조원희, 「응용미술저작물
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계간 저작권』 , 2005 여름호에서 재인용)



제 회 대학 원 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6 ( )

188◀

작물에 대한 저작물 침해 역시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문제된 사례26)에서 당해 사건의 직물디자

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이 연구 역시 주로 분리가능성 요건에 관하여 다,

루었다.27) 또한 학위논문도 여러 건 존재하는데 그 예로서 차상육의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 「
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8) 이 연구는 응용미술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상 보호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각국의 관련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미술저작권 문제 사례에 관한 연구(2)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현대 사회에서 미술저작권에 관련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썸네

일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 신창환은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9)에서

썸네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 제 조와 제 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당해 사건25 34 30)

의 법원 판단에 대해 평석을 다룬 바 있으며 윤경 역시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제공이, 「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에 관한 대법원 선고 도 판결에 관한 평석을 남겼다2006. 2. 9. 2005 7793 .」
이 역시 저작권법 제 조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례에 해당한다25 .

기타 및 선행연구의 한계(3)

이 외에 저작물 판단의 기준 자체를 다룬 연구로 오승종의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
단 과」 31) 권영준의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32) 에서 실질적 유사성에 관」
한 논의가 있으며 곽경직의 창작성의 개념, 「 」33)에서는 저작권의 요건인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판단되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판례를 비교하여 다룬 바 있다 또한 년 현재 새롭게 등장한 저. 2011

서로는 김형진의 미술법『 』34)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표현의 자유와 민사 문제 세금 기업법, , ,

등과 미술을 연결 지어 다양한 각도에서 미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룬 바 있다.

이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25) 조원희 앞의 글,

26) 서울 민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1995. 1. 27. 93 48477

27) 허희성 에 대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 1995「應用美術著作物 著作權 侵害 判例 」
28)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10「 」
29) 신창환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계간 저작권 여름호, , 2005「 」 『 』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손해배상 기 판결2004. 9. 23. , 2003 78361 ( )

31) 오승종 시각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계간 저작권 가을호, , , 2004「 」 『 』
32) 권영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6「 」
33) 곽경직 앞의 글,

34) 김형진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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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 특유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 및 그 보완 방법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현대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으로 충.

분히 작용하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의 특성에 따른 저작물성 판단의 난점.Ⅲ

현대미술의 특성과 종류1.

서론(1)

현대에 이르러 미술은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미술에 대한 정의로는 모든 미술,

작품을 충분히 그 개념 속에 포함하기 어렵게 되었다 동시대적인 것과 구시대적인 것 포스트모더. ,

니즘적인 것 고전적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 키치적인 것 등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존재하는 현, ,

재의 복잡한 미술계에서는 수많은 양식이 병존하고 있다 오늘날 미술은 모더니즘 시대라는 의미에.

서의 현대미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

와 같은 현실로 인해 현대 미술품 중에는 예술계에서는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

권법상으로는 미술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기 애매한 작품이 존재할 수 있으며 결국 어떤 작품이 저,

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서 창작성 검증의 일반적 문제가 부상한다 이는 그러한.

검증이 당부를 가리기 어려운 그리고 주관적인 미적 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미술저작물의 본질,

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미술품에 관해 서술하고 그 특성으. ,

로 인한 저작물성 판단의 난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미술의 유형(2)

레디메이드 (Ready-made)①
레디메이드 예술이란 말 그대로 기성품을 활용한 예술이며 이는 오브제 미술의(Ready-made) ,

선구자였던 다다이즘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레디메이드 예술의 대표 격인 세기(Dadaism) . 20

초 마르셀 뒤샹 의 샘 도판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대미술(Marcel Duchamp) < (Fountain)>(1917)[ 1] ,

에 있어서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져 왔다 이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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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오브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전시대에 놓인 미술 작품에 관하여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전통적 취향을 비판하고 무관심의 원칙을 적용시킨 유형의 예술이 탄생하였음을 함의한다, .

이러한 예술에서 전통적인 미와 추의 개념은 통용되지 않으며 또한 레디메이드 예술에 사용될 오브,

제를 택하는 데에 있어서 뒤샹에 의하면 우리는 오브제를 고르기 전에 어떤 쾌락 원칙에 따라 이"

오브제에게 감명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5) 결국 레디메이드 예술은 작자의 기술적 솜씨나

미술적 세련성보다는 지성적 항의에 호소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도판 마르셀 뒤샹[ 1] ,

샘 인디애나 대학교 미술관 블루밍턴< (Fountain)>, 1917, ,

미니멀 아트 (Minimal Art)②
년대 말의 미술계에서는 주관적 표현에 치중한 추상표현주의나 팝아트 옵아트 해프닝 등의60 , , ,

대중성에 영합한 인기몰이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탈물질적인 예술이 새롭게 등장하였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니멀 아트 즉 형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한 예술이다 미니멀리즘 작가의. , .

대표적인 예로서 솔 르윗 도판 말레비치 라인하트 등을 들 수 있다[ 2], , .

35) 프랑크 슐츠 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황종민 역 미술문화3 , , , , , 2010, p. 125外 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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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Sol Lewitt, Incomplete Open Cube, 7/18, 1974, MOMA

미니멀 아트의 미술가들은 연속적인 요소를 정렬시켜 만든 단순한 질서를 통해 일차적인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 고전적 모더니즘과는 달리 미니멀 아트에서는 오로지 모형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

결국 미니멀 아트에서는 미술품을 구성하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감정의 이입을,

통하여 경험해야 하는 형태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미술 (Conceptual Art)③
개념미술이란 년 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대표적인 미니멀 아트 작가인1961 Henry Flynt ,

에 의해 미술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미니멀 아트의 아이디어를 계승하여 작품을Sol Lewitt .

형상화 개념으로 환원시킨 미술의 형태로서 이제 미술가들은 작품 자체를 창작함으로써 미술적 경,

험을 전달하는 대신에 개념과 행동의 지시를 통해 자극을 줄 뿐이며 관람자 스스로가 그에 관하여

생각한 후 손수 예술적 감상을 생산하는 임무를 떠맡게 된다 조셉 코수스의 작품 도판 에서는. [ 3]

관찰자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실제의 의자 의자를 찍은 사진 그리고 의자의 사전적 정. , , ,

의를 통해 인간의 인지와 사고의 특성을 보여주고 결국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상대적이며 우리의, ,

인식이 세계를 파악하는 체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36)

36) 프랑크 슐츠 앞의 책, ,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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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Joseph Kosuth, <One and Three Chairs>, 1965

이 외에도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미술 유형으로는 모노크롬 아트 아르 앵포르멜 아르테, ,

포베라 후기 회화적 추상 환경미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

현대미술의 특성에 따른 저작물성 판단의 어려움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해 대상의 저작물성을 판, ․
단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부터 유래한 이론으로 년의 판례. , 1879 "Baker v. Selden, 101 U.S. 99"

로부터 기원하였으며 오랫동안 판례법으로서 인정되어 오다가 년 명문화되었다 미국 저작권법1976 .

제 조 는 저작권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칙102 (b) ,‘ ㆍ ㆍ ㆍ ㆍ ㆍ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우리가 스토리 전개가 유사한 다양한 문학 작품

이나 비슷한 분위기의 여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원리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이론을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류의 현대 미술에 적용했을 시에

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는 미술품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샘 의 경우 그 작. < > ,

품에 활용된 변기는 그 자체로는 유일성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일반인의 감성으로 보아 예술성을 발,

견할 수도 없었고 그것에는 작가에 의한 가공이 특별히 가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

것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작가가 그것을 예술로서 선택 하고 명명하는 작업을 행했기, " "

때문이다.38) 즉 미술품으로서의 이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표현보다는 선택 이라는 아이디어로 보, " "

37) U.S. Copyright Law 102 (b)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is described, explained, illustrated, or
embodied in such work.

38) 진휘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민음사, , , 2002, p.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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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인데 기존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이러한 레디메이드 작품은 미술저작물로, ․
인정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모던아트 중 레디메이드 작품을 저작물로 보.

호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는 창작성의 부재를 근거로 하고 있다, .39)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뒤샹의 작품과 같은 다다이즘 미술의 반미술적인 경향을 극대화

시킨 개념 미술 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에 의하면 개념 미술에 있어서(Conceptual Art) . Lewitt , "

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계획이나 결정을 미리 완성하면 실제적인 작업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미술을 만드는 기계다. ".40) 물론 예술계에서의 아이디어 개

념과 법학적 아이디어 개념은 서로 다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나 의 주장은 기존의 아이디어, Lewitt ․
표현 이분법에 기초한 미술저작물성의 판단에 관하여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종전까지의 저작권법.

은 본질적으로 구상적이고 묘사적이며 개성을 강조하는 세기의 미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19 ,

미술에 관련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대의 새로운 미술 유.

형에 따른 미술저작권성의 인정에 관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미술저작권 보호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Ⅳ

기존의 논의1.

창작성 개념의 확대(1)

창작성의 개념에 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노동이론 을 따라 창작성의 개념을 너그럽게( )勞動理論
해석하고41) 대륙법계에서는 창작성의 요건으로서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격의 표현을 제시하여 비교적 엄격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42) 따라서 레디메이드를 저

작권법의 보호 범위 내로 포섭하려는 시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법한 방안으로는 영

미법계의 이론을 택하여 창작성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레디메이드까지도 조각으로 포함시켜 미술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43) 이는 곧 레

39) 천혜선 한국의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 , 2007, p. 64「 」
40) 진휘연 위의 책, , pp. 206-207

41) 판결 참조 권영준 앞Alfred Bell & Co. v. Catalda Fine Arts, Inc. 191 F.2d 99, 103 (2d Cir. 1951) . ( ,

의 글에서 재인용)

42) 정상조 박준석 앞의 책, , p. 263․
43) Stokes, Simon , Art and Copyright , LightningsourceInc, 2007, p.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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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이드의 창작성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와 에 의하면 영국. Bently Sherman

법 하에서는 만약 오브제가 예술적 마인드와 의도로 창작된 것이라면 레디메이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44) 즉 이 경우에는 창작성이 단지 작가의 의도에 달려 있다고 봄,

으로써 그 존재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전.

통적으로 저작물 보호의 근거를 창작성의 근원인 개성 에서뿐만이 아니라 기계적인' (personality)' , '

기술 또는 노동 에서도 찾고 있다 이는 곧 이마의 땀방울 조차(skill)' ' (labor)' . (sweat of the brow)“ ”
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45) 이러한 영국의 이론을 따를 시에는 어떠한 미술작품의 창작에

있어 시간 돈 노력이 소요되었다면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가 미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 그 자체 내에서 별다른 개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레디메이드 모노크롬 등에 속하는 미술작품 역시 미술저작권의 보호범위 내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술작품의 화풍 을 상표법으로 보호(2) " "

미술작품에 있어서는 내용 형식 이분법에 따라 미술저작물은 외적 표현형식과 내적 표현형식' ' ' '․
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적 표현 형식은 미술품에 직접 외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

지는 않으나 내면적 구조와 질서로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서는 내적 표현형식 역시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 의한 판단의 대상이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지 여부

가 문제되기도 한다.46)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작가의 화풍을 영미법계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trade dress' .47) 이 방법은 저작권법

상으로는 아이디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꾀하는 것이다, . 'trade

dress'48)란 어떤 물건의 포장 색채 소리 향기 등의 독특한 특징으로 그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 , ,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49) 이 법리를 따를 때 대상 물품이 이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 ) ,‘ ’
즉 본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흔한 명칭 표시 도형 등이라고 해도 계속적인 사용에 의해 자타, ,

44) Ibid, p. 124

45) 곽경직 앞의 글, , pp. 12-13

46) 서달주 위의 책, , p. 114

47) 김형진 화풍 독점권 길게 보면 미술에 독 중앙, , , SUNDAY, 2011. 6. 4.「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1928 최종 방문) 2011. 7. 12.

48) 이에 대응할 만한 국내법상의 용어가 현재로서는 부재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이를 상장 으로, “ ”
대체하기로 한다.

49) 김형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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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로서 보호되게 된다 이는 주로 영미에서 와 관련하. passing-off'‘
여 발달한 법리이며 우리 법에도 도입되어 있다 이차적 의미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정경쟁, . ’ ‘
방지법상의 보호는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품의 색 디자인 크기 형태에까지도 미친다, , , .50) 한

편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이차적 의미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법, ’ ‘
리가 형성된 바 있으므로51) 그 보호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미술의 각 분야에서 어떠한 작가가 특유의 작품 구성 방식을 시도한다면 이를 상장

의 개념에 포섭시킴으로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즉 피에트 몬. ,

드리안이나 잭슨 폴록 등의 현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들 작품 특유의 화풍을 통해 대중은 그것

이 해당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독특한 화풍 자체를 법적 보호의 범.

위 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실제로 미 뉴욕 법원의 년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즈하크. 1992

타카이 의 포스터와 유사한 분위기의 작품을 팔았음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Itzchak Tarkay)

고가 상장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52)

미술저작권 보호 개선을 위한 제언2.

기존 논의의 한계점(1)

창작성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개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하

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나 기실 그러한 견해는 실제 판례에서는 배,

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최고재판소의 판례. 53)에 의하면 저작권은 노력이 아니라 창작성에, "

대한 보상 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화(copyright rewards originality, not effort)"

번호부는 최소한도 이상의 창작성 를 갖추지 못한(more than a de minimis quantun of creativity)

것으로서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판결. 54)에서 미국 대법원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저작자가 아무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작품 자체에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을 가

지지 못한다고 하여 역시 전화번호부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창작성의 개념.

50)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 , 1995, p. 55『 』
51)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___ U.S.___, 112 S.Ct. 2753, 2755-2756, 2761, 120 L. Ed.

이상정 위의 책에서 재인용2d 615, 23 U.S.P.Q. 2d(BNA) 1081(1992), ( , )

52) 김형진 앞의 책Romm v. Simcha International, Inc., 786 F. Supp, 1126 (E.D.N.Y. 1992), ( , , pp.

에서 재인용171-172 )

53) 판결 참조 곽경직 앞의 글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 111 S.Ct. 1282 (1991) . ( , , p.

에서 재인용15 )

54) Feist Publ'n Inc. v. Oman, 924 F.2d 242, 243 n.1 (D.C.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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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관철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는 미술저작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55)

한편 미술작품의 화풍 자체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저작권법상의 아이디어까지 특, ‘ ’
정인의 보호 하에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국에' .

서의 판례를 보면 화가들의 화풍을 상표권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판결의 태도가 일관된 것은 아니며,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6) 예를 들면 피에트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도판< > [

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화풍과 테오 반 되스부르크 의4] (Theo van Doesburg) <Contra-Composition XVI>

도판 에서 드러나는 화풍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화풍 중 하나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면 다[ 5] ,

른 한 사람의 작품은 전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57)

좌 도판 피에트 몬드리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 [ 4] , < >, 1942-1943

우 도판 테오 반 되스부르흐( ) [ 5] , <Contra-Composition XVI>, 1925

55) 비록 우리 법리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개념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 두 판례에서 최소한도‘ ’ ‘
이상의 창작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엄격하지 않은 창작성 개념으로서도 현대미술의 창작성을,’
포섭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6) 김형진 앞의 글,

57) 실제로 몬드리안과 테오 반 되스부르크는 모두 리트펠트 아우트 반트호프 등과 함께 데 슈틸, , (De Stihl :“
양식 운동에 참여한 중심적인 인물들로서 그들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조형의 일체화를 지표로 하였으)"

며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직각과 평면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형태 그리고 삼원색 및 백색 흑색, , , ,

회색만을 사용한 순수하고 추상적인 조형을 의도한 바 있다 윤재희 데스틸운동과 건축 세진사. ( , , ,『 』
참조1994, pp.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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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 년 미국의 뉴욕 법원에서 선고된 살바도르 달리의 화풍에 관한1988

판결이나 앤디 워홀의 화풍을 둘러싼 법적 공방 등이다 즉 어떠한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성. ,

이 다른 작가들의 특징과 아주 뚜렷하고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한 작가의 화풍을 상장으로서 인정,

하는 것은 지극히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58) 또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는 달리 상표법상의 보호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59) 역시 상표로서의 보호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정 작가의 화풍을 저작권 또는 상표로서 인정하여 그것을 해당.

작가의 독점적인 권리로 간주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미술계에 있어 부정적인 방향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해결 방안의 제시(2)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의 논의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논의는,

작품 그 자체에 관한 법리 판단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에 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어떠한. ,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그 작품 자체에 드러난 표현에 의하여 판단하려는 논의를‘ ’
통해서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창작성 판단의 근본적인 방법을 구축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현대미술을 해석하는 데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시도가 필요하다.

현대미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작품 그 자체를 통하여서는 그것의 작품성을 식별,

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념미술의 예를 들면 이 예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작품에 특유한. ,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즉 감상자로서는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것으로는 그것을 미술작품으로서 받아. ,

들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크스크린 기법. 60)을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워홀의 작품을 그 예로서 살펴보면 그의 브릴로 상자 도판 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 < > [ 6]

릴로 상자와 지각적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술 작품으로서 인.‘ ’
정되는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 미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이래로.

미술 개념이 등장한 이래 계속되어 온 패러다임은 미술은 기술이 아닌 특별한 어떤 것을(fine art)‘ ’ ‘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현대미술에 이르러 종말을 고한다, .’ 61) 즉 아서,

58) 김형진 앞의 글,

59) 폴 골드스타인 지식재산 오연희 역 비즈니스맵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는 미국을 비, , , , 2009, p. 221. ,『 』
롯한 전 세계의 나라에서 상표법에 의한 영원한 보호를 받고 있다.

60) 이는 본래 상업용으로 사용된 판화 기법 중 하나로서 활자 인쇄와 포스터 인쇄에 이용되었다 이를 미술, .

작품에 활용한 대표적인 작가인 워홀은 자신의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그의 공장에서 실크스크린을‘ ’
사용한 바 있다 진휘연 앞의 책. ( , , p. 125)

61) 장민한 앤디 워홀과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의 변화 현대미술과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 , , 2009, p. 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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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토의 견해처럼62) 어떠한 시각적 기준은 예술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63) 결국

워홀의 팝아트에서 볼 수 있듯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불가능한 서로 다른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더 이상 지각적인 기반에 의하여.

미술과 실제 사물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미술이 미술로서 가치평가를 받는 데에는 한 작품이,

어떠한 내러티브를 지니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물질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등이 기준으, ,

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술비평은 각각의 다른 삶의 형식에 속하는 작품들의 의미체계를. ‘ ’
재구성하여 그 작품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도64)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한다.

좌 도판 앤디 워홀 브릴로 상자( ) [ 6] , < >, 1964

우 도판 이브 클랭 제목 없는 푸른색 모노크롬( ) [ 7] , < (IKB 100), 1956

모노크롬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노크롬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이브 클.

랭 의 작품 도판 을 보자 단색의 직사각형만으로 구성된 이 작품이야말로 감상자의(Yves Klein) [ 7] .

지각적 판단에 의하면 그 예술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모노크롬은 외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

개개의 작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도와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모리스 베세가 모노크롬의 필.

수 여건으로 지적한 회화로서의 자격 부여 를 위하여 각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 65) 클랭의

62) Danto, Arthur, Art review , The Nation, 1989, p. 192『 』
63) 미술은 더 이상 미 또는 예술다움이라는 기존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어떠한 목적으로든 심지어는 아무, ,‘ ’ ‘ ’

런 목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작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동시대 미술.
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무한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미술의 종말 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contemporary art) .

프랑크 슐츠 앞의 책 참조( , , p, 212-214 .)

64) 장민한 앞의 글, , pp. 157-160

65) 윤난지Maurice Besset, Note sur la Preparation de l'Exposition , La Couleur Seule, 1989, p. 10 ( ,『 』
추상미술 읽기 미진사 에서 재인용, , 2010, p.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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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의 모노크롬은 그가 한정한 특정한 물질 즉 푸른색 안료를 통하여 비물질적인 예술을 추구, ,

하였으며 신비와 주술 진보와 치유 등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66)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작품에 법적 보호를 적용하기 위한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 ’
의 표현을 작품 그 자체에 드러나는 시각적인 요소에만 한정시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술작품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작품 그 자체. , ,

에만 국한하여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현대미술의 유형에서는. ,

작가의 아이디어가 그 작품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품 그 자체와는 별개로 아이디어를,‘ ’
구체화한 기타의 요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결국 미술작품이 저작권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법

리를 적용하여 검토하자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창작성의 검토에 있.

어 그 대상을 미술작품 그 자체가 아닌 작가가 상정한 무형적 요소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앞서, .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전화번,Ⅱ
호부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작품 그 자체를 통해 창작성을 확인하는 데에서는 그러한

완화된 기준을 통한 판단을 통해서조차도 작품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

서 이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있어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활용한 아이디어를 표현․
의 개념 속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그 자체는 설사 그것에 독창성이나 신.

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나67) 앞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미술작품에 있어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논하지 않고서는 미

술작품으로서의 표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엄연히 미술계에서 작품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미술품68)에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치지 않게 된다면 위작의 발생 무단복제 및 온,

라인 유통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어 동시대 미술계의 발전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표출된 강연이나 심포지엄 이론적 텍스트 등을 통해 확장되는 작. ,

가의 아이디어 역시 그의 작품의 표현의 일종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비록 아이디어가.

현대미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판단의 태도를 보완하는 것을 통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현대미술 특유의,

특성으로 인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누락을 보완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

66) 윤난지 위의 책, , pp. 182-191

67) 김형진 앞의 책, , p. 189

68) 이와 관하여서는 현대 미술 이론에서는 한 작품의 미술적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미술계라는 사회

적 제도적 권위를 통하여 미술로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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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완전히 배격할 수는 없지․
만 이 원칙을 활용하는 기존의 태도를 약간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현대에는 미술과 타 분야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계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특성이,

있다 그 사례로는 농학박사이자 곤충행동학자인 동시에 미술가로서 활동하는 카르스텐 휠러 등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듯 미술과 과학의 접목이라는 생소한 조합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게일 와이, ,

트의 작품에서는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뇌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

수 있다.69) 이렇듯 미술은 타 분야와 접목되어 발생하는 경향마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는그것이 차용한 타 분야에서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요건을 미술품에도 확장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미술저작물 정보 및 저작권정보의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의 작품에 담긴 사상까지도 그 등록 대상으로서 지정하는 등

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기본 정.

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미술저작물이나 저작권정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70) 즉 아직은 미술저작물 저작권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로서 미술작,

품의 제목 기법 규격 이미지 등을 기록해 두고 있을 뿐이며 이미 생성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에, , , ,

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71) 그러나 현대미술 특유의 성질로 인하여 보

다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앞으,

로의 시스템은 미술저작물 정보 관리의 보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Ⅴ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현대미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미술저작권 법리를 통

한 저작물성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미술저.

작물에 있어서도 여타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의 검증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 ․
른 판단 등이 이루어지는데 레디메이드나 모노크롬 개념미술을 비롯한 현대의 미술작품 유형 중에, ,

서는 저작권법상의 법리에 대한 기존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하여서는 그 창작성이나 표현성을 인정하

69) 프랑크 슐츠 앞의 책, , pp. 237-238

70) 오상훈 앞의 글, , pp. 52-53

71) 오상훈 앞의 글, ,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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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미술저작권 보호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창작성 개념 그 자체를 확대하여 적용하거나 미술작품의 화풍을 상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점 등이 검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들은 한 작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미술작품 그 자체에 관한 판단을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현대 미술.

작품들 중에서는 단지 작품에 대한 지각적 감상을 통하여서는 그 예술성을 감지해내기 힘들거나 어,

떠한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구분해내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

그 본질이 물리적인 작품 그 자체가 아닌 작품이 놓여 있는 사상과 맥락 에 놓여 있는 작, (context)

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작품들에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미치도록 하기 위.

하여서는 작품의 창작성 및 표현성의 판단 대상을 작품 외적인 부분에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발생한

다 그리고 이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사회 그 어떤 분야에도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

구를 통해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격변하는 예술계에 맞게 우리 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예술은 그 창의성과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보수. ,

적이고 안정적인 성질을 띠는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술계의 흐름에 맞추어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미술 산업 더 나아가 우리 문화계의 건,

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순수미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진척되어 있지 않은 현황이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술 산업에 맞추어 법학적,

측면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로 법은 시대에 뒤쳐지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은 현실과 법리 간의 괴리를 자각하고 앞으로 존재해야 할 혹은 새롭게 마련해. ,

야 할 규범과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법이 아니면 수행해낼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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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

중과실책임과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 고유승 정병천 한예승 중앙대학교 법학과, , ( )

서 론I.

년 우리가 그들에게 열광했다 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열광한다 한 통신업체의 광1969 . 2011 .“ ”
고카피인 이 문구는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현 위상을 나타낸다.1) 이

광고에는 년 월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파리 공연의 영상이 등장2011 6 SM

한다 이 공연은 파리 현지 팬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년 우리가 클리프 리. 1969

처드의 공연을 보며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 음악에 열광하였다 프랑스 유력지인 는 프. LE FIGARO‘ ’ “
랑스의 십대를 강타했다 는 표현으로 한국가수들의 성공적인 공연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2) 이는 한류

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

사례이다.

지식기반 사회인 세기에 문화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기반산업의 발21 ,

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례와 같, .

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우리나라

1) 세계미래학회장을 지낸 미래학계의 석학 짐 데이토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을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미래 드림‘
소사이어티를 이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사회에 파고드는 한국 대중문화를 단순한 호사가들의 취.’
미 수준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뒤흔들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

보 지구촌 한류 실핏줄 흐른다 미국인 사로잡는 한류, . <2> , 2011.06.24,[http://news.donga.com/3/all“ ‘ ’ ”
최종접속/20110624/38273759/1] ( 2011.08.30.).

2) Succ　s assur　 puisque les billets se sont vendus en moins de quinze minutes ! Au point de d　clencher

une manifestation hors norme devant la pyramide du Louvre, le 2 mai dernier: des centaines de fans ont

brandi des banderoles pour r　clamer une nouvelle date de concert sous les yeux 　berlu　s des touristes.

Une mobilisation qui a fait la une de la presse sud-cor　enne et a convaincu l'organisateur, la

toute-puissante agence SM Entertainment, d'ajouter une nouvelle date.

최종접속LE FIGARO, "La vague cor　enne d　ferle sur le Z　nith", 2011.06.09, [www.lefigaro.fr] (

2011.08.30.).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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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국 일본과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주력산업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 정부는 년2013

까지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세계 위 진입을 목표로 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문화콘텐츠5

를 포함시키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 ,

임산업진흥원 등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점‘ ’
유율 로 세계 위에 머물고 있다2.4% 8 .5)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적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정부, ,

의 산업기반 마련 지원과 그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 여러 가,

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도입된 것이 저작권인증제도이다 저작권인증이란 정당한 권리보유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해주는 행위로 저작권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콘텐츠 유통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년 도입된 저작권인증제도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6 .

그 이유는 첫째 실질적 권리관계 파악의 어려움과 둘째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

들 수 있다.6)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인증기관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불충분한 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인증기

관의 손해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원칙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현실적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저작권인증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래 유망산업3)

디지털 타임즈 년후 유망산업은 신재생에너지, 10 , 2008.“ ”
07.06, [http://www.dt.co.kr/contents.html? article_no=

최종접속2008070702010251630004] ( 2011.08.30.).

순 위 년 후 년5 (2013 )

1 차세대 이동통신

2 차세대 반도체

3 차세대 디스플레이

4 문화

5 차세대 전지

6 신재생 에너지

7 디지털 콘텐츠

8 통신 방송 융합산업·
4) 미국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군수산업과 더불어 국가의 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애니2 , ,

매이션 뮤지컬 음반 캐릭터 등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 , .

경우 세계 위의 문화콘텐츠 산업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하여 지원을2 ‘ ’
아끼지 않고 있고 만화 애니매이션 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찬권, , , . ,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쪽, , 2009, 27 .『 』
5) 최근 정부는 제 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콘텐츠 산업을 범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1 ‘

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주.’ ·
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조 천억원을 투입하여 년까지 콘텐츠 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1 6 2015 5
혔다 아주경제 정부 콘텐츠산업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 조원 투입. , , 1.6 , 2011.05.23,“ ”

최종접속[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523000214] ( 2011.08.30.).

6) 년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보고서에는 저작권인증제도의 현실적 어려움2009

으로 법규정의 불명확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기관 부재 정당한 권리자 탐색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저작, , .

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쪽, , 2009, 124~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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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 검토한 후 법령 및 인증기관이용약관 제.

시와 배상책임보험적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작권인증제도의 의의 및 현황II.

저작권인증의 의의1.

저작권법 상 인증7)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 으로 저“ ”
작권 인증이란 정당한 권리보유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해주는 행위라고 이해해야 한다 다.

만 저작권법 시행령8)에서는 권리의 보유에 대한 인증과 더불어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인증의 종류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주는 권리인증과 정당한 권리자,

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이용허락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인증은 특정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 저작권등록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반면 권리인증. ,

은 실질적 심사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의 실질적 존부파악이 가능하다.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 ·
받은 사실을 인증해주는 것이다.9) 저작권등록제도는 이용허락을 등록할 수 없어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나 저작권인증제도는 시행령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저작권 이용허락인증을 가능하게 했다.’

저작권인증은 정당한 권리관계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증이라 할 수 있

다.10)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효,

과로 반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공적 추정력이 발생한다.11) 따라서 저작권인증도 정당한 저작권

자라는 사실과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적 추정력이 발생하나 이는 일종의 증거력 에 그쳐, “ ”
반증이 있는 경우 공증행위의 취소 없이 번복될 수 있다.

7) 저작권법 제 조 제 호2 33 .

8)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 인증 절차 등37 ( )

인증기관은 제 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은1 (②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인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

9)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 조 제 호2 1 .

10) 오승종최진원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권 제 호 쪽, , 11 2 , 2010, 406 .· “ ‘ ’ ”
11) 박균성 행정법론 상 박영사 쪽, ( ) , , 2011,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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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제도의 필요성2.

문제의 제기(1)

거래의 안전성은 저작물의 활발한 유통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명확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담보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저작권등록제.

도와 저작권인증제도가 있다 저작권등록제도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등록부의 기재를 말한다.12) 등록제도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공

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13) 기존 공시제

도가 존재함에도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도입배경 및 취

지 등록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

도입배경 및 취지(2)

년대 후반 드라마의 성공적인 중국 수출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년대 초반 장르는 음반1990 2000

과 영화로 지역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14) 년 중반 이후에도 한류열2000

풍은 지속되어 문화콘텐츠 수출액이 년 억 만 달러 년 억 만 달러 년2006 13 7315 , 2007 15 6204 , 2008

억 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18 8441 .15) 이러한 모습은 문화가 상품이 되고 교역 대상이 되

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불법복제 불명확한 저작물 권리관계 등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쳐 수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16) 특히 무방식주의17)를 취하는 저작권법 특성상 해

1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쪽, , , 2009, 899 .『 』
13) 미국의 경우 인증에 관한 법제도는 없으나 저작권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어있다 중국은 우리의 인증제도와 유.

사한 콘텐츠 정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권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점에서 제 자의, 3‘ ‘
확인을 구하는 우리 인증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도 일본레코드협회의 마크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의. L ,‘ ’
디지털콘텐츠 정품인증 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권리자 스스로 자신이 이용허락 했음을 확인해주는 방‘ ’
식으로 운영되고 상표법 상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 침해가 적용되는 점에서 우리 인증제도와 차이가 있다, .

14) 손경한 엔터테인먼트법 하 진원사 쪽, ( ) , , 2008, 226 .『 』
15) 문화체육관광부 년 콘텐츠산업백서 쪽, 2009 , 2010, 33 .“ ”
16) 베이징시 공안국 경제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진후둥회사는 문화부 부속회사를 사칭하며 중국내 판매 라이선

싱 계약서를 위조해 온라인 업체들에 영화와 드라마 사용권한을 불법 판매해온 업체다 진후둥회사는 한국.
과 미국 등 여개 국가 영화와 드라마 수천종의 작품 저작권을 불법으로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천만위안10 2

억원 이상의 불법 소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류 영화 드라마 저작권 침해 꼼짝(26 ) . , , . '“中
마' , 2007.10.2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

최종접속0001798491]. (2011.08.30 ).

17)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10 2 “
로 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저작권이 저작물의 완성이란 사실로부터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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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진정한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

서 한류콘텐츠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에 의하.

면 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에서 여건의 한국 저작물 권리관계를 확인해준 것으로2009 2000

나타났다.18)

진정한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저작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류수출 지원차원에서 년 월 저작권법에 권리. 2006 12 ‘
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19) 저작권인증제도를 통해 저작권자

및 이용허락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통해 문화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저작권등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3)

저작권등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의 종류1)

저작권등록은 크게 권리 등록 권리변동 등록 변경 등록 등의 등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 ,

다 권리 등록에는 저작자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제작자 권리 등록이 있으며 권리변동 등록은. , , DB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 설정양도처분 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변경등록 등의 등록이, , .· ·
있다.20)

저작권인증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37 2 ‘
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 )

증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주는 권리인증뿐. ,’
만 아니라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이용허락인증을 포함하고 있다.

18)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시대를 비롯한 한류 가수들의 노래가 저작권 몸살을 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이 노래의 작사작곡가가 과연 이 사람이 맞나 라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 " .·
는 누가 저작권자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저작권자를 사칭해 판권을 가로채도 이를 확인하

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내일신문 소녀시대 노래 믿고 수입하세요. , , 2010.11.09,“ ”
[http://www.naeil.com/News:/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81168&sid=E&tid=4].

최종접속(2011.08.30 ).

1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 총괄기관 역할정립 연구 쪽, , 2010, 6 .“ ”
20)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종접속, [http://www.copyright.or.kr/service/cros.do?contentId=5]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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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의 종류< 1: >

저작권 등록 저작권 인증

권리의 등록1.
권리의 등록에는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 ,

록 제작자 권리등록이 있으며 저작자 성명, DB , ,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 , ,
연월일 등을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변동의 등록2.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에 변동이: ․ ․ ․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출판권,․
설정양도처분제한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변경등록 등의 등록3.
: 등록된 사항에 대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 , ,
복 등에 대해서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인증1.
권리인증기관이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 · ·

데이터베이스 이하 저작물등 이라 한다 에 대해( " " )
정당한 권리자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인증2.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

자로부터 그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받은 자를 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등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의 절차2)

저작권등록제도는 등록 신청 심사 등록 실행 이의 제기 순으로 진행된다 등록 신청은 규정된 서, , , .

류를 첨부하여21)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심사의 진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가 심사주체가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에 기초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저작물의 저작물 판단과 신청인의 서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22) 위의 요건이 충족된 저작물은 승인되어 등록부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교부된다.

21)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 조 등록신청서6 ( )
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1 .②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1.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2. (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3. 2· · · ·
지 제 호서식에 따른 목록19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목록4. 20·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 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5. 3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6. (·
류를 포함한다)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영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7. ( 26 2 ).

22)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1996.8.23. , 94 5632 【 】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
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며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성을 부(
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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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제도는 신청서의 제출 인증 인증서의 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23) 인증을 받으려

하는 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시 신청서와 권리관계 및 이용관계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24) 심사 주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규정되

어 있다.25)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를 실질적 심사를 통해 증명한

다 심사 후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함께 부여해야 한.

다 인증기관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열람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26)

저작권등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의 효과3)

저작권등록제도에서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

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된다.27) 또한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28) 보호

기간과 관련하여 무명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에는 공표 시 기산주의가 채택되어 공표 후 년이지, 50

만 실명등록이 되면 사망 시 기산주의가 적용되어 저작자 사후 년까지 보호 된다, 50 .29) 권리변동

등 등록 시에는 제 자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3 (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30)에 대한 대항이 가능하다.

저작권인증제도의 경우 효과에 대한 특별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록과 같은 법률상

추정력은 없다 그러나 인증표시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인증이 잘못된.

경우 인증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3) 저작권법 시행령 제 조37 .

24) 저작권법 시행규칙 서식 제 호에는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분증명서류 인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38 1. , 2.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3.·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25) 저작권법 제 조 제 항36 1 .

26) 저작권인증업무지침 제 조18 .

27) 저작권법 제 조 제 항53 3 .

28) 저작권법 제 조 제 항125 4 .

29) 저작권법 제 조 년 월 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년으로 연장되어 년 월 일부터 시40 ; 2011 6 30 70 2013 7 1

행된다.

30)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쪽, , , 2010, 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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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작권등록제도의 절차 및 효과1 : >

그림 저작권인증제도의 절차 및 효과< 2 : >

소결4)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의 경우 이용허락에 대한 등록은 인정되지 않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등,

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등록.

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록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콘텐츠 산업 현실에서는 양도 등의 권리 변동이 아닌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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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인증이 활성화 될 경우 콘텐츠 거래 시 이용허락 여부가 공.

시됨으로써 실체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은 실질적 심사를 통해 권리관계를.

증명해주고 잘못된 인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유통 특히 저작물 해외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31)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등록제도가 존재함에도 콘텐츠 유통 시 거래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유사 사례 분석3.

국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거래인증제도(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거래인증이란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구매자 간 온라인상 거래내역과 거래사

실을 공신력 있는 제 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여 주는 행위이다3 .· 32)33)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무형의 형태로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작

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이다.34) 그래서 신뢰성 있는 디지털콘텐

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거래내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거래사실 자체에 대한.

인증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저작권인증과 구분된다.

일본 레코드 협회의 마크(2) L‘ ’

년 월 일본레코드협회는 합법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 콘텐츠를 대상으로 디지털식별2008 11

스티커 마크 를 발급하여 음원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메인화면이나 영상재생화면 등에(L )

31) 저작권인증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문의가 잦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시대와 카라의 작곡작사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
내에서는 누가 저작권자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저작권자를 사칭해 판권을 가로채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정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은 저작권자가 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 “
를 받아 판권 거래에 첨부하는 것 이라며 향후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 “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증하는 저작권 인증 시스템 만들.” “
어진다 전자신문 최종접속. , , 2011.03.14, [http://www.etnews.com/201103110127] (2011. 08. 30 ).”

32) 저작권위원회 권리인증제도 운용에 대한 연구 쪽, , 2009, 22 .“ ”
33)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제 조 제 호는 인증에 대하여 온라인디2 1 ‘ ’ ‘

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34) 손승우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쪽, , 31 2 , 2007,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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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크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통일된 라이선스 마크가 부착된 음악.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이용허락 된 저작,

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크는 적법하게 계약된 즉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서비스. L ,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허락인증 사례로 볼 수 있으나35) 권리자 스스로 자신이,

이용허락했음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저작권인증제도와 구분된다.36)

저작권인증제도의 현황4.

저작권인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년 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도2006 12

입되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단 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입법 후 년이 지난. 1 3

년에서야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009 .37)38)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2011

년 현재까지도 인증기관의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질적 권리관계 파악.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인증을 했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인증기관으

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의 높은 가치 뿐 아니라 파생되는 상품의 영향력도 크다.39) 그러므로 잘못

된 인증으로 인한 손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손해액 또한 막대하여 인증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저작권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35) 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 쪽, , 40 .

36) 오승종최진원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쪽, , 11 2 , 2010, 411 .· “ ”
37) 년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저작권 인2007 ( )

증제도에 관한 논의가 전무하였다.

38) 년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2009 ‘ ’
으며 년에는 저작권인증 총괄기관 역할정립 연구보고서 저작권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보고, 2010 ,‘ ’ ‘
서 등 본격적인 저작권인증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년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 2010’ ‘
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39) 문화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제대로 된 소스 콘텐츠 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

올리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 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리포터 의 경우(One Source Multi Use . ,‘ ’ “ ”
년까지 전 세계에 억 천만 부가 팔려나갔고 영화나 게임 캐릭터 상품으로 재창조되며 억 달러2002 2 3 , , 20

한화 조 천억 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고부가가치를 올렸다 정창권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2 6 ) . , , ,『 』
쪽200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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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기관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 방안.Ⅲ

손해배상규정의 개선1.

문제의 제기(1)

현행 저작권법은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 시.

행령 제 조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능력을 요구하고36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충분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일 뿐 손해.

배상책임의 근거조문으로 볼 수 없다.40) 따라서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와 저작권인증업

무의 어려움41)42)을 감안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완화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절충시킬 수 있는 손

해배상의 원칙규정이 필요하다.43)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은 신청자에 대한 책임과 이용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는데 그 성격은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다 책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율방법도 달리하여 이.

용자에 대한 책임을 중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하 중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

여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이하 실화책임법이(1961. 4. 28. 607 ,‘ ’ ‘ ’
라 한다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례를 살펴보고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중과실책임으로 규정해) ,

야 하는 당위성을 헌법 합치성 여부를 통해 검토한다.

한편 저작권인증업무지침 제 조에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에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16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의 원칙이 규정될 경우 이에 따라 각 인.

증기관은 업무규정 상 손해배상에 관한 면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인증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약관,

을 작성할 것이 예상되므로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약관 예시를 제시해본다.

40) 한국저작권위원회 년 저작권인증제도 활성화 워크숍 쪽, 2011 , 2011, 45 .“ ”
41) 인증의 개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으로 제고하‘ ’ ‘ ’

자는 의견도 인증업무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자료 쪽. , , 5 .

42) 저작물의 창작자를 확정하거나 전전 유통된 저작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

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인증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닌 권리 추정 사실에 대한 보. ‘ ’
증으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 , 2009,“ ”
쪽75 .

43) 저작권인증제도의 유사제도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 조에서 공인인증기관은 인26 “
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고 하여 공인인증기관. , .”
의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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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책임주의(2)

의의1)

과실책임주의란 어떤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44) 우리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제 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제 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390 , 750

요구하여 과실책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과실책임주의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지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수정

하는 것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위법이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즉 조금만 주의를 하. . ,

였더라면 능히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45) 중과실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재산권

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적 당위성이 필요하다.

실화책임법 위헌법률심판 사건2)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 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750

임법은 년 월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1995 3 .46) 그러나 년2007

월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8 .47) 헌법재판소는 실화책“
임법이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제한하므로 헌법 제 조37

제 항의 정신에 따라 그 제한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 고 하여 과잉2 .”
금지원칙 위배여부48)를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의 구

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실,

4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쪽, , , 2011, 21 .『 』
45) 오세경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쪽, , , 2011, 829 .『 』
46) 헌재 헌가 등 결정1995. 3. 23. 92 4 .

47) 헌재 헌가 결정2007. 8. 30. 2004 25 .

48)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

하며 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 ),

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이를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

커야한다 법익의 균형성 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 )

을 말한다 헌재 헌가 결정. 1992.12.24. 9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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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실화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 보호

를 외면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부정되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 ,

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법기준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가 엄격한 기준의 위헌심사를 한 결과로 타당하지 못하다 실화책임법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49) 특수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했었고 재해구호법 등,

을 통하여 화재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에도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정신에도 부합한다

고 볼 수 없다 년 합헌결정을 했던 판례에서도 법원이 형평의 견지에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 1995 “
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법자가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

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입법부의 재량

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권과 재판권의 본질상 차이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헌법상 그 개입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제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 50)

법제 개정방안(3)

개정안의 제시1)

인증기관이 부담할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증을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증기관과 신청자 사이의 인증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둘째. ,

잘못된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증기관과 이용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계

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다.51) 신청자와 인증기관 사이에 맺은 인증계

49) 대법원은 실화책임법이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

분에만 적용되며 다카 가스 폭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1983. 12. 13. 82 1038), (1994. 6. 10. 93 58813),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1999. 2. 23. 97 12082),

한 화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 다(1967. 10. 23. 67 1919; 1980. 11. 25. 80 508; 1994. 1. 28. 93

고 해석함으로써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43590) , .

50) 년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화재와 연소 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2007 ( )“ 延燒
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

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
51) 전자서명법 상 인증기관의 민사책임 또한 계약책임 가입자인증기관 사이의 민사책임 과 불법행위책임 인증( ) (·

기관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 사이의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배대헌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 ,· “
론 인터넷 법률 호 쪽, 3 , 2000,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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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확한 저작권인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것일지라도 잘못된 인증.

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는 인증기관과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저작물은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활용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증기관이 예견. ·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인증기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경우 저작권법 상 특별규정으로 중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손해배상책임을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인증업무가 신청자와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52)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중과실책임규정은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을 완화하여 저작권인증

제도를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그 법적성격은 민법 제 조의 불법행위책임의 특칙. 750·
으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경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3)

이하에서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제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합헌성 개정의 당위성의 검토, ,

를 한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헌성의 심사는 입법부의 재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완화된 심.

사를 하여야 한다.

표 개정안의 제시< 2: >

현행 저작권법 제 조56

제 조 권리자 등의 인증56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①

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2008.2.29>

제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1②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09.4.22>

③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1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2008.2.29>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 조의 신설56 2

저작권법 제 조의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56 2(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①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 ,

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②

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1 2③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54)

52)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에서 손해배상 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 중 같은 취지의 견해로 배대헌 위의 논문 쪽, , 90 .

53) 상법 제 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 자에 대하여 회사401 3

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와 법적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제. , 3

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로 보는 견해는 법적성격을 상법이 인정하는 법정책임으로 불법행위책임과 경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는 견해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 민법.

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부정한다 서헌제 상법강의 상 법문사 쪽. , ( ) , , 2007, 872~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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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당위성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2) ( )

목적의 정당성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 법률은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55) 저작권인증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중과실책임으로 규정하

는 목적은 저작권인증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작

권인증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이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다 즉 인증기관의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수출. ,

의 걸림돌인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라는 국가 전체 차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목.

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②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은 적합성을 띤다 이 때.

적합성의 정도는 부분적인 적합성으로도 충분하며 적합성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

법자의 예측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지 여부만을 통제한다.56) 또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57)

이에 따라 판단해보면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 완

화라는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법령 상 중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손해배.·
상책임을 면책하는 방법은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책임의 경감방안 또는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면제 등의 방법이 반드시 중과실책임주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예측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58)

54) 보험은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 전가를 통해 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재원마련과 피해자의 확실한 손해배상
담보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할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항 상 공인인증기관에 보험을 강제하는 것과 같이 보험( 26 2 )
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헌법 제 조 항 전단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37 2 ‘ ·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 하는데.’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재산권 을 제한하는 중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 )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또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의 원칙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56) 우리 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되는 것이다 헌재, . 2006.6.29. 2006”
헌바 결정80 .

57)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재 헌가 결정. 1989.12.22. 88 13 .”

58) 인증기관이 경과실인 경우 민법 제 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상자의765
생 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감액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
담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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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③
헌법재판소가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석하여 보면 기본권행사의 방법을 제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여부를 제한할 경우 임의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에도 필요적 규정을 둘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데 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 등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59) 하지만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

해최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60)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수단은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증업무의 어려움

에 비추어 경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증기관의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감

안하면 기본권행사의 여부를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용자는 거래상대방인 신청자에게 민사상 채무불,

이행 책임을 묻거나 만약 신청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권양도 또는 이용허락계,

약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경과실을 면책.

해주는 것이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④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되는 기본권.

의 비중 및 그 제한의 정도와 공공복리의 비중 및 긴급성을 기준으로 비교형량한다.61)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저작권인증제도가 정

착 활성화 되었을 때 안전한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고 콘텐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

한 저작권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년여 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입법이 이루어져야5

할 긴급성도 상당하다 반면 제한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권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일 뿐 아니라 앞서 말했듯 이용자에겐 거래상대방인 인증신청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존재하므로 법령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쪽, , , 2011, 371 .『 』
60) 헌재 헌가 결정1996.12.26 96 18 .

6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쪽, , , 2011, 467~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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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이용약관의 예시(4)

약관규제법의 규제1)

저작권인증업무지침 제 조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에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16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이용약관은 인증기관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법률 제 호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1986. 12. 31. 3922 , .) .” ‘ ’ 62) 약관규

제법은 제 장 제 조 내지 제 조 에서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인증기관의2 ( 6 16 )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은 제 조의 불공정조항의 금지 제 조의 면책조항의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6 , 7

이 있으므로 제 조와 제 조의 관계를 검토한다6 7 .

약관규제법 제 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제 항 라고 규정6 ( 1 )“ ”
함으로써 약관의 내용통제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심사 순서에서 제 조는 제. 6

조 내지 제 조의 개별금지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개별금지규정의 적용결과 유효로7 14 .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63) 양자,

의 상호관계에 비추어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또한 개별금지규정과 일반규정을 함께 적용한.

예가 있다.64) 따라서 인증기관의 업무규정 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한계 면책조항이 제 조의 면책, 7

조항 금지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제 조의 일반조항에 위반될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하에서6 .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약관을 예시하고 제 조의 면책조항의 금지에 위반되는 지 검토한, 7

후 제 조의 불공정조항 금지에 위반되는 지 검토한다6 .

인증기관의 이용약관의 예시2)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약관에는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배상의 한계면책에 관한 사항, ·
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이용자에 대한 중과실책임주의가 규정될 경.

우 이용약관에도 중과실에 대한 예시가 이루어져야 이용자에게 인증서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62) 약관규제법 제 조 정의2 ( )

약관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1. " "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63) 적용긍정설 적용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평가가능성이 없는 개별금지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판정되는 경우에, , (

만 다시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 이 대립된다) .

64) 제 조 제 호 제 호와 제 조를 함께 적용한 예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제 조와 제 조를7 2 , 3 6 ( 1991. 12. 24. 90 23899 ). 8 6

함께 적용한 예대법원 선고 다 판결 제 조와 제 조를 함께 적용한 예대법원( 1994. 5. 10. 93 30082 ), 14 6 ( 1994.

선고 다 판결가 있다 사법연수원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쪽12. 9. 93 43873 ) . , , 2010,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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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65) 저작권인증제도와 유사한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들의 이용약관을 참고하고 저작권인증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약관의 예시【 】
제 조 손해배상A ( )

인증기관은 저작권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저작권법령 및 인증업무규정①

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 ,

제됩니다.

인증기관은 저작권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작권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②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저작권법령 및 인증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중대한 과실의 예.

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자체로 저작권자가 아님이 분명한데 인증을 한 경우1.

신청자가 신청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초과 또는 축소하여 인증한 경우2.

3.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을 정당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여 인증을 한 경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증을 한 경우4.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확인된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인증을 한 경우5.

인증기관은 신청자 및 저작권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③

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억 건당 억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및 이용자의 정, a , b

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상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 ,

의에 의하여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

제 조 면책B ( )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1 .

저작권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1. ,

저작권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신청자 시스템 장애 등 인증기관의 귀책사유가 아2.

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인증업무규정상의 신청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3.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내용과 다른 권리관계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4.

저작권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5.

저작권법령 및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6.

전자우편용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인증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7.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8. , ,

기타 인증기관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9.

65) 과실은 주의의무를 결한 것인데 그 주의의무의 종류에 따라 추상적 일반인을 전제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결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한 구체적

과실로 나누고 정도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소라도 결한 경과실과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로 나눈,

다 민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과실이 있기만 하면 되므로 대부분의 과실은 추상.

적 경과실을 뜻하며 특별하게 추상적 중과실을 요할 경우에는 법문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보호 측면에서 예외적인 중과실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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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위반 여부3)

약관규제법 제 조의 위반 여부7①
약관규제법 제 조 제 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7 1 , ·

배제하는 조항을 절대적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 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 2

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을 상대적 무효로 하고 있다.66)

제 항의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포함하1 , ,

는 개념이며 고의중과실에 의한 법률상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 ·
실에 의한 면책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는 법 제 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6 .67) 또한 해석론에 의하여 경과실에 의한 면책도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 첫째 고객이 특별한 신뢰사정에 근거해서 사업자의 정상적인 의무이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사업자가 근본적인 의무 또는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셋째 사업자가 고객의 생, ,‘ ’ ‘ ’
명과 건강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그러하다.68)

제 항은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2

축소시키거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 ,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적법하다.

인증기관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항에 위반되지 않고 인증기관1 ,

과 이용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사정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69)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는 아무

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행해야만 계약이행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무인 본질적‘
인 의무도 존재 하지 않는다 잘못된 인증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
므로 해석론에 의하여 경과실 면책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상 중과실책임주의가 규정되면 법률에서 규정된 인증기관의 책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라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책임의 범위에 대,

한 축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 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 7 .

핀바와 같이 제 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제 조의 일반규정 위반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7 6 .

66) 개별금지규정은 평가가능성이 있는 일정요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만 금지되는 상대적 무효규정

과 엄격한 효과를 가진 금지규범으로서 평가의 여지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무효규정으로 분류된다 약, .

관규제법문상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한다 사, .‘ ’ ‘ ’
법연수원 위의 책 쪽, , 36 .

6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쪽, , 2008, 49 .『 』
68) 장경환 주요 약관 심결례의 쟁점 분석 경희법학 제 권 제 호 쪽, , 42 2 , 2007, 500~501 .“ ”
69) 특별한 신뢰사정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그의 물건을 사업자의 관리에 맡기는 경우에 인정된다 장경환 위. ,

의 논문 쪽,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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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 조의 위반 여부6②
약관규제법 제 조 제 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라고 약관의6 1 “ ”

내용통제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과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은 약관을 마련함에 있어.

서 상대방인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사업자의 의무를 말한다.70) 공정을 잃은 이라“ ”
함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약관규제법은 불공정성의 판단이 어려움을 감.

안하며 법 제 조 제 항에서 불공정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 2 .71) 이 중 인증기관의 중과실책

임규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 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와 고객이 계약의 거래1 ‘ ’ ‘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 여부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는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얻는 이익과 비교형량하며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2)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 여부는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약관의 명칭 등 외관상 형태와 실질적인 내용이 다

른 유형인 경우 뿐 만 아니라 단순히 거래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인지 여부를 고려한다.73)74)

인증기관의 중과실책임규정은 인증기관에는 손해배상 부담이 완화되는 이익이 있는 반면 인증서

를 신뢰한 이용자는 잘못된 인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 저작권법 상 중과실책임이 명시적으,

70)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
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92. 12. 24. 90 23899 .”
71) 약관규제법 제 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6 ( ) .①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②
추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3.

7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편의점 가맹계약약관 중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 대법원 선고 다( 2000. 6. 9. 98 45553

등 판결 대형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상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나),

제한 없이 상가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 2005. 2. 18. 2003 3734 )

다고 보았다.

73) 박송운 소비자피해구제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실무지침서 법률정보센터 쪽, , , 2010, 259~262 .『 』
74) 이 규정은 이른바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 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고객에게 새로운 주의의무,‘ ’ ‘ ’

를 부과하는 조항 쌍무계약에서의 쌍무적 성격을 배제하는 조항 외양으로 판단되는 전형계약에서의 전형, ,

적인 내용에 대한 변칙조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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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되는 점 저작권인증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저작권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상,

당히 어려운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
용자가 인증서가 잘못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과실책임주의

가 저작권법에 규정되는 점 사업자가 면책되거나 책임이 제한경감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약관에도, ·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외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증기관의 중과실책임을 규정한 이.

용약관은 약관규제법 제 조 제 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7 , 6 .

손해배상의 재원마련2.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근 들어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75) 콘텐츠 자체의 가치도 높,

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인증이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인증기관의 부.

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런 리스크. (risk)76)의 통제 및 관리가 인증기관의 성공적인 정

착 및 운영의 성패를 좌우 할 것으로 판단된다.

75) 문화 콘텐츠산업 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분기별 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년 콘11 420 2010

텐츠산업 매출액은 조원 종사자수는 만명 수출액은 억 천만불로 년 대비 각각 약72.5 , 53.2 , 30 7 2009 5.1%,

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년 분기 및 연간 콘텐츠2.0%, 18.1% . , "2010 4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쪽2011, 12 .“
76) 우리나라에서 란 용어를 위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어왔으나 정확한 번역이라'risk' ‘ ’

할 수 없다 위험이라는 낱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란 용어의 뜻을 전달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 risk'‘ ’ ‘
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리스트 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 (risk)

기는 어렵다 리스크의 통일된 정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나 근본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 . ,

가 뜻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둘,

째 불확실한 상황은 인간의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셋째 불확실한 상황은 개인에, , ,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 즉 주관적 불확실성 과 객관적으로 측정할, (subjective uncertainty)

수 있는 객관적 불확실성 으로 구분되며 넷째 리스크는 불확실성 중에서 객관적(objective uncertainty) , ,

불확실성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예측 또는 기대되는 결과와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와의 분산 을(variation)

뜻한다 그러므로 리스크란 어떤 사건의 발생에 관해서 예측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객관적 불확실성. (object“
이라고 할 수uncertainty due to lack of predictability with regard to occurrence of some event)"

있다 이경룡 현대인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영지문화사 쪽. , , , 2011,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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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의 리스크관리(1)

그림 리스크관리< 3: >

리스크 관리란 조직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효‘ ’
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77)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통제(risk

와 리스크재무 로 분류된다 저작권 제도와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손실의 완전control) (risk finance) .

한 회피나 방지 및 축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에 있어 리스크통제는 운영과정에서 손실.

을 최소화 하기위한 절차적 수단 정비 인증심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정도일 것이다, .78)

리스크재무는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손실의 크기를 줄이기보다 발생한 손실로부터 회복 또

는 그것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초점을 두는 리크스관리기법을 말한다 즉 손실발생 후. ,

복구 또는 보상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을 사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리스크재무는 손실.

복구자금을 조직 자체 또는 내부에서 조달하는가 또는 제 자나 조직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가에 따3

라 다시 리스크보유 리스크전가 로 나누어진다(risk retention), (risk transfer) .79)

리스크보유란 재무적 손실의 불확실성을 기업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재무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보하기에 손실전보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이 부담하여 재무적 손실의

전보책임을 제 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에 반해 리스크전가는 재무적 손실의 전보책임을 제 자에게3 . 3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리스크재무에서 이용되는 리스크전가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가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적 손실의 전보책임만이 제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국한된다3 .80)

77) 이경룡 위의 책 쪽, , 17 .

7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쪽, , 95~96 .“ ”
79)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쪽, , , 2002, 33 .『 』
80)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쪽, , , 2009,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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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보유가 적절한 선택이 되려면 첫째 잠재적인 손실규모가 소규모이고 회사가 리스크를 부,

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손실에 대해 통계. ,

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규모 손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가 분산되어야 한

다 셋째 손실예방이나 사후처리 등 효율적 리스크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 .81)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따른 손실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 문화콘텐츠 산,

업의 특성 상 손실의 통계적 예측이 어렵다 인증업무에 대한 시스템조차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증기관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기술 및 자금력을 초기에 보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인

증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리스크전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82)

리스크전가에는 헷징계약(hedging contract)83) 무해협약, (hold-harmless agreement)84) 수탁,

계약(bailment contract)85) 보증제도, (suretyship)86) 보험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리, (insurance) .

스크전가 방법은 보험이다 보험은 계약에 의한 리스크전가로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하여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이다.87)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진정한 저작권의

권리관계를 실질심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므로 손실의 빈도가 적을 가능성은 크지만 전술한바와 같

이 손실의 규모가 클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실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뒷받침.

이 되고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민영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이용한 리스,

크전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88)89)

81) 황희대 핵심 보험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쪽, , , 2010, 308 .『 』
82) 리스크의 보유측면에서 대체적 위험재무기법인 캡티브보험과 자가보험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간보험

사가 운영 하는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특히 그 중에서도 전문직배상책임보험으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 .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에서 후술하기로 한다.2.3) .Ⅲ

83) 헷징계약이란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투기리스크 를 제 자에게 전, (speculative risk) 3‘ ’
가시킴으로써 손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경룡 앞의 책 쪽. , , 99 .

84) 무해협약은 두 당사자 간에 어떤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는 다른 한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
하는 배상책임의 손실을 계약의 의무로서 떠맡는 것이다 이경룡 앞의 책 쪽. , , 99 .

85) 수탁계약은 위탁자의 재산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수‘ ’
탁자가 그 재산에 관한 손실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경룡 앞의책 쪽. , , 100 .

86) 보증제도는 보증인 주채무자 수익자의 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이 계약의 기본 내용은 보증인, ,‘ ’
이 주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한 계약의무를 이행 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수익자에게 지는 것이다.
이경룡 앞의 책 쪽, , 100 .

87) 보험경영연구회 앞의 책 쪽, , 53 .

88)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기금이나 공제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 ’ ‘ ’
나 기금이나 공제는 원래 일정한 단체 내에서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과 같이 동질위험
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갹출에 대한 분담금이나 사고
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기금의 경우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
성측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불규칙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 배상금이 인정되는 경우 확.
률과 통계를 기초로 합리적인 갹출금과 지급금이 결정되는 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민영보험사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온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고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방지하. , ,
는 위험관리기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은 대형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감당.
할만한 담보력이 크게 부족한데 비해 민영보험사는 기본 담보력 외에도 거대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분산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보험개발원 전문직위. ,『
험과 배상책임보험 쪽( ) , 1998, 100 .Ⅰ 』

89) 민영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금
을 낮추려고 하는 등의 차적 방어를 기대할 수 있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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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2)

개념 및 의의1)

배상책임 또는 법률적 배상책임 이란 타인의 법적권리 를 침해하거나(legal liability) (legal rights)

방해함으로써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

다.90) 배상책임리스크 는 배상책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뜻하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liability risk)

의 담보대상이 되는 리스크이다 이러한 배상책임리스크를 리스크재무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배.

상책임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배상책임보험의 기본기능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liability insurance) .

피보험자의 법률적 배상책임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은 근본적으로 사고.

보험 또는 사고에 따른 손실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고 피보험자(Accident Insurance) ,

의 배상책임을 방어하고 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을 때 배상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상책, .

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2)

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는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 또는 방해하는 법적 부정행위(legal wrong)

이다 법적 부정행위는 형법상 부정행위와 민법상 부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배상책임보험에.

서 담보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인 민법상 부정행위는 다시 계약 이외의 부정행위와 계약 부정행위로

나뉜다 계약 이외의 부정행위에는 의도적 행위. 91) 절대책임, 92) 과실행위가 있으며 계약 부정행위, ,

로는 묵시보증위반93) 수탁자 책임, 94) 계약위반이 있다, .

90)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쪽, , , 2009, 413 .『 』
91) 의도적 행위 는 제 자에 대한 상해 또는 손상이 의도적 이거나 태만에 의해 발생했을(intentional torts)' 3‘

때의 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이다 명예훼손 특허권침해 등이 그 예이다 이경룡 전게서 쪽. , . , , 692 .

92) 절대책임 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했(absolute liability)'‘
을 때 손실을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지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의약품 및 식료품이 하자 제조물의 하자 등이 있다 이, .

경룡 위의 책 쪽 쪽, , 692 ~693 .

93) 묵시보증 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 또는 행위를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것이(implied warranty)'‘
다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들이 제조 또는 판매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묵시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경룡 위의 책 쪽. , , 691 .

94) 수탁자책임 이란 모든 위탁 수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bailee liability)'‘ ·
재산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말하며 만약 위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

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경룡 위의 책 쪽. ,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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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정행위의 분류< 4: >95)

인증기관이 져야 할 배상책임의 근거는 첫째 잘못된 저작권인증으로 저작권의 진정한 권리관계,

를 파악하지 못한 계약위반과 둘째 부주의 또는 실수 등 과실에 기인한 잘못된 저작권인증으로 제,‘ ’
자에게 재산상손실을 입히는 과실행위가 있다3 .‘ ’

인증기관에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책임보험3)

일반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손실원인은 피보험자의 민사법상 부정행위이며 그에 따른 제, 3

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96) 하지만 통상 전문적인 업무에 기인한 손해는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

표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분류< 4: >97)

구 분 신체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 신체 재물손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
제조 유통 등․
일반 업무

협의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가: ( ) 인격권침해 배상책임보험 등 나: ( )

전문 직업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 등 다: (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등 라: ( )․

가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 ( ) :

다 라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 ( ),( ):

95) 이경룡 위의 책 쪽, , 691 .

96) 쪽I. Mehr Robert & Emerson Cammack, principles of insurance , R. D. Irwin, 1980, 110 .『 』
97) 기홍철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지 쪽, , , 1997,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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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저작물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밝히는 작업으로 저작권 전반의 전문적인

지식과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 시 인증기관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보통사람에게 요.

구되는 그것보다 엄격한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가진 그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수준이다.’ 98) 그러므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전문적 업무로 규정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잘못된 인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주로 담보하는,

손실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업인의 전문적 업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3)

의의1)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정의는 전문직업인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다.99) 실무적으로는 의사 병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 , ,

그 업무와 관련된 부주의 실수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 3

상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규정된다.100)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보편적으로 비행배상책임보험과 와 과(Malpractice Liability IInsurance)

오 태만배상책임보험 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비(Errors &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E& O) .·
행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상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 업무에 따,

른 리크스를 담보하는 보험이며 과오태만배상책임보험은 무형재산을 포함한 재산상의 손해위험에, ·
노출되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가 등의 전문 업무에 따른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 ,

한다.101) 인증기관을 위한 보험의 경우 잘못된 인증에 따른 재산상 손해위험을 담보해야하므로 과

오태만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98) 보험개발원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 쪽, ( ) , 1998, 9 .『 Ⅰ 』
99)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정의는 상법에서 규정된 책임.

보험의 정의를 기초로 정의할 수 있다 김홍일 전문직업인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 ,“ ”
학교 대학원 쪽, 1986, 28 .

100) 보험연수원 화재특종보험이론 쪽, , 2005, 415 .『 』
101) Emmett J. Vaughan Therese M. Vaughan, Fundamentals of Risk and Insurance , Wiley, 2008,· 『 』

쪽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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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요건2)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전문직업인이며 보험이 담보하려는 리스,

크가 전문직업인의 전문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문직업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지식기술을 요구하는 지적전문직에 종사하· ·
는 자이다 전통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요건은 일반원리의 확립과 기술습득의 장기화 면허자격제. ㉠ ㉡
도의 실시 업무단체의 결성과 자기규제의 확립 영업성의 배제 업무수행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 ㉤
다.102)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를 이라 칭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전문적True Profession .‘ ’
인 업무의 범위가 넓어져 위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전문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종

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직종은 이라 칭한다. New Profession' .‘ 103)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직종은 에 한정되지 않고 위의 다섯 가지 요건에 어느 정도 해당하고 전문성을 사True Profession’ ‘
회적으로 승인받고 있는 직종인 의 범위까지 해당한다'New Profession' .104)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전문직업인이 수행하는 전문적 업무에 과실에 따른 리스크를

담보하는데 전문적 업무란 전문직업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중 가장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즉,

전문적 서비스를 의미한다.105)

인증기관은 앞서 서술한 전문직임을 규정하는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5

통적인 의미의 전문직인 의 범위에 속한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증기관이 저작True Profession' .‘
권인증업무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습득한 저작권인증에 일반원리와 전문적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비전문가인 신청자나 이용자가 인증 여부 판단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은 의 범위에 속하며 인증기관의 본질적업무인 실체적 권리관계를'New Profession'

파악하여 인증여부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다.

102) 쪽 김홍일Jackson & Powell, Professional Negligence , London: sweet & maxwell, 1982, 1~3 ( ,『 』
위의 논문 쪽에서 재인용, 9~12 ).

103) 신인봉 전문직업인의 배상책임과 보험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제 집 쪽, , 6 , 1999, 208 .“ ”
104)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 발달한 미국에 경우를 보면 이라 칭할 수 있는 의사 공인회계사True Profession , ,‘ ’

변호사 등을 위한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컴퓨터서비스업자 방송 광고업자등과 같, , ·
은 을 위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New Profession .‘ ’

105) 미국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전문적 의료서비스 수행에 관련된 배상책임을 담보 할 뿐 전문직과 관련

이 없는 시설물책임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의 전문 업.

무 이외에도 재산관리인 후견인 집행인 또는 유사한 신탁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

수탁자로서 변호사가 법률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통상의 고객관계 업무만을 한정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어 변호사 고유의 전문적 서비스이외의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보험개발원 전문직위험과. ,『
배상책임보험 쪽( ) , 1998, 35 41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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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3)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약관에 유사점이 많으나 전문직의 전문적인 업무에 따른 리스크를 담보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목적에 따라 특수성을 띤다.

보험사고①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사고106)를 기준으로 담보하는 손해사고기준증

권을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담보하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채택하고 있다 담보의 기준을 손해사고로 하는.

경우는 사고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107)이거나 손해사고 발생과 배상청구간의 기간

이 짧은 경우108)이다 하지만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사고일자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

다.109) 또한 손해사고 발생과 배상청구간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110)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 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 한 시점에 행해지는 배상청구

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현상 때문에 보험회사가 적당한 보험료를'long tail'

산정하고 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111)

인증기관의 경우 잘못된 인증이라는 손해를 입힌 원인된 사실과 권리인증 및 이용허락인증의 신

청자 및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포괄하는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112) 또한 손해사고

기준증권을 채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부담을 느낀 보험회사가 인증기관에 리스크long tail'‘
를 담보하기 꺼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

았을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채

택해야한다.

106) 여기서 손해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과 그러한 손해를 입힌 원인된 사실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

107) 전문직배상책임 보험인 미용사배상책임보험경우에도 손해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고일자의 확정이

가능하기에 예외적으로 손해사고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보험개발원 위의 책 쪽. , , 21 .

108) 자동차보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9)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환자 사망이라는 손해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과오라는 원인사고가 존재

하여 사고의 판단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 신인봉 위의 논문 쪽. , , 220 .

110) 예를 들어 수년간의 소송결과 변호사의 과오로 패소하였을 경우 전문업무의 특성상 변호사의 과오에 의한

패소인 것을 알고 배상을 청구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111) 김홍일 앞의 논문 쪽, , 60 .

112) 저작권권인증의 경우 신청자의 손해사실은 잘못된 인증을 믿고 저작물을 유통 및 이용하던 중 진정한 저

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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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범위②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의 전문적인 고유업무과실에 의한 배상책임리스

크만을 담보하며 일반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실조항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113)

인증기관이 잘못된 인증을 할 경우 인증자체의 고유한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

이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해 잘못된 인증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상청구③
일반적인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법정 외 해결이 비용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된 경우처럼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화해를 할

수 있다.114) 하지만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러한 해결은 곧 피보험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

하는 것이 되어 피보험자의 직무상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단독 판

단에 따른 분쟁해결을 허용하지 않는다.115)

인증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인증기관의 경우 그 업무가 저작권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인증 해준다는 일종의 공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인증기관의

존폐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여 섣불리 법정 외 화해해결.

을 남발하다 보면 결국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

로 법정 외 화해해결을 거부 할 경우 소송비용의 증가 패소 할 경우 지게 될 증가된 손해배상금액,

등이 고스란히 인증기관과 보험회사의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의 경우 Queen`s Counsel(QC)116) 조항을 두고 있다 법정 외.

화해해결을 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의견대립을 해결하기위해 미리 상호 합의하에 선임 한 QC

에게 자문을 구하여 그의 승소가능성판단에 따라 재판에서 다툴 것 인지 법정 외 화해해결을 할 것

113) 김홍일 앞의 논문 쪽, , 61 .

114) 신인봉 앞의 논문 쪽, , 208 .

115) 미국의 경우 해당전문직업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는 원고의 배상청구를 포기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금

전을 제공하는 법정 외 화해해결을 시도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홍일 앞의 논문 쪽. , , 62 .

116) 칙선변호사 왕실자문변호사로 해석된다 의 존재는 영국의 독특한 변호사제도에 기인한다 영국의, ' . QC .‘ ’ ‘
변호사는 라는 법정변호사와 라는 사무변호사로 나누어지며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의barrister solicitor ,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사무변호사는 사실조사 등을 하여 소송준비서류 등을 법정변호사에게 보내는 사무적
인 업 무만을 담당한다 법정변호사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무변호사는 동업이나 법률회사의.
형태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법정변호사로서 뛰어난 능력이 인정된 법정변호사는 로. Queen`s Counsel
발탁이 되며 이들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법정 변호업무를 수행하며 법원 고위직 법관으로 임명
되기도 한다 사법연수원 영국법 쪽. , , 2010, 163~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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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정하는 것이다.117) 하지만 저작권의 실질적 권리관계 파악이라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에

따른 재판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와 같은 한 사람의 전문가로는 결QC

과를 판단하기가 힘든 사안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일본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제도에서 운영 중인 전문직배상책임심사회처럼 사전에 구성된 공‘ ’
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일본의 전문직배상책임심사회 구성현황< 5: >118)

전문직단체 심사회명칭 구성인원 명( )

일본의사회 의료분쟁심사회
임상의학교수 내과 외과 산부인과4( 2, 1, 1),

법의학교수 민법교수 변호사1, 1, 2

공인회계사협회 배상책임심사회 회계학교수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1, 1, 2, 1

일본의 전문직배상책임심사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구하기 이전에 손해사정상의 공정하고 신속

한 처리를 위하여 운영된다 구성인원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직실무자등이며 보험회사의 자문기관으로.

손해배상문제에 해결책을 모색한다.119) 이와 마찬가지로 인증기관도 각 부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작권배상책임심사회를 구성하여 보험회사와 법정 외 화해해결 대한 의견대립 시 자문을 구하고 심

사회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보험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안 제시(4)

보험제도 고유의 문제점과 해결안1)

보험이 리스크전가에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 첫째 정신적 위태. , (morale hazard)120)에 따른 문제이다 보험이라는 확실한 리스크 전가 수.

단을 마련한 피보험자는 장래의 손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주의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고발

생확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인증기관도 보험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인. ,

증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보험회사의 리스크담보기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금의.

일정금액을 인증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보험회사는 이 금액의 초과분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기‘
부담금 조항을 인정하여 인증기관의 정신적 위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둘째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
117) 김홍일 앞의 논문 쪽, , 63 .

118) 보험개발원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 쪽, ( ) , 1998, 68 .『 Ⅰ 』
119) 보험개발원 위의 책 쪽, , 68 .

120) 위태는 손실의 발생을 초래하거나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이에 근거하면 정신적 위태란.

고의는 없지만 무관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실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로 정의된다 보험경영연구회. ,

보험론 문영사 쪽, , 200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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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이다 전문직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 빈도가 낮을 수는 있으나 전문적업무의 오류라는 성질.

상 손해가 막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인증기관 또한 이.

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리스크에 대해 다시 보험에 드는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켜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증기관이 보험을 활용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안2)

일반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각 전문직의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개개

의 보험마다 특수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증기관이 보험을 활용 할 경우 두 가지 운영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일괄적으로 담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모든 저작, .

물에 대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보험요율121)을 적용하며 인증기관별로 리스크를 판단하여 보

험요율을 정하게 된다 이 운영방식은 요율산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요율산정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한.

저작권인증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작권인증의 특성상 각 저작물별 인증에 따른.

리스크가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고 보험회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요율을 리스크가 가,

장 큰 저작물의 경우에 맞추려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보험료를 근거하여 인증수수료를 정할 가능성.

이 크고 이에 따라 위험율이 낮은 저작물의 인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져 결국 위험율이 높은 저작

물만이 인증을 신청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122)123)

둘째 저작물별 개별보험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개별보험방식은 각 인증 시마다 보, .

험사에 인수 여부를 문의 보험회사의 요율심사를 거쳐 각 건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다 이 방식을 선택 할 경우 수수료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여 위험율이 낮은 경우 수수료 절감의 효.

과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인증별로 요율심사가 필요하여 인증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대되며.

요율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회사의 사고발생율 판단은 결국 사실상 인증업무와 유사하므로 인증

신청자가 저작권인증제도를 무시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할 가능성이 있다.124)

이러한 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등급별 개별보험인수 방식을 제안한다 저작물등.

급별 개별보험인수 방식은 인증기관이 인증된 저작물에 각각 보험회사가 신뢰할 만한 저작물등급을

설정하고 보험회사는 설정된 저작물등급에 따라 각각 보험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위험.

율이 다른 등급별로 보험요율이 산정가능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차등적용되어 결국 저작권인증수

121) 보험요율은 위험단위당 부과되는 보험가격을 뜻하는 보험 용어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액 보험요율의 공식으×
로 결정되므로 보험요율산정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이 결정된다.

1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쪽, , 2009, 106~107 .“ ”
123) 저작권인증업무지침 제 조에서는 인증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를 원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24 118,800

정하도록 하고 있다.

12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 쪽, , 10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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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의 차등적용으로 이어진다 이 방식의 경우 인증기관 일괄보험 방식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 결.

여된 보험요율산정의 문제점을 등급별 보험요율산정을 통해 저작물별 위험율의 차이를 일정부분 반

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개별보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인증업무의 지연 인증제도의. ,

유명무실화 우려를 보험회사가 위험율을 판단하는 저작물별 보험 인수가 아닌 인증기관이 정해놓은

저작물등급별 인수125)라는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저작물등급별 보험인수구조< 5 : >

하지만 이 방식은 신뢰성 있는 저작물의 등급설정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실체적 권리.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신청자가 인증신청 시 제출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이다 그러.

므로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각 등급별로 통일하게 규정하여 동일한 증명력을 보유하게 하면

등급설정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등급별 인증 방안 예시< 6: >126)127)

구분 신청자가 제출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등급 인증 대상1
저작권 관련 소송의 판결문 일정 기간 이상 신탁되었거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분배금으로 수령한 신탁저작물인 경우 당해 신탁관리단체가 발급한
확인서 및 분배금 수령내역서

등급 인증 대상2
일정 부수 이상의 본인 명의로 출판 공포 된 저작물 창작 과정의 기록, ; ,
창작 노트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용 허락을 해 준 바 있는 계약서 등 계약;
사실 확인 자료

등급 인증 대상3
예비인증( )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125) 인증기관이 설정한 기준으로 인증여부 및 등급부여를 하는 것이므로 인증기관의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126)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의 보고서 쪽, , 55 .

127) 저작권 권리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에서는 인증의 신뢰도와 수수료의 차등적용만을 위해 인증 등급“ ”
을 두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 하였으나 전술 한 바와 같이 인증기관의 보험 활용을 위해서도 증빙서류를
통한 등급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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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Ⅳ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류열풍을 계기로 발전하고 있으나 콘텐츠 불법복제 불명확한 저,

작물 권리관계 등은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

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허락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통해 문화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 저작권인증제도이다 그러나 저작권인증제도는 년 입. 2006

법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실적으로 저작물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

악해야하는 인증업무가 쉽지 않고 잘못된 인증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큰 부담이 되,

어 인증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상 중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용자에 대한 중과실 책임주의 규정은 이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사례와 같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합헌성 및 입법의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은 저작권인증제도의 정착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
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수단은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므,

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거래상대방인 신청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 완화와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안이다 또한 중과실책임주의 입법이 될 경우 인증기관이 마련할 인증업무이.

용약관 또한 약관규제법의 내용규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검토한 바와 같다.

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재원마련 측면에서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험 중 인증기관에 가장 적합한 보험은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이라 판단했.

다 인증기관은 의 범위에 속하며 인증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인증여. 'New Profession' ,

부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전문업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증기관이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경우 저작물 간 위험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의 어려움

이 예상되므로 저작물등급을 나누어 그에 따라 복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인증제도는 불완전한 입법과 부족한 준비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저작권인증제도

가 시행되어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많.

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재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후,

에 제도가 자리를 잡기위한 많은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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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구촌 한류 실핏줄 흐른다 미국인 사로잡는 한류, . <2> , 2011-6-24,• “ ‘ ’ ”
[http://news.donga.com/3/all/20110624/38273759/1]

디지털 타임즈 년후 유망산업은 신재생에너지, 10 , 2008-07-06,• “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70702010251630004]

아주경제 정부 콘텐츠산업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 조원 투입, , 1.6 , 2011-05-23,• “ ”
[http://www.ajnews.co.kr /view_v2.jsp?newsId=20110523000214]

연합뉴스 한류 영화 드라마 저작권 침해 꼼짝마 자, , . ' ' , 2007-10-26 ,• “中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

001&aid=0001798491].

전자신문, 2011-3-14, [http://www.etnews.com/201103110127]•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service/cros.do?contentId=5]

한국저작권위원회 년 저작권인증제도 활성화 워크숍 년, 2011 , 2011• “ ”
LE FIGARO, "La vague cor　enne d　ferle sur le Z　nith", 2011-6-9, [www.lefigar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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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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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정 교수 

   프 로 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박사

고려대학교 석사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럼 위원

한중지적재산권학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집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교육학기술부 대학기술지주회사 인가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본계획 TF

특허청 변리사시험위원

법무부 사법시험위원

특허청 특허법·직무발명법 개정위원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장

   심사총평

저작권논문공모전은 젊은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적 식견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의

의가 있다. 보고 듣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나 읽고 쓰기를 낮 설어 하는 세태 속에서도 뜻있는 젊은이들이 

읽고, 생각하고, 쓰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많은 응모가 있었고 질적으로도 좋은 논문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두는 것이 이번 응모자나 다음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기초지식이 튼튼하여야 한다. 응모할 학생은 최소한도 관련 교과서나 자

료를 숙독하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위에서 문제의식이 생기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공모전은 순발력 

싸움이 아니다. 평소 꾸준하고 성실한 학습 없이 단지 단편적 지식으로 덤벼들거나 인터넷만 뒤지면서 문

제를 성급히 해결하려는 태도로는 좋은 글을 만들 수 없다. 둘째, 호흡이 긴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공모전이 요구하는 논문작성의 기본적인 형식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나열식 쟁점보다는 

비록 어설프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학생이 더 많은 성장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자료인용방식과 맞춤법도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셋째, 반드시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제도나 법률의 근

본 문제나 정신을 따져 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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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 헌 교수 

   프 로 필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 포럼 대표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소장

법원 전문심리위원(지재권 분야)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위원(금융감독원) 

계간 저작권 편집위원 

Washington University 초청연구교수

부산대학교·계명대학교 부교수

사법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특허청·(구)정보통신부 법률 제(개)정 등 위원회 위원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1996)

   심사총평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확충하고 그 개별권리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밀접히 연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뿐

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빚어진 권리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번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 가운데 이런 취지의 연구내용을 담은 논문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띤 것에 

대한 평가 외에 세상의 변화를 잘 깨닫고 이를 저작권 관련 법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대

한  문제점 인식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알찬 내용을 담은 대부분의 논문 가운데 한정된 수의 논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마음불편한 일임에 틀림

없다.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이번 공모전에서 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기 바란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지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위안하기 바란다. 수상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

하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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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정 교수 

   프 로 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명예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창작과 권리] 편집위원장

[산업재산권] 편집위원장

   심사총평

심사한지 제법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응모작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

다. 계속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나 해가 갈수록 응모하는 논문편수나 그 수준이 점차 나아지는 것 

같다. 응모 학생들이 선택하는 주제나 논문작성 요령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현실

감각이나 논리구성도 뛰어났다. 그러함에도 수장작의 편수가 제한되어 있어 상당한 수준의 논문도 수상작

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수상하지 못한 분들도 계속 정진하여 내년에는 좋은 성과

가 있기를 빈다. 끝으로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더욱 연구를 계속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계의 

큰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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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근 교수 

   프 로 필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계간저작권, 산업재산권 편집위원

국회법률도서관 자문위원

일본 지적재산연구원 초빙연구원(2005.9-2006.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20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1999)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공학사(1995)

   심사총평

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공모에 참여한 논문편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주제들과 차

별적인 최신의 기술동향을 반영한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기존 논문

들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법적 해석 및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은 심사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미술, 음악 등 전통적인 소재를 다룬 논문 역시 연

구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모에 참여한 논문

들은 우리 심사위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많은 참여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들은 향후 저작권분야에서 후속학문세대들이 

어떠한 활약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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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승 기 변호사

   프 로 필

현)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심사총평

한편 한편이 가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저작권법적 분석

이 돋보이는 글에서는 오히려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깊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기존 연구를 정

리한 형태의 논문은 부득이 수상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가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시상이란 어쩔 수 

없이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의식에 대한 각성은 범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작권 보

호 강화 현상은 당분간 과도하게 지속되지 싶습니다. 국가 저작권 정책이,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상치되는 이념 사이에서 세련된 균현을 잡는 데는 청년학생들의 적극적 기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출품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해외 연수 보고서



Ⅰ. 기관 현황

1988년 신문출판 총서 비준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중화판권대리총공사, 중국 SW 등록중심, 중국저작권

사용료대리수수중심, ‘저작권’ 잡지를 판권보호중심에서 통일하여 관리하고 있다. 

○ 주요 사업

① 등록업무

컴퓨터 SW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과 공고 등을 

하고 있다.

② 온라인 저작물 보호 강화 

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를 강화

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웹사이트의 한국 콘텐츠 불법침해 등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을 하고 있다.  

③ 국내외 저작권 무역 관련 업무

국내외 저작권 무역을 상담하고 정보를 자문

하며 그 외에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대리하고 

있다. 

④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제공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각

종 분쟁조정, 대리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사법기관과 저작권 관리기구의 위탁 

감정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을 감정하는 기능도 

있다.

⑤ 저작권 관련 출판물 발행

[中國版權] 출판물도 발행하고 있다.  

중국 판권보호중심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

:: 박수경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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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할

① 저작권 권리자, 이용자, 에이전시 등을 연결해주는 기관 역할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저작권 권리자, 이용자, 에이전시 등을 연결해주는 기관 역할을 하며 이들 요소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② 저작권 교육센터 운영

저작권 권리자, 이용자, 에이전시 등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③ 기업의 저작권 투자를 위한 융자 제도

북경 내에 있는 기업의 저작권 투자를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담보로 한다. 

저작재산권의 평가기준은 저작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문적인 가치평가 기관이나 기관사

는 없고 기존의 특허사 등이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저작권 가치평가업계에 일종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저작권 거래 시에 발생하는 사기, 사고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 

저작권 거래 시에 발생하는 사기, 사고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 

유저가 아이템 사고로 아이템을 유실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이다. 단, 게임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용된다.

Ⅱ. 질의응답

Q. 저작권평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평가완료 전 저작권자와 충분한 교류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평가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Q. 재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A.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보통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상황에 맞게 재평가를 합니다. 

Q. 재평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A.  해외사례가 많습니다. 중국은 시장, 원가, 수익평가법 등을 조합해 중국만의 새로운 평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100%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줍니까? 

A.  중국의 국가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적인 개인의 재산으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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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소감

중국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과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한 예로, 중국 내에 저작권법의 개정 뿐 

만 아니라 각 종 정책들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외의 좋은 제도 등을 중국에 

적용하고 또, 중국의 현지 사정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국에 비해 저작권법의 

보호 정도나 형법적 제재는 약하지만 저작권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

으로 유용하고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점검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양 국가에서 모두 서로의 저작권이 잘 보호되고 존중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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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현황

한국문화원은 2006년 2월 말 종전의 한국문화신문처를 한국문화원으로 개편한 후, 한·중 수교 15주년 

되던 지난 2007년 3월 22일(목) 북경시 조양구 광화로 광화서리 1번지 단독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6302㎡)

에 새로 둥지를 틀어 한국문화 소개의 장으로서, 한중문화교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설립되었다.

○ 주요 사업

주중한국문화원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나아가 양국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각 층별 차별화된 디자인과 각종 첨단 IT로 구성된 상설전시장 및 문화상품전시장 등은 일 년 

동안 지속적인 수정 및 개발 등을 통해 조금 더 가깝게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학술문화 체험의 현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또 한국문화원의 대표적인 한국문화교실은 우수한 교수진들로 구성된 초·중·고급회화교실, 드라마와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온라인 한국어교실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2층에 설치되어있는 도서실은 1만 여권의 한국 최신도서를 배치하여 무료로 열람, 대여할 

수 있었다. 지하 전시장에서는 연중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당에서는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주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었다. 

 ①  전시실 I·II : 전시실은 상설전시실(IT전시)과 다목적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적 공간장식과 첨단 

IT 체험관등 한국의 전통예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있다. 서예, 미술, 공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되었으며, 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하는 전시도 가능하다.

 ②  도서실 : 한국공예상품 수상작들과 현대 문화 상품이 어우러져 감각적인 아이디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③  공연장 : 공연장은 각종 큰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최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문화공연 및 세미나 등

공연장은 각종 큰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최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문화공연 및 세미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문화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최신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한국음악교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④  도서실 : 각종 한글, 영문 및 중문서적과 자료가 일만여 권 이상 구비되어 있다. 내용은 철학, 종교, 

주중 한국 문화원

::김소연 (광운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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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학, 사회, 생활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무료로 빌리고 열람할 수 있다. 도서목록은 

“온라인 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다.

 ⑤  강의실·세미나실 : 한국문화교실 수업 및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등 첨단 

강의시설에서 동영상 시청 및 한국어교실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⑥  멀티미디어실 : 다량의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접속을 통해 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그 외 한국의 여러 방면을 소개하는 비디오, DVD영상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Ⅱ. 질의응답

Q.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화원 전시장과 지하대강당을 이용하시려는 단체나 개인은 시설이용 계획서를 문화원에 보내주시면 

한중문화교류 목적에 공연과 활동을 검토 후 추후에 통지해드립니다.

Q. 문화원을 참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화원 참관은 시설이용 및 견학신청에서 견학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관하시

려는 정확한 날짜와 인원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Ⅲ. 방문소감

요즘 해외에서의 한류시대에 발맞추

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어 강의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건물로 발전해 가고 있

는 한국 문화원의 활동들을 보면서, 한

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한

국 문화원의 활동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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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현황

CATR(China Academy of Telcommunication Research; 공업정보화부 전신연구소)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에서도 점차 통신 분야 지적재산권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에 발맞추어 2008년부터 

독립된 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 주요 사업

CATR은 정보, 통신 방면에서의 입지가 강한 연구소로서 주로 정부나 통신 기업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며, 북경에 6~7군데의 브랜치 센터가 존재한다. 이 기관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은 통신과 

인터넷 관련 법률 정책의 구상, 통신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 업무, 통신인프라의 계획 및 설비 관리, 클라이

언트 인증과 테스트, 그리고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허 부문에서의 업무가 가장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는 국가 과학 기술 관련 특허 사례들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저작권 관련 분쟁 케이스의 증가에 따라 최근 CATR은 중국 정부 상무국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공신국과 판본국과의 제휴를 통한 통신 저작권 관련 공동 연구 클러스트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저작권법의 3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가 

다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CATR 측에서 한국의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20년 전에 최초로 발포되었는데, WTO 가입 시와 WTO에 제소되었을 시에 각각 

1, 2차로 개정된 바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개정에 그쳤음에 반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3차 개정에서는 전면적

이고 주도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 업계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CATR은 

이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의 개정을 위한 case study를 심화

하기 위하여 다음 달에 방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Ⅱ. 질의응답

Q. 한국의 저작권법과 중국의 저작권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한국에서는 인터넷 저작권의 보호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신연구소
(China Academy of Telcommunication Research of MIIT)

::황보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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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비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또한 법 집행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형

사처벌 규정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습

니다. 중국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

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구성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길

거리의 노점상이 불법 복제 CD를 판매하였을 경

우, 형사 고소를 위하여서는 판매된 CD의 수량이나 그 수익 면에서 물리적인 제한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

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3차 저작권법 개정

안에서는 일명 ‘불법제품매매죄’라는 죄를 신설하여 그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Ⅲ. 방문소감

중국은 일반적으로 법 개정에 평균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이 걸릴 정도로 법의 개정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실무상 분쟁 사례가 빈발해도 그것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우리 연수단은 CATR 견학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저작권법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점차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실감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한-중 간의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저작권 법제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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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현황

1992년 통상부 상업등록국의 특허와 상표등록 업무와 교육부의 문학 및 역사국의 문학 예술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통상부 소속으로 하여 태국지적재산권청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특허청과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사업

①  관리 분야 : 등록된 저작권을 기록,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작권 소유 소재의 명확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저작권 

정보를 보급하고 있다.

②  보호 분야 : 국제 표준에 발맞출 수 있도록 

국제저작권법을 연구하여 태국저작권법 개정 

추진하고 저작권 공정사용지침 및 계약모델 

공급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③  촉진 분야 : 교육 및 세미나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며 콘테스트, 저작권 논문공모전, 캠페인 등 저작권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주요 역할

① 지적재산권법 행정과 관련한 업무 수행

②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과 관련한 업무 수행

③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

④ 지저재산권법 개정을 제안

⑤ 지적재산 침해의 억제와 관련한 업무 수행

⑥ 지적재산 창출을 이끄는 홍보 활동

⑦ 조정과 중재를 통한 지적재산 분쟁을 해결

태국 지적재산권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백우람 (중앙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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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의응답

Q.  태국지적재산권청에 신청된 저작권 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특별히 2005년도에 급증하였다가 2006년도에 급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A.  2005년도에 금융권과 정부가 연계하여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에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도입된 제도로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Q.  태국이 법률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발전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법률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도 실질적

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 저작권법이 잘 보호되고 있나요?

A.  태국에서는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분쟁해

결에 대한 질문에는 공식적인 법적 해결

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도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래도 아주 큰 일이 아니면 법정

에서 분쟁을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화해나 

조정을 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태국은 

그러한 경향이 좀 더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방문소감

DIP는 2008년 이후 매년 「한·태 저작권 교류협력 포럼」을 함께 개최하며,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남아 IRP보호협의체(SIS)에 태국 경찰, 세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DIP의 청장인 

Pajchima Tanasanti는 2010년 방한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서로 적극적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에 관심을 가지며 자국의 저작권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닌 타국의 저작권까지 함께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에 참 놀랐다.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고민하고 노력할 때이다. DIP와 저작권

위원회의 연계는 저작권보호에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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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현황

‘Tilleke & Gibbins’는 방콕, 푸켓, 하노이, 호치민 등에서 1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이다. 주요 상업 거래 영역과 M&A, 분쟁 해결 및 소송, 아시아권의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 기관 연혁

1890년 설립, 변호사로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Tilleke와 Ceylonese가 태국에서 Phra를 성공적으로 변호하

면서 시작했다. 1894년 프랑식 식민지 시절 Yot Muang도지사가 프랑스군 장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프랑스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Tilleke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1902년 영국

인 Gibbins가 입사하여 태국 교육부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 1916년 국제 재판소에서 세계 대전에 관련한 사

건들을 명실공이 태국의 이익을 변호하면서 회사의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전쟁 후 Tilleke & Gibbins의 파트

너인 Jaques와 함께 회사를 꾸려갔다. 1951년 Lyman이 Jaques에게 회사를 구입하여 아내와 파트너인 Rojvit 

Periera와 함께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 Lymans의 아들 데이비드는 1967년 회사에 입사하여 1984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활동

①  태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특허 소송 문제를 ‘Tilleke & Gibbins’가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지적재산권

과 정보통신법과 관련하여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을 압류하고, 클라이언트의 특허권을 상대방이 침해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 외에도 ‘Tilleke 

& Gibbins’는 고객의 특허 가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이 글로벌 합의는 전 세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유리한 시장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분쟁을 종식시켰다.

②  ‘Tilleke & Gibbins’는 클라이언트(회사)의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영업비밀기술을 남용한 전 

직원을 처벌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법원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기계, 프로세스, 

정보 등 영업비밀기술의 공개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클라이언트는 또한 영업

비밀기술이 악용되어 발생한 상당한 손해 및 법률 비용의 복구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영업비밀소유자가 

태국 법무법인 ‘Tilleke & Gibbins’

:: 백우람 (중앙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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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거래비밀남용을 성공적으로 판결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③  ‘Tilleke & Gibbins’는 태국과 베트남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기업 통합과 인수 합병에 관한 문제와 관련

해서도 성공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제약 회사들이 통합된 후, 자회사가 된 회사들이 법적 요건을 준

수하여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원하였다.

④  ‘Tilleke & Gibbins’는 국제보험업체가 발전 설비에 관한 복잡한 결함이 있는 제품 소송에서 태국 최대

의 외국 투자자를 옹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태국 세관 

부서에서 가져온 별도의 세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벌금을 들여  각각 선두 글로벌 물류 회사 

방어에 성공했다.

⑤  1989년에 ‘Tilleke & Gibbins’ 사무소에 위조 상품을 전시한 박물관(Museum of Counterfeit Goods)을 

설립하였다. 박물관이 보유한 위조 상품들의 컬렉션은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침해되는 상

표와 저작권 물품 3500개 이상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된 위조 상품은 현재 전기, 의류, 신발, 시계, 액세

서리, 화장품, 향수, 음식, 가정 제품, 약물, 알코올과 담배, 문구 및 사무 용품, 자동차 부품 등 14개의 

광범위한 범위로 퍼져 있는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미디어 매체들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소한 네 개의 주요 외국 TV 방송 회사(BBC 등)와 태국에서 위조 상품들의 상황에 관해 제작한 

자신들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다. 많은 지역 및 국제 신문과 잡지도 ‘Tilleke & Gibbins’의 박물관

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타임지와 같은 저명한 잡지에서 박물관의 프로필을 소개하기도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Ⅱ. 방문소감

태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법

무법인 ‘Tilleke & Gibbins’에 방문

하여 단순히 태국에서의 지적재산

권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수행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태국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라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실

무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발전된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태국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하

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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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 현황

태국은 4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이다. 태국정부는 지적

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의 침해를 막고, 지적재산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보급하기 위해 ‘태국세관조사부’를 

설립하였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방콕에 위치한 ‘태국 방콕 세관 조사부’를 방문하여 태국세관조사부의 운영

형태, 조직, 역할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주요 역할

‘태국방콕세관조사부’는 정부와 

비정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지적재

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의 침해를 

막고,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과 인식

을 보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의 불법복

제 상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DVD, VCD, 음식, 약, 핸드폰, 잡

화 등 전 상품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

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태국의 세관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무역동향을 추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을 가려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적재

산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있는 세관들을 전체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국민들에게 세미나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세관조사부내의 지적재산권조정센터에서는 압수한 불법복제상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관에서 적발된 불법복제품인 명품가방, 영양보조제, 옷, DVD등 많은 불법복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 상당수는 불법복제제품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될 만큼 정교하였다. 그곳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국 방콕 세관 조사부
(Bangkok International Airport Customs Bureau)

::한예승 (중앙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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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특별히 불법복제품 단속에 신경써달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류와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 호주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단속에 신경을 써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태국세관

조사부는 세관, 조정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도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Ⅱ. 질의응답

Q. 구체적으로 불법복제제품을 가려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A.  상품의 외관과 크기, 중량 및 색상을 통해 구별하거나, 포장과 라벨 및 사용설명서가 미흡한지를 확인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방법, 지나치게 싼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제품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Ⅲ. 마치며 

우리 연수단은 ‘태국 방콕 세관 조사부’ 방문을 통해 태국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과 단속을 위한 

태국 정부차원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과 태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 분야에 대해 단속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들이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 된다.

262 ◀ 



Ⅰ. 기관현황

동남아 시장 내 한류콘텐츠 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가 2007년에 설립신청을 하고 

2008년에 태국노동부에 설립인가를 받아 개소했다. 올 한해는 태국 및 동남아시아 저작권 관련 기관, 단체

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주요 역할

센트럴월드 오피스 38층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방콕사무소 내의 인력은 본사파견 1인 현재채용 3인 

수시활용 3~4인 정도 이고 기타 해외사무소 배치 및 인력 현황으로는 북경사무소, 상해주재원 등이 있으며 

필리핀 사무소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방콕사무소의 역할은 동남아 저작권법제·정책·산업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고 동남아 저작권 유관단체 및 전문과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 등이 있다. 또한 동남아 현지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시장 확대를 지원

하고 저작권 등록·계약·권리구제 등 컨

설팅 및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위원회 추진 저작권 관련 사업 동남아 

현지 추진 지원과 기타 해외사무소가 수행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남아의 저작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김소연 (광운대학교 법학과)

동남아 10개국 중 PWL 2개 WL4개(2010년) 저작권 침해 심각

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USTR WL X X WL WL PWL PWL X WL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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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콕사무소는 저작권의 인식제고와 CMO를 육성 및 지원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의식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그 유형별로 대처방안을 구분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Ⅱ. 질문사항

Q. 동남아시아의 저작권의 현황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작은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의 저작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Q.한류가 심화 되고 지속될수록 저작권의 단속은 강해져야하는 것인가요?

A.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력한 저작권 단속은 현재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국

가들에 한류지속에 대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지속과 저작권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Ⅲ. 방문소감

최근 한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들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

한 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태국에서도 이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떠한 해결방안들을 채택하고 

있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저작권의 현황에 대해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놓은 방콕 사무소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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