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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온라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여 엄밀하게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저작권 침해자에게 일정한 형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합의금 장사의 

근거규정으로 전락하게 되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설 되었고 2009년 이후 오늘날까지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의 남용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 저작권 침해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저작물 이용자들 역시 저작권 제한에 따른 효과를 누

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한계를 살피고 저작권의 형사상 

처벌과 범죄율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한계로는 첫째, 헌법·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

에 반한다는 점이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조치의 대상이 되려면 침해의 고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고의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도 기소 후에 법원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침해의 고의가 없었던 사람임에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행위의 결과만으로 부담 

또는 조건의 성격을 띠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대검찰청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오히려 저작권 침해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범죄예방 또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구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 자체의 질적인 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통상의 재산권과는 구분되는 

재산권인 저작권을 온라인에서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 보호조치의 강화 혹은 완화라는 방

법을 채택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한다.

해외국가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조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 

정도와 손해액에 따라 형사적 조치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삼진아웃제와 아도피

라는 강력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였다가 결국 관련 조문이 삭제되는 결과로 끝났다. 

지나친 제재조치가 오히려 실효성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지재입국’이라는 표어아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꾸준히 개정해왔으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내에서는 저작권 의식은 형벌의 위하 효과로 제고되

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국가 중 가장 저작권법상 형사적 제재가 강력한 독일의 경우, 고의가 있었을 경우는 가중처벌하고 

과실범도 처벌한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시에 영리 목적의 유무를 두고 형의 경중을 구

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엄격한 형사적 제재만으로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다른 대

안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대체하고 저작권 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첫째,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둘째, 저

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셋째,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 운영, 넷째,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작권법은 야누스적인 목

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면

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향유하고 이용해서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

국 저작권 보호 정책이 강화될 때, 그 정책이 저작권법의 목적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쉽게 형사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저

작권법 발전의 공생과 상생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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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상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그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없

이도 언제든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즉, 현재의 급속한 기술적 발

전은 새로운 문화를 꽃피움과 동시에 역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저

작권 침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환경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 조치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에 집중되어 왔다.1) 2) 특히 2006년 저작권법의 개정으

로 저작권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로펌에서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

적 고발조치를 취하며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종용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잦았다.3) 그러

던 중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고교생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4)과 같은 부작

용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의 형사적 보호조치에 대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형법의 민사적 구제 조치로의 전용 방지, 저작권교육을 통한 저작권 

보호 인식 향상을 통한 장래 동종범죄 방지, 무분별한 범죄자 양산 방지, 온라인 상 저작물 이용

에 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방지 등 전반적인 저작권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권 교

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등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저작물 이용방식이 

확연하게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는 온

라인 상의 침해가 주를 이룬다. 더욱이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의 저작권 침해의 유형

은 차치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웹하드나 토렌트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

자의 권리가 예전보다 빈번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에 따른 부작

용이 늘어나자 해결방안으로써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 정상조,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09.12), 113쪽.

2) 이수미,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3-2(2010.8), 160쪽. 

3)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3쪽. 

    이렇게 로펌이 받은 합의금의 총액 가운데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즉 실질적으로 합의금의 상당액은 

    로펌이나 저작권침해전담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

4) 국민일보, “고교생 자살 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 저작권 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매”,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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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8.06.24).

6) 2012 저작권 지킴이 교육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13.2), 1쪽. 

    정식 교육 명칭은 「저작권 지킴이 교육」이다. 저작권 지킴이 교육은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발생한 청소년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Ⅱ.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검토

1.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의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

도로써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 및 초범인 성년을 대상으로, 일

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5) 저작권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제는 2008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

을 시작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및 초범인 성년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제의 대상이 되고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법무부

와 MOU를 체결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6) 아래의 <표 1>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인원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

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되었던 2008년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 및 미

성년자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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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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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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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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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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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55

1,749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출처 : 저작권 통계집 제1권(2012) / 제2권(2013), 저작권위원회, 117쪽

단위 : 명

구분

성인

미성년자

총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형법과 저작권법의 경계선에 놓인 까닭에 이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저작권 침해 시 형사적 처벌조치에 대한 논문이나 서적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교육부 기소유예제의 법적 근거 및 한계

와 제도로서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저작권 침해 시 형사적 조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저

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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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목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영리추구의 고의가 없었던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결과를 이유로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등

장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저작권 교

육을 받을 시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

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7)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문화가 성숙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할 필요성은 줄

어들 것이므로 과도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근거라고 볼 수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2007년 12월

에 개정된 소년법(제49조의 3)을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8) 소년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19세미만 소년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3. 운영현황

검찰은 2008년 7월에 시범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였고 이후 2009

년 3월부터는 시범운영하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다음 달인 4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도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09년 2월

부터는 한시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우발적인 초범이라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고소장 각하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연장 시행 중에 있다.9)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범죄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177924).

8)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9) 서울경제신문,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 제도 1년 연장한다’, (2013.02.25) 

    정부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이 제도를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으며 오는 28일 만료되는 적용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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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1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2012.3).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헌법 제27조(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14)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한계

(1) 저작권법 침해 시의 벌칙 규정과 예외

1) 벌칙 규정

저작권법은 특정사항의 위반행위 시 벌칙 규정을 두어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 저작

권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이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저작권 범죄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따라서 p2p 

프로그램, 웹하드, 토렌트를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 중 전송 및 복제에 해당하여 이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예외

문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상에서 오직 다운로드만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의 예외조항인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다운로드 행위

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11)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p2p 프로그램이나 토렌

트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

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12)

(2)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 헌법 및 형법적 법리 검토

우선 제도 자체의 헌법·형법적 문제점이 있다. 기소유예를 하면서 부과하는 부담 혹은 조건을 

어떠한 성질로 보느냐에 따라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 처분 시 부과되는 특정행위 즉, 교육을 혐의자가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제재가 따르게 된

다. 이러한 부담이나 조건을 형벌의 일종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13)과 형법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

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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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3집(2011. 9), 18쪽.

16) BGHSt 28, 174, 176; Gerd Pfeiffer, StPO(Kommentar), 4. Aufl., §153a, Rdnr. 1; Riess, in: Loewe-Rosenberg,  

       Gross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g, §153a Rdnr. 9; Kleinknecht/Meyer-Gossner, Strafprozessordnug 44. Aufl.,  

       §153a, Rdnr. 12. (재인용)

17) Gerd Pfeiffer, StPO(Kommentar), 4. Aufl., §153a, Rdnr. 1ff. (재인용)

18) 허일태, 전게서, 18쪽.

19) 탁희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12), 149쪽.

20) 이원상,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과 비례성원칙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1(2012), 190쪽.

21)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2) 이원상, 전게서, 190-191쪽.

23) 대법원 1996. 4. 33. 선고 95도 1288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도 2102판결.

검사의 재량에 그 처분권을 맡겨 형벌성격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5) 독일에서는 조

건부 기소유예의 부담사항이나 준수사항을 독자적 형벌로서 파악하지 않고, 책임주의가 관철되

어야할 ‘제재 유사처분(Sanktionsahnliche Maßnahme)’으로 이해하고 있다.16) 또한 독일은 가

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법원의 동의를 얻어 검사가 기소

를 유예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17) 그러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형벌의 일종’이 아닌 독일에서 말하

는 ‘독자적인 형벌제재 유사처분’으로 이해되더라도 실질이 형벌의 성격인 한, 헌법상 보장된 무

죄추정의 원칙 등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벌제재 유사처분’ 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

히 검사의 재량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무조건적 기소유예가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자체가 

일종의 유사 형사제재이기 때문이다.18) 

일종의 유사 형사제재로 해석할 때 침해자가 과실범일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로 저작권

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의 상당수

는 과실범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 형법 역시 고의범을 전제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

범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의에 의한 손괴죄는 형법에 의

해서 처벌될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손괴죄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20) 형법 제

8조에 따르면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하게 되므로21)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에

게 침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

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고의의 인정범위가 넓어짐으로 가벌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의욕적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22)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처벌

한 사례들을 보면,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즉, 복

제 및 전송 등의 행위를 하면 고의가 있는 듯이 간주한 판례가 많다.23) 아래의 범죄동기 통계 <표 

2>를 보면 이욕이나 사행심과 같은 영리추구 목적에 비해 고의 없는 과실에 가까운 침해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저작권 침해범의 범행 동기

* 출처 :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7년

219

150

605

210 / 14

2008년

2,437

1,430

5,456

413 / 37

2009년

3,687

1,594

8,055

507 / 88

2010년

765

347

1,940

1,785 / 52

2011년

619

224

1,578

1,032 / 46

구분

호기심

우발적

부주의

이욕/사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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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미 발생한 침해결과를 고려하여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

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형사실무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거의 의미

를 갖지 못하며, 법원의 재판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그 법리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결국 대

부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과 초범은 웹하드나 토렌트 사용 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로드가 되었거나, 저작권에 대해 교육받지 못해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올린 과

실범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2) 효율성에 대한 검토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잡힌 저작권 보호정책을 통해 저작권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는 것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시행된 2009년 직후에는 청소년 저작권법 위

반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일정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

수는 3,614건으로 2009년 2만 2,533건에서 83.9%(1만8,919건)가 감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

반사례는 2011년 4,578건으로 전년 대비 26.7%, 2012년 6,074건으로 32.7% 증가하는 등 슬금

슬금 늘어나고 있다.25)

또 저작권 보호센터의 최근 3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나타내는 <표 3>을26) 보더라도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의 건수와 그 수량이 해가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추어볼 때,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형사보호 조치가27) 저작권 침해를 막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4) 탁희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12), 147쪽.

25) 서울신문, 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저작권침해, (2013.3.8), 22쪽.

26)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들이 침해된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삭제할 것을 온라인서비스 제공

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복제 만화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은 2009년 9월부터 실시되었고, 소프트웨어에 대

한 모니터링 단속은 2011년 8월부터 실시하였다. 

27)  2011 저작권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12), 발간사. 영국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8월, 한국을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소개하며 불법 온라인사이트 차단, 불법행위자의 온라인 계정 정지, 불

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건수

16,240

221,382

7,929

28,969

3,888

-

278,408

수량

1,220,551

2,436,669

20,244,886

168,579

10,324,682

-

34,395,367

 

건수

28,993

277,559

22,466

25,958

16,430

5,069

376,475

수량

2,039,991

2,705,055

28,048,143

179,672

53,337,106

28,331

86,338,298

 

건수

37,344

766,463

31,724

31,451

28,562

24,268

919,812

수량

3,988,851

5,220,243

41,507,614

114,101

125,482,653

44,785

176,368,247

[표 3] 저작권 보호센터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 출처 : 『저작권통계집 제2권』, 저작권 위원회(2013. 9), 115쪽.

저작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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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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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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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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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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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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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28) 서울신문, 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저작권침해, (2013.3.8), 22쪽.

29) 한정희·장활식,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1호(2007.3), 151-152쪽.

30) 우지숙,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2호(2008.3), 138쪽.

31)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2008-2012).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증가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소년 사이에 스마트폰 소지가 보편화 된 

것과 청소년 100명 중 60명의 비율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28)   

디지털 통신과 과학기술은 한계를 두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같은 형사적 보호조치의 완화 혹은 강화만으로는 청소년, 나아가 전

반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의 증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07년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29) 이용자들이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한다

고 해서 이들의 침해행동 의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개인들에게 형성된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향후 침해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30)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는 법적대응보다는 저작권 의식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동종범

죄 예방이나 건전한 저작권 문화 구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통상의 재산권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재산권인 저작권을 온라인 상에서의 침해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형사적 보호조치의 강화 혹은 완화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

지에 대하여 강하게 의구심이 든다.

[표 4]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 누범 현황

* 출처 :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7년

2,338

864

33

1,441

2008년

20,272

8,575

310

11,387

2009년

7,720

4,285

378

3,057

2010년

275

118

24

133

2011년

318

138

27

153

구분

계

초범

재범이상

미상

동시에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든다. 최근 5년

간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31) 저작권을 위반한 소년범의 경우에 재범자 비율이 떨어지

기는커녕 반대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의 소년범이 동종범죄의 누범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단순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저작권교육부 기소유예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08년의 저작권 위반 소년범의 재범률이 3.5%인데 반해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16%가 넘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검통계의 저작권법 위반자 동종재범 현황 <표 5>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이후에도 동종 재범률이 감소하

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병과되는 저작권 교육이 범죄

예방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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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시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저작권 침해 사범화를 막는 것

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및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성 또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의 콘텐츠를 불법복제 및 전송한 것이 아닌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 사람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미하게 저

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처분 받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법

적으로 고찰하여 형사상 처벌이 저작권 보호 및 문화 발전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5] 저작권법 위반자 동종재범 현황

* 출처 :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7년

2,298

217

2,081

9.4%

2008년

4,950

772

4,178

15.6%

2009년

7,893

1,662

6,231

21.1%

2010년

3,565

689

2,876

19.3%

2011년

3,442

986

2,456

28.6%

구분

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동종재범율

Ⅲ. 저작권 침해 처벌 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1. 저작권 선진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조치

(1) 미국

1) 미국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규정

저작권 침해자가 기소되는 요건으로는 ⅰ) 저작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ⅱ) 저작권으로 보호된 

저작물의 복제나 배포와 같은 침해자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어야 하며, ⅲ) 이러한 침해

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32) ⅳ) 침해자가 180일 내에 2,500달러 이상의 총 소매가를 가

지는 저작물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을 적어도 10개 이상 침해하여야 한다.33) 또한 상업적

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가중 처벌되게 된다.34) 35)

32)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15.01 [A][2], 15-6, LEXISNEXIS, (2006). 

      미국형법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고의’라는 단 하나의 관문만 통과하면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 연방정부는 오로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33) 17 U.S.C. §506(a)(2) 및 18 U.S.C. §2319(a), (c)(1) 참조.  

       김찬동,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IP Report』, 제32호(2007.11), 1쪽.  

       이러한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5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4) 17 U.S.C §506(a)(1) 및 18 U.S.C. §2319(a), (b)(1) 참조. 이것이 입증되면 법정 최고형은 5년이다. 

35) 김찬동,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IP Report』, 제32호(2007.1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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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미국 의회는 1997년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 NET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에 대한 입증문제는 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존재여부를 가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되었다.36)

결과적으로 전자절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입증이 없더라

도 형사상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우기가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37) 이에 따라 최근 미국 항소

심에서는 P2P 사이트에서 음악 24곡을 불법 다운로드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여성에 22만 2천 달

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38)

2)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통계현황 39)

2012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한 사건은 79건/120명이며, 기소된 사건은 40건/59명, 종

결된 사건은 33건/52명이다. 미국의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을 나타내는 <표 6>을 참고하였을 때 

2009년 이후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종결된 사건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

성을 보여준다. 미국 저작권 침해죄 종결사건 피고인별 세부결과 <표 7>에서 특히 ‘피고의 유죄

인정’ 항목은 2009년 81건, 2010년 84건에서 2011년부터 약 50%가 감소하여 42건, 2012년 40

건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Brian P. Heneghan, The NET Act, Fair Use, and Willfulness-Is Congress Making a Scarecrow of the Law?, 
       『Journal of High Technolongy Law』, Vol. 1 No. 1(2002), 27쪽.

37) Brian P. Heneghan, 상게서, 32쪽.

38) Capital Records, Inc. v. Tomas-Rasset, 2012 WL 3930988 (8th Cir. Sep. 11. 2012). 박경화, [미국] 제8항소법원, 

       P2P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여성에 22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저작권 동향』, 제18호(2012.9.27), 2쪽.

39)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 동향』, 1호(2012.2.3), 1-6쪽.

 미국 형법 제2320조 (g)(2)는 특히 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i) 저작물 유형별(음반, 영상물,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침해 사건 현황, ii) 온라인 침해 사건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2011년 11월에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 등이 수록된 2011년도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서(FY 2011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제2320조 (g)(2)에 규정된 저작물 유형별 침해 사건 현황 등은 데이터 수집 및 분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표 6]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현황

* 출처 :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8-2012).

2009년

79건 / 118명

58건 / 75명

85건 / 103명

2010년

132건 / 174명

74건 / 83명

84건 / 95명

2011년

82건 / 118명

46건 / 70명

48건 / 64명

2012년

79건 / 120명

40건 / 59명

33건 / 52명

구분

수사의뢰건수/명

기소건수/명

종결건수/명

[표 7] 미국 저작권 침해죄 종결사건 피고인별

* 출처 :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8-2012).

2009년

81

2

17

0

2010년

84

1

8

0

2011년

42

2

18

1

2012년

40

1

11

0

구분

피고의 유죄인정

유죄판결

공소기각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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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음에도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저

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람이 3,228명에 이르는데 반해, 미국에서 기소된 사람은 70명에 불과하

다. 한국 인구의 약 6배에 달하는 미국의 인구를40) 고려해 보았을 때, 저작권으로 기소되거나 형

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 요건이41)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라서 침해행위의 수나 피해

액수가 일정액수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침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사적 구제절차와 관련 문화가 잘 갖추어진 결과로 보인다.42) 43) 한편, 2011년에 온라인 상

에서의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PIPA와 SOPA 두 법안

은 법무부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검열 등의 논란으로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

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44) 45)

(2) 프랑스

1) 프랑스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적 조치

프랑스 저작권법은 제3편 제3장 ‘소송과 제재’ 라는 표제 하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

단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보호되는 저작권의 유형

에 따라 형사적 제재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46)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공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및 저작권 침해 제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해 3

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47)

한편, 프랑스는 2009년 아도피(Hadopi) 법의 제정48)과 함께 삼진아웃제49)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저작권침해의 80%이상의 감소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오직 한 명에게 150유로의 벌금 및 15일간의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이 있었을 뿐이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50)

40) United States,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of_america#cite_note-POP-5>. (2013.10.9).

41)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더라도 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ⅱ) 1,000달러 이상의 피

해를 가져온 경우, ⅲ) 상업적 배포를 위하여 준비된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42)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 동향』, 1호-1(2012.2), 6쪽.

43) Geraldine S. Moohr, Defining overcriminalization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The example of criminal copyright laws,  
         『American Univ. Law Rev.』 (2005), 801-802쪽 참고. 

44) Daniel Castro, PIPA/SOPA: Responding to Critics and Finding a Path Forward, TIIF(2011.12), 2쪽.

45) 임광섭, [미국] 온라인 규제 법안 PIPA 및 SOPA의 현황, 『저작권동향』, 1호-2(2012), 3쪽.

46)  탁희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9쪽. 저작권침해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나누어 각각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여 벌금·영업정지·폐업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저

작권을 침해한 자는 자기비용으로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건과 저작권 침해 목적물을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

한 물건이나 대상을 자기비용으로 인도하거나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프랑스 저작권법 335조의2 ② 프랑스나 외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프랑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48)  임광섭, [프랑스] Hadopi삼진아웃제 시행 후 47만여 명에 대해 경고 이메일 통지, 『저작권 동향』, 14호(2011.8.11), 1쪽. 프랑스

는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epour la diffusion des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이하 ‘Hadopi’라고 함)”의 “권리보호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s droits. 이하 ‘CPD’라고함)”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를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9)  신수, [프랑스]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최근 변화 양상, 『저작권 동향』, 제16호(2012.8.29.), 297쪽. 삼진아웃제란 계속적 불법 다

운로드가 있을 경우 침해자에게 1차로 법적 경고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에도 계속적 침해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이메일과 등기

우편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까지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최
우

수
상

 ㅣ
 온

라
인

 상
 저

작
권

 침
해

 시
 형

사
상

 처
벌

에
 대

한
 검

토
 _ 윤

시
온

, 김
병

주



16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그리고 마침내 2013년 7월에는 삼진아웃제 및 지적 재산권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령이 발표되었다. 개정법은 단순히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정도를 올리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의 상업적인 이용과 

그것을 조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다운로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51)

2) 저작권 침해 형사책임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아도피법의 폐지는 아도피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처벌을 강화

하는 데 힘썼던 이제까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2) 온라인 상의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여 아도피법과 삼진아웃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

지 않고 결국 독립기구였던 아도피는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에 편입될 예정이다.53)

아도피법의 폐지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보기보다

는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 간의 잃었던 균

형점을 되찾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일본

1) 일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규정

일본은 높은 저작권 의식을 바탕으로54) 거대한 엔터테인먼트시장을 두고 있었으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으로 인해 음반·DVD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의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2010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지

한 경우에는 음악 또는 영상의 불법다운로드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6

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작권법 제119

조인 저작권 침해죄 규정에서 제3항을 신설한 것이다.55) 그 내용은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유상의 저

작물 또는 저작 인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다운로드하는 

50) 정호선,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 아웃제 완화, 『저작권 동향』, 제14호(2013.7.18), 2쪽. 

 아도피 법이 채택하고 있는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가 있

었던 인터넷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연결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벌금을 낸 경우에도 인터넷이 차단될 수 있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 점 등이 있음.

51) 정호선, 상게서, 2-3쪽.

52) 정호선, [프랑스] 문화부와 방송위원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 예정, 『저작권 동향』, 제11호(2013.6.11). 1쪽.

53) 정호선,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 아웃제 완화, 『저작권 동향』, 제14호(2013.7.18). 3쪽. 

54) 서울경제신문, [기자의 눈] 저작권보호는 합의금장사가 아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810/
 e2008102416520048760.htm>, (2013.9.9.). 2008년 당시,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직원은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

본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위반 행위가 사라진다.”며 “경찰조사와 합의금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

다. 이는 단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의식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의 가와세 마코토 실

장과의 인터뷰 중 한국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무법인의 고소·고발 등의 사례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대한 답변에서 발췌)

55)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①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저작물이나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2 제3호에서 같다)을 침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3조 제5항에 따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나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생략) ③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유상저작물 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 (저작

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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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적 제재를 신설한 이유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

되어 불법으로56) 되었지만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위법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억제력이 제

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119조의 규정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의의 사적 복제 행위더

라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신설 규정은 음악 업계의 해적판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이 형

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57)

2) 개정 저작권법의 형사규정에 대한 효과

저작권법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형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표에서 보듯이 형사적 수단과(<표 9> 참조) 민사적 구제수단(<표 8> 참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 혐의자를 처벌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극히 적음을58) 알 수 있다. 특히 벌칙규정

이 마련된 2012년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범죄의 검거건수는 472건이고 2011년에는 409건, 

2010년에는 368건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벌칙규정 마련 전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59) 2013년 8월 일본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무 관계자에게60) 실제로 문의해본 바에 따르

면 일본에서는 개인의 침해에 대해 형사적·민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언

론 등에 이를 보도화해서 침해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듭된 개정으로 형사상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저작권 범죄 검거 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

다고 하여 성숙한 저작권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의 침해행위는 통상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있어 일상이 

[표 8] 일본 지적재산관련 민사 제1심 새 접수 현황

* 출처 :  平成24年中のサイバー犯罪の檢擧狀況等について, 일본 경찰청, (2013. 3), 2쪽.

2008년

459

2009년

498

2010년

605

2011년

458

2012년

488

구분

사건접수

[표 9] 일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범죄 검거건수

* 출처 : 平成 24年 犯罪白書, 일본 법무성, (2012).

2008년

144

2009년

188

2010년

368

2011년

409

2012년

472

구분

검거건수

56)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호.

57) 이데레사.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의 사적 복제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됨, 『저작권 동향』, 제12호(2012.7.6.), 3쪽.

58) 平成 24年 犯罪白書, 일본 법무성,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침해 행위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저작권 법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 2010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된 사람이 

213명인 것을 보면 2010년 한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3,887명인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59) 裁判の迅速化に係る檢証に關する報告書, 일본 재판소, (2013), 87쪽.

60) 주식회사 월트 디즈니 저팬, 법무팀 단 아야코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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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익명성과 은밀성을 띠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는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에61) 근거하여 일본의 저작권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 방위적 형사제재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상존한다.62) 따라서 이미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 수업을 하고 있는 일

본 내부에서도 형사적 보호조치 이외에 저작권 의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

으로 저작권 교육 효과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63)

(4) 독일

1) 독일 저작권법의 형사 규정

독일 저작권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

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형사적 권리구제에 주목하여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64) 그러한 침해가 영업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

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65) 그 중에서도 고의로 된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공에 공개되었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P2P 사이트에서의 복제물 교환에 대한 법적 제재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제작되어 적법하게 공중에게 전달된 경우에만 사적 복제로66)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올라온 자료가 적법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67) 

이러한 독일 저작권법 상 저작권 제한 규정은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권리 제한의 기본적인 전

제와 함께 대부분의 제한 규정에서 저작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지급 내지 동의라고 하는 저작물 

이용 허가 요건을 둠으로써 사실상 정보와 지식의 창조적 활용 내지 재생산을 위한 이용자의 배

려보다는 지식의 상업적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68)

 2) 독일의 저작권 형사사범 현황

61) 池村聰, 著作權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 NBL983號(2012년).

永山裕二, 著作權行政をめぐる最新の動向について、コピーライト619号2項(2012년). 

62)  石井撤哉 譯, トーマス·フランフ「ファイル共有の刑法的側面」とドイシ著作權法における「第二のかご」, 千葉大
學法學論集 第21卷 第1号 (2006), 93頁이하.

63)  學校における著作權敎育アンケート調査, 일본문화청(2011.4.5), 11쪽. 일본에서 2010년에 초중고교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의하면 회답전체의 81.5%의 학교가 학교교육에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64) 독일 저작권법 106조(보호저작물의 무단이용)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 있는 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재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65) 독일 저작권법 109조 PKS Berichtsjahr 2012.

66)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공익적 목적, 교육적 목적, 사적 이용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특히 문제시되는 사적 이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영업적 목적 하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의 사적이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Gerald Spindler, Reform des Urheberrechts im “Zweiten Korb”. NJW 9(2008), S. 11. (재인용)

68) 탁희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12), 94 - 95쪽.

[표 10] 독일 저작권 침해건수 통계

* 출처 : Polizeiliche Kriminal Statistik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7-2012).

2006년

20,943

2007년

32,374

2010년

8,375

2008년

17,979

2011년

7,021

2009년

11,943

2012년

7,417

구분

침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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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찰 범죄 통계에69) 의하면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

작권 침해건수가 32,374건에서 7,021건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상기 보고서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현저한 감소는 저작권법의 처벌 강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음

악 산업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독일 내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2012년부터는 다시 점차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엄격한 형사적 조치로도70)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각종 불법 다운

로드 방식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71) 예컨대 GVU의 2011년 연례보고서72)에 의하면 2011

년 상반기에만 여전히 1,610만 명이나 되는 독일인이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불법적 콘텐츠가 있

는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와 같이 형사적 조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선순환적인 저작권 환경 조

성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공통점 - 형사상 처벌 강화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검토한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환경의 공통점은 저작권 침해, 특히 온라인 

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

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강

화되는 추세이다. 저작권법의 형사제재가 강화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각국의 저작권 침해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저작권 침해에 대

한 형사상 처벌 강화가 저작권 침해사례 감소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형사적 보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고정관념은 주로 형사정책 연구에서 비롯된다.73) 

하지만 이러한 형사정책 연구에 있어서의 맹점은 강력범죄와 저작권과 같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

범죄와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데에 있다. 위의 연구는 강력범죄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저

작권 침해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다루는 온라인 상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침해

69)  Polizeiliche Kriminal Statistik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7-2012). 독일 내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이다.

70) 권남희, 독일(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 독일, 한류콘텐츠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2011),

 (http://blog.daum.net/kcc1335/3564). 유럽 내에서 저작권 보호가 강한 편인 독일에서는 2011년 6월 8일 독일어권 최대 

규모 영상 스트리밍사이트인 kino.to를 폐쇄하고 관련자 1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71) 이혜경 김희완, 영상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의식수준 비교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9호, 디지털정책학회 

       (2012,10), 300쪽.

72) GVU Jahresbericht 2011, GVU(2012), 6쪽.

73) 김정욱,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11), 80쪽.

 주요 범죄의 경우 현행 평균형량 0.69년의 1를 높이게 되면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은 4.02%에서 0.015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현재의 평균형량 수준이 주요 범죄유형보다 양형수준이 높고, 범죄율은 주요 범죄유형보다 

낮기 때문에 평균형량을 1개월 높이는 정책은 현재의 범죄율을 0.041419)%p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력범죄 등 

특정유형보다는 전반적인 양형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설명변수

체포율

기소율

평균형량

실업률

체포율

기소율

평균형량

실업률 

평균값

87.93
47.98
0.69
3.62
96.02
71.09
1.10
3.62

1%변화(A)

0.88
0.48
0.01
0.04
0.96
0.71
0.01
0.04

계수

-0.98
-0.96
-0.39
0.25
0.20
-1.11
-0.47
0.09

한계효과(B/A)

-0.0447
-0.0804
-0.1908
0.2771
0.0024
-0.0185
-0.0414
0.0285

범죄율(%)

4.02
4.02
4.02
4.02
1.18
1.18
1.18
1.18

범죄율변화분(B)

-0.0393
-0.0386
-0.0158
0.0100
0.0023
-0.0131
-0.0055
0.0010

 

 

 

 

 

 

 

 

  

총
범죄율

강력
범죄율

[표 11] 범죄 억제 수단 변화량 및 주요범죄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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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위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강력범죄는 처벌을 받

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더욱이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의 경우 양형이 높아지면 대

대적인 언론보도가 병행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최근

의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 와서야 주목 받는 권리로써,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엄격한 저작권 형사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강력범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 여기기에는 무리이다. 

아래의 <표 12>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를 나타낸다. 위의 연구와 반대로 수형자들은 엄벌을 통한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61.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작권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려면 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것보다는 언론 홍

보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공정이용의 범

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상 처벌의 교육적 효과만을 높이려고 한다

면 오히려 그 부작용을 키울 뿐이다.74)

3. 차이점 -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상 처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불법복제물게시

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75) 복제·전송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개인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

74) Geraldine Szott Moohr,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An Inquiry Based on Morality, Harm, and Criminal  
         Theory, 83 Boston Univ. Law Review 731 (2003), pp775-778. (재인용)

75)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

정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표 12]    엄벌의 범죄 억제 효과

* 출처 : 안상진,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7쪽, 2003

엄벌의 범죄 억제 효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체로 아니다

260 _27.8%

전혀 아니다

314 _33.5%

대체로 그렇다

228 _24.4%

매우 그렇다

134 _14.3%

부정적인 응답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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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박준우, 저작권 남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사건’의 의미와 한계, 지식재산연구, 5-2(2010.6), 113쪽.

77) 17 U.S.C. §506.

78) 이수미, 전게서, 167쪽.

79) 정상조, 전게서, 100쪽.

80) 독일 저작권법 제106조 제2항.  

81) 탁희성, 전게서, 115-116쪽.

나 업로드를 하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 고소장 각하제도

나 즉결 심판 제도의 활용과 더불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형사적 

저작권 보호조치의 부작용을 보완해 왔다.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보호수준이 높지만 저작권 행사의 제한도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76) 우선 공통점이자 차이점으로서 ‘침해의 고의’를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관한 증거만으로 침해자의 고의까지 입증한 것이 아

니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77) 78) 우리나라에서 전송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고의가 추정

되듯이 취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시 저작물의 가액이나 수량에 대

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게 만든 것에 있

다. 마지막 차이점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가중처벌 요건을 두었고 비

영리적일 때에도 대량의 복제라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

화된 기준에 의해 일괄적 처벌을 하는 데에 비해 미국은 경중을 두고 있음이 특징이다.  

독일 저작권법 106조는 우리와 유사하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벌칙 규정의 양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108a조는 

영업의 일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높여서 규정함

으로써,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영업의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79)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구성요건의 수가 적어 형사

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형사상 처벌 범위가 전형적인 의미의 저

작권 침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다. 저작권물 무단 이용 시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80)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을 

하여 형사적 제재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엿볼 수 없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이다. 형사상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을 크게 늘리

기 보다는 형사제재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81)

4. 소결

이상의 검토를 통해 형사상 처벌의 강화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도입했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저작권 침해 완화와 저작권 문화 발전에 두드러진 결

과를 내지 못했던 것(II. 참조)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아도피법을 통해 형사적 보호조치를 강화

했었지만 실패로 평가받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형사적 보호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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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등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

적 조치를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모든 인터넷이용자의 잠재적 범죄자화, 그리고 인터넷상 

저작권물 이용의 위축효과 등을 감안하면 형사적 조치의 한계는 명백하다. 반면 우리 저작권법이 

미국의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권 침해 형사상 처벌 시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거나 경미한 침해

에 대한 형사상 처벌 요건을 제한했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일

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저작권 보호와 저

작권 문화 발전이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입법론적 해결안을 포함한 대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82)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2011 ~ 2013).

83) 『저작권통계집』 2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권 제3호(2013.9), 133쪽. 교육대상별 저작권교육 표 참고

84) 계승균,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견, 『창작과권리』, 55호(2009), 77쪽.

85) 계승균, 상게서, 79-80쪽.

Ⅳ. 형사적 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제언

1.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저작권 의식의 강화라 할 것이다. 최근 3

년간의 불법저작물의 온라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82) 2010년에 1,608백만 건에서 2011년 1,796

백만 건, 2012년에는 1,842백만 건으로 온라인 불법저작물의 유통량은 조금씩이나마 증가추세

에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같은 형사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은 앞서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미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

시하여 저작권 의식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2009년 100,924명에서 2010년

에는 315,82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에는 345,415명, 2012년에는 494,623명까지 증가83)하였

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학생들도 창작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중에 창작행위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작문, 그림, 음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을 통한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즉,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저작물을 이

용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84)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작권에 대한 인

식이 없이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을 침

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이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유사하고 궁극적으로

는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85)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많은 시간과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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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불법복제물게시자의 

계정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복제·전송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규정을 두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의 경중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은 그 침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

서 현재의 벌칙규정을 침해에 대한 비난의 정도와 태양을 나누어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다시 구성하여보면, 경미한 침해는 

현재 규정한 형벌보다 법정형을 낮추고, 비영리적 목적의 중한 침해 또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현행

과 같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그리고 영리목적의 저작권침해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86) 보다 합리적인 형사적 제재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죄로 선고되

는 형을 보더라도 영리목적 침해인 경우조차 현재의 법정형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지극히 낮은 수

준이다.87) 선고형과 법정형과의 괴리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벌칙규정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다. 

3.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88) 운영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부 법조인의 무

차별적 합의금 종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검

토되고 있는 것으로, 독일은 2013년 5월, 악용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실무’에 있어 경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변호사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89)하는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90)

86) 탁희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12). 147면. 

       비교법적으로도 미국과 독일 역시 영리목적을 가중적 사유로 구성하고 있다.

87) 탁희성, 상게서, 143-144면.

88)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지킴이 교육’의 명칭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가칭이다.

89)  박희영, 연방의회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금을 종용하는 무차별적 경고 근절에 관한 법률안 논의, 『저작권 동향 10호』, 한국저

작권위원회(2013,5.27), 2-3쪽. 우선 저작권 침해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저작법 제97a조를 개정하고 경고를 수행하는 

변호사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재판비용법에 새로이 규정하려 하고 있다. 즉 경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재판비용

법에 저작권 분쟁시 소송가액을 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90) 박희영, 상게서, 1쪽.

현행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

(이하 각호 생략)

- 

- 

개정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상의 이

익을 목적으로 중한 침해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중한 침해는 침해액과 침해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1호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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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박희영, 상게서, 1쪽.

92) 이혜경·김희완, 영상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수준 연구,『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9권11호(2011), 218-219쪽.

93) 박희영, 녹색당. 문화정액제 - 인터넷상의 사적 복제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 제안, 『저작권 동향』 제 7호(2013.4.17), 1쪽.

 문화정액제란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저작권 보상금제도의 하나로서 인터넷 

부과금 제도라고도 한다.

94)  연구보고서, <http://www.gruene-bundestag.de/fileadmin/media/ gruenebundestag_de/themen_az/medien/Gutachten-
Flatrate-GrueneBundestagsfraktion__CC_BY-NC-ND_.pdf >, (2013.9.9.).

앞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실제로 저작권 침해는 다

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볼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살펴본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원용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커다란 단점이었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경고

미 제도’는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중지할 것을 경고한 후, 다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침

해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발 전 경고를 통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지하지 않고도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잠재적 범죄자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의 핵심은 경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에 있다. 형식적 경고로 전

락할 경우 법조인의 합의금 종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고는 명확한 단어의 사

용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피해자의 성명 적시 및 권리 침해가 표시되어야 하

며, 금전상의 청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분하여 주장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91)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는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입법론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변화에 비해, 입법적 해결은 시민의 권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절차

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춰야하기 때문에 대처가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

작권의식 제고나 입법적 해결 이외에도 선제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중 62%이상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90%정도의 응답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

했다.92) 이것은 비용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접근방식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불법다운로더들을 합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눈

여겨 볼 사례는 독일에서 최근 논의 단계에 있는 ‘인터넷 상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93) 도입’

이다.94) 일종의 문화정액제로서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복제행위를 합법화하여 저작자의 저작

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인터넷사업자

에게 여러 기준에 따라 일정액수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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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식으로, 부과된 재원의 분배기준으로는 저작물 이용빈도와 문화정책적 고려를 복합적으

로 반영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존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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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영리·판매 목적의 출판물이나 영상물의 불법복제가 저작권 침해 유형

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시민의 삶에 있어 저작권 침해자가 된다는 것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저작물을 주고받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을 가진 특정집단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

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저작권을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청소년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의식 없이 혹은 알더라도 괜찮

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하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온라인 상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전송 및 복제에 해당되어 형사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법조인이 형사상 고발 후 저작권

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저작권 보호의 부작용이 생기자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올해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을 넘겼다. 도입 초반부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는 듯 했

지만 통계상 그 유용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소년법상의 개념을 원용하

고 있어 그 법적근거가 빈약하고 헌법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임시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저작권 침해 관련 보호조치를 비교법

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적 보호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 지구적 현상

으로서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형사적 수단을 이리

저리 재단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적 보호 이외에 병행

하여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편성하는 것과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있었고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제도’ 와 ‘온라인 콘텐츠에서 복제 보

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다. 온라인 상 침해에 취약한 저작권이라는 무체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보호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의식 제고가 명백한 해법이 될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작권 교육과 함께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개정 및 저작권 침해 경고 조치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를 모두 고려하는 제

3의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저작권

법의 균형을 고려한 공존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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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결론을 마치려 한다. 스위스는 사적이용을 위한 음악과 

영화의 다운로드는 허용하는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는데 연이은 산업계의 항의로 인해 개정 필요

성을 검토하였고 마침내 2011년 8월 인터넷 상 저작물의 무단사용에 관한 연방의회 보고서를 발

간했다.95) 이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불법 다운로더들이 오히려 합법적 구매에도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기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물 이용에 관한 변화를 억제하기보다 기술과 소비자습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적응해나

가기를 산업계에 촉구했다. 변해가는 환경과 사용자의 저작물 사용습관에 맞춰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그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앞의 모든 논의는 저작권법의 발전

을 위한 것이며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점에서 저작권법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이라

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목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95) Bericht des Bundesrates zur unerlaubten Werknutzung uuber das Internet in Erfuullung des Postulates 10.3263 Savary,  
       Swizerland Eidgenossisches Justiz-und Polizeidepartment EJPD(2011.8), SS.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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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임민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전자 저작권 도입에

관한 논의
- 합성 생물학은 새로운 저작권 분야를 열어줄 것인가

Ⅰ. 서론

Ⅱ. 유전자의 저작권 성립에 관한 고찰

1.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의 비교

2. 유전자에 대한 저작권 도입 가능성 고찰

3. 소결

Ⅲ. 유전자 저작권 도입 시 발생하는 쟁점

1. 유전자의 특허와 저작권의 비교

2. 유전자의 공정이용

3. 소결

Ⅳ. 결론



요약문

최근 등장한 합성 생물학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유전자 대신 인공적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유전자

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탕으로도 DNA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선택·배열 등의 창작성을 통해 편

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합성된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로서의 

유전자의 등장도 열어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한 저작물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은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4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기능 실행을 위해 ‘일련의 지

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염기 서열 자체뿐만 아니라, 

비문언적 판단으로서 각 기능적 폴리펩티드의 결합 및 구조화 방식을 표현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비기능적 부분에 대한 창작성은 좀 더 엄격히 판단하고,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에서 효율성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 

유용성이 입증된 새로운 유전자는 특허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저작권을 통한 

보호도 꾀하는 반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염기 서열의 표현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유인이 있다. 또한 유전자가 가지는 기능적 저작물의 특성에 의해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전자가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경우,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

지는 하나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저작권에 기인한 특허의 통상실시권허

여심판의 허여 요건 완화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 

권리자의 이익과 사회적 후생의 균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유전자의 염기서

열에 대한 인공적인 합성은 새로운 저작권 분야를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전자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합성 생물학은 유전자의 저작물 성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전자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란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전자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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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전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이러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기존에 존재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합성되는 방식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010년 5월,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 연구진은 ‘JCVI-syn1.0’으로 명명된 합성 세포를 만들었다.1)  

이는 DNA 염기쌍 108여 개로 이루어진 박테리아의 게놈(Genome)을 통째로 합성하였다는 점 

에서 새로운 인공 생명체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강석기, 합성세포, 인공생명체 시대 열었나, 『과학동아』 2010년 7월호(2010), 99-105쪽. Venter, J. C. et al . “Creation of a 

Bacterial Cell Controlled by a Chemically Synthesized Genome”. Science Vol. 329 No.5987 (2010), pp. 52-56.

2)  Nicholas Wade, Researchers Say They Created a ‘Synthetic Cell’, The New York Times, 2010.5.20. 
http://www.nytimes.com/2010/05/21/science/21cell.html (2013.9.9.)

3)  아직까지 100만여 쌍을 순수하게 화학적으로만 합성하는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즉, 100만여 쌍을 일일히 하나하나씩 붙여

가며 합성하는 방식은 개발되지 않은 것이다. 크레이그 벤터 연구진에서는 각 1,000여 쌍은 화학적으로 합성하되, 이렇게 만든 

조각들의 끝부분을 퍼즐처럼 이용하여 순서대로 합성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이 

지속된다면 순수하게 염기서열 한 쌍씩 합성하는 기술도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김형건, 인공 생명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인공 DNA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98호(2012), 74-76쪽. 

이후 자세한 논의는 II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그림 1> 인공 세포 합성을 이용한 생명체 번식 과정2)

소개된 위 기술은 인공적으로 만든 1,080쌍 길이의 DNA 조각 천여 개를 효모 안에 집어넣어  

합성3)하여 107만여 쌍의 염기 서열을 얻었다. 이러한 DNA 조각 안에는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나 배양했을 때 파란색을 내는 유전자, 합성 게놈 확인을 위한 표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공적으로 합성되었는데, 유전자의 저작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

에서는 ‘DNA가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자연 상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기능적 요소가 우세하고 단백질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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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5차 개정, 2010.1)

6)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569 U.S. 12-398 (2013)

7)  Heidi Ledford, “Myriad ruling causes confusion, Change to gene patents leaves US biotech in a lather.”, Nature Vol. 
498(2013), pp. 281-282 http://www.nature.com/news/myriad-ruling-causes-confusion-1.13226 (2013.9.10.)

8)  위 판결을 주관한 Clarence Thomas 대법관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단순히 분리되었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으나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A naturally occurring 
DNA seagment is a product of nature and not patent eligible merely because it has been isolated, but cDNA is patent 
eligible because it is not naturally occurring” 여기서 cDNA는 complementary DNA를 뜻한다. 

9)  유럽에서는 미리어드 사의 BRCA1에 대한 3개의 특허와 BRCA2에 대한 1개의 특허를 허여하였으나, 유럽 특허법 제99조의  

특허이의신청제도(Opposition)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2006년 특허법의 강제 라이선스 규정과 특허권 남용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인혜,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AMP v. USPTO 사건을 통해 본 유전자의 특허적격성, 『지식재산정책』, 2011년 9월호

(2011) pp.74-75.

10)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경우에도 개인의 DNA의 저작물성을 묵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Christopher M. Holman, “Copyright for Engineered DNA : An Idea Whose Time Has Come?”, West Virginia Law REV 

(2011), pp.704-705 하지만 DNA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11)  한편 합성 DNA(Synthetic DNA)의 경우, 발명자에 의해 변형된 DNA(DNA that had been modified by the inventor)라는  

용어로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Heidi Ledford, Supra Note 7

한편 특허를 통해 유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거듭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의 생명공학분야 심사 지침5)에 따르면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단순히 

발견하거나, 그 유용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전자인 DNA에 대해서 유

용성이 입증되면 특허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최근 2013년 6월 미리어드(Myriad) 제네틱스가 보유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

(BRCA1, BRCA2)에 관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6)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혼란을 낳고 있는데,7) 「변형된 DNA 

(modified DNA)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으로 인하여8) 특허 출원에 필요한 변형의 요

건을 얼마만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BRCA에 

대한 특허가 반려되었으며,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존 미리어드(Myriad) 사의 특허가 공공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9)

그렇다면 유전자를 특허 대신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유용성을 가질 것인가? 이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우선 유전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경우, 새로운 DNA 서열을 인공

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진일보한다면 저작권 보호에 합당

한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저작권으로 이러한 DNA 염기 서열이 보호 가능

하다면, 공정이용, 오픈소스 등과 같은 저작권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반 사항들을 통해 공공 

복리에 합당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을 지녀야 하는데, 인체에서 단순

히 분리·정제된 DNA의 경우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에서도 보호받기 힘들 것10)으로 보인

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합성된 DNA11)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창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

며,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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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전자의 저작권 성립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대한 예시적 열거를 통해 저작물을 보호12)하고 있다.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한 저작물이 예시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13)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일정수준 이상의 창작성(original works)과 ②외부에 표현 혹

은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이 되어(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객관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에서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으로 

보고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14)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의 비교

(1) DNA의 구조와 중심원리(Central Dogma)

DNA는 주로 세포 내에서 생물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나선 구조를 이루는 뼈대

(Backbone Chain)와 핵염기(Nucleobase)로 구성되어 있다. 염기에는 아데닌(Adenine;A), 구

아닌(Guanine;G)이 속하는 퓨린(purine)과, 시토신(Cytosine;C), 티민(Thymine;T), 우라실

(Uracil;U)이 속하는 피리미딘(pyrimidine)이 있으며, 이 중에서 DNA는 아데닌과 티민(A와 

T), 구아닌과 시토신(G와 C)이 상보적으로 짝을 이룬다. 이는 수소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

소결합은 이러한 DNA의 구조를 안정하게 만들어 오랫동안 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

보성은 DNA의 정보저장, 복제, 전사 등에 기여한다. 

12)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3)  17 USC § 102 -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Works of authorship include the following categories:
(1) literary works;
(2) musical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words;
(3) 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ing music;
(4) pantomimes and choreographic works;
(5)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6) 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7) sound recordings; and
(8)  architectural work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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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pple v. Franklin, 545 F. Supp. 812 (D.P.A 1982) ; E.F. Johnson v. Uniden , 623 F. Supp. 1485 (D.M.N. 1985) ; 

우지숙,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언론과 사회』, 제 19호(1998),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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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NA의 구조15) 및 분자생물학에서의 중심원리(Central Dogma)16)

생명체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합성된 단백질이 필요한데, DNA의 유전정

보를 바탕으로 RNA를 만들고,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생성한다. 이 때 DNA의 정보가 RNA

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transcription)라 하고,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을 번역(translation)이라 한다. 이 때 DNA가 스스로 자신을 DNA로서 복제하는 데에는 DNA 

polymerase가 필요하고, 전사 과정에는 RNA polymerase가 관여하며, 번역 과정에는 리보솜

(Ribosome)이 기능한다. 

이러한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DNA서열을 유전자 단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유전자는 「게놈(Genome) 서열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구간으로 유전형질의 단위가 되는 

것」으로 정의17)된다. 즉, 유전자는 DNA 서열의 일부분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으며 조절18) 구간, 

전사 구간, 기타 기능이 구현되는 구간으로 나뉜다. 전사 및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 등이 합성

되어 유전형질19)이 발현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 부른다. 이러한 유전자 발현을 통해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는 세포소기관을 형성하거나 효소를 구성하여 생명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의 유사성

어떠한 유전자는 DNA의 염기 서열로 표현되고, 이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로서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하다20)고 볼 수 있다. 인체에서 분리·정제 된 DNA의 경우

에는 창작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새롭게 합성되어 자연에서 찾아보기 힘든 DNA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15) http://academic.brooklyn.cuny.edu/biology/bio4fv/page/molecular%20biology/dna-structure.html (2013.9.9.)

16) 최윤섭, 유전자 특허 소송의 결과와 그 파장은?

http://www.yoonsupchoi.com/2013/06/16/brca_gene_patent-2/ (2013. 9. 10. )

17) H. Pearson. “Genetics: what is a gene?”, Nature vol. 441 (2006), pp.398-401.

18)  DNA를 전사하여 mRNA를 형성함에 있어서, 억제자와 활성자가 존재하여 유전자 발현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화학 성분의 변화를 통해 야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락토스(Lactose)를 이용하는 세균의 경우 당분의 농도에 따라  

억제자가 오페론에 붙거나 떨어짐으로써 당분 이용을 조절한다.

George B. Johnson 외 (전병학 외 옮김), 『생명과학』, 동화기술(2007), 212쪽

19)  이러한 유전 형질은 눈 색깔, 혈액형과 같은 것을 비롯하여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대다수의 생화학 작용을 포함한다. 유전자 발현 

에서는 단백질 생성이 주를 이루지만, 유전자 자체에는 단백질 생성을 위한 단백질 코딩 서열 이외에, 생성 과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도 내재되어 있다. 

20) 김형건, 전게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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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와 DNA서열의 유사성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와 DNA 서열의 유사성을 생각해보자. 컴퓨터 프로그램21)의 경우, 소

스 코드(Source Code)와 더불어 컴파일(Compile)과정에서 이를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하는 오

브젝트 코드(Object Code)로의 변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오브젝트 코드는 0과 1로 표시되어 있

으며, 이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전기적인 충격으로 변환되는데, DNA의 경우에도 A,T,G,C

와 같은 4가지의 염기쌍을 바탕으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는 RNA Polymerase나 리보솜

(Ribosome)이 읽을 수 있는 화학적인 충격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

램의 경우 소스 코드를 종이에 출력하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기계를 통해 

읽어야 하는 CD-ROM의 알루미늄 코팅으로 된 홈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DNA 서

열도 읽을 수 있는 매체에 기록을 해두거나 DNA의 뉴클레오티드 자체에 서열로 구성하는 방법22)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DNA 분자는 상온에서도 안정하기 때문에 유형물의 조건을 충족23)한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과 관련된 분자에 비해서 정보 전달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서열

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보 전달도 비례하여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의 유사성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 사이에는 다양한 추상성의 단계가 존재한다. 유전자의 경우를 살펴

보면, 3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amino acid)을 지시하고, 이

러한 아미노산이 모여 하나의 단백질 도메인(protein domain)을 구성한다. 단백질 도메인은 단백

질이 가지고 있는 3D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체이며, 이러한 단백질 도메인이 하나 이상 모여 완

전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모듈을 구성하고 이러

한 모듈이 구조화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듈과 유전자의 

단백질 도메인은 모두 어떠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과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자 기계에 대한 일련

의 지시를 제공하듯이 유전자 발현은 생명 기관에 대한 지시를 행한다.24)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비용에 비해서 복제하기가 용이하듯이, DNA 서열을 복제하는 데에도 그리 어려운 노력

이 들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소스코드나 DNA 서열은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

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의 차이점

1) 유전자 발현을 통한 단백질의 생성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전자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유전자

의 경우,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유형물인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상에서 음악과 

21)  컴퓨터프로그램을 이루는 요소들은 i) 주된 목적, ii) 프로그램 구조 또는 아키텍처, iii) 모듈 , iv)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 v) 소스  

코드, vi) 오브젝트 코드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는  

‘표현’에 해당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철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분류체계의 저작권 보호여부 - Oracle v.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 , 『정보법학』, 제17권 

제1호(2013), 87-88쪽.

22) Christopher M. Holman, Supra Note, pp. 712, 734-375.

23) 하지만 고정화(fixation)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존재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67쪽.

24) 유전자의 경우,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면 단백질이 유형물로써 생성된다는 차이도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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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6) Christopher M. Holman, Supra Note, p.732

27)  물론 DNA 복제 과정의 경우 DNA 교정(Proofreading)이 작동하기 때문에 돌연변이율을 낮춘다. 돌연변이율은 10^-8 ~  
10^-11 정도로 매우 낮다. 하지만 0은 아니며 이러한 변이를 통하여 유전적인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이의 존재로  

인하여 유전자의 저작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극 저작물을 실연하는 경우, 각 실연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연극 저작물의 각본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유전자의 경우로 대입하였을 때 단백질과 DNA 염기 서열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28) Sadavasa, Pulves 외 (이광웅 외 옮김), 『생명 생물의 과학』, 교보문고(2010), 307-328쪽

재조합 DN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다.

- DNA의 절단 : 제한효소를 통해 DNA 염기서열의 특정한 위치에서 DNA를 절단

- DNA의 분리 : 잘라낸 DNA는 겔 전기 영동법을 사용하여 분리

- DNA의 접합 : 대상이 되는 DNA를 선별하여 대장균과 같은 숙주의 DNA에 DNA 연결효소를 이용하여 접합

- 숙주를 이용한 복제 : 예를 들어 새로운 DNA가 삽입된 대장균을 증식시키면 연결된 DNA도 함께 복제됨

- 재조합 DNA의 생성 : 선별된 유전자로 구성된 DNA를 다른 생물의 DNA에 결합시켜 재조합 DNA를 생성

29)  물론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의 경우,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백질을 생성하는 DNA 염기 서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III장에서 후술한다.

음반의 관계로 비유25)할 수 있다. 아미노산을 통해 유전정보가 유형적으로 고정된 형태로서의 단

백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실행을 통해 유형적으로 실행의 결과물

을 고정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유전자 복제·발현 과정에서의 변이 

유전자의 경우 복제나 전사 과정에서 약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

과에 대한 약간의 예측 불안정성(unpredictability)26)을 낳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 코드에 대한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생명 공학의 기술이 발달하여 인위적으로 합성된 

DNA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변이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하

지만 변이의 발생은 열역학적인 과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며, 이러한 변이의 확률을 

어떻게 낮출지, 그리고 변이가 발생한 경우 동일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지가 문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물론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버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프로

그램이 복잡해짐에 따라 논리적 구조가 완벽히 정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류에 가까우나, 유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인위적 합성의 경우 잘못 프로그래밍된 것으

로 인한 논리적 오류도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이27)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변이의 경우 기존과 다른 기능 혹은 모양

을 가지는 단백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재조합 DNA의 유전자 발현

유전자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은, 유전자를 이루는 요소가 해체와 재조립 과정에서 

원래의 서열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재조합 DNA 기술은 특정한 유전 형질을 가지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조작을 통해 새롭게 재조합된 DNA를 만드는 과정28)을 뜻한다. 

유전 공학에서는 바이러스 벡터(vector)를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나 염기서열을 플라스미드 등에 

삽입하고 이를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조합 DNA를 통해 

기존의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더 나은 유용성을 가지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의 경우, 새롭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존재29)

한다. 한편, 인체에서 분리·정제된 DNA라 하더라도 하나의 플라스미드 등에 함께 주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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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30)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 코드를 모아놓는다고 하였을 때 이를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

시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실행이 수행되기 어렵다. 반면, DNA를 재조합하는 경우, 재조합된 

DNA의 연결이 어떠한 방식이든,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생성된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사,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해 파생되는 결과물이 다양31)하다. 이는 단순한 염기 서열 변이를 통하여 많은 수

의 저작물을 별다른 노력 없이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창작성 요건을 보

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32)가 있다.

4) 텔로미어(Telomere)의 존재 

컴퓨터 프로그램에 컴파일러가 존재하듯이, 유전자의 경우 RNA polymerase와 리보솜

(Ribosome)이 존재한다. DNA 염기 서열을 전사 및 번역하는 데 있어서,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효소나 리보솜을 대체할만한 물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DNA가 전사·번역될 

때 가지는 한계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유전자는 기능적 단위를 의미하고 염색체는 구조적 단위33)

를 의미하는데, 자연적인 염색체 안에는 여러 유전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전자도 하나

의 염색체 안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분포할 수 있다. 

DNA를 복제하는 데에 있어서, 인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 PCR)이다. 이는 특정 DNA 단편을 선택적으로 복제하여 증폭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증폭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폭 효율이 떨어지며, 수 kb 이상의 염기 서열을 

증폭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34) 따라서 기능적인 유전자 단위 전체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자

연계에 존재하는 DNA Polymerase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유전자의 화학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복제 과정에서는 텔로미어(Telomere)라는 부분이 관여하게 된다.

30) 김형건, 전게논문, 74쪽

31)  다만, 어문 저작물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 임의의 글자들을 모아놓았다고 이러한 글자들의 집합이 모두 저작물로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듯이, 유전자 재조합의 경우에도 아무 염기 서열을 모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아무 단백질이 형성된다고 하여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32)  무분별하게 합성한다고 하여 모두 기능적인 단백질이나 유전자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있어서는 기능성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33) 진핵세포에서는 DNA와 단백질이 결합하여 염색체 구조를 이룬다. 

34)  따라서 수 만 이상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혹은 유전자 집합을 한 번에 복제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간편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된 DNA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구성된 유전자를, 기존 염색체 혹은 플라스미드에  

함입하여 자연적인 복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35) ‘노화시계’ 텔로미어에 癌퇴치 비법 숨어 있다, 한국경제 2010년 11월 16일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650361 (2013.9.10.)

<그림 3> 텔로미어의 구조와 생성 과정35)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모자처럼 붙어 있고,

특정 서열의 DNA가 여러개 반복돼 있다.

텔로머라제가 없으면 염색체는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짧아진다.

결국 텔로미어 DNA가 손상되면서 염색체도 손상된다.

텔로머라제가 DNA 가닥 끝의 텔로미어를 유지해 준다.

이를 통해 염색체는 세포분열이 거듭돼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텔로머라제는 염색체 끝에서 작용한다.

이 효소는 단백질과 RNA로 이뤄져 있으며

이 RNA가 텔로미어 RNA를 합성하는 기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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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를 저작권법적으로 생각하면, 염색체로 고정된 유전자의 경우에는 텔로미어라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자연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복제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용제한이 가능성이 있고, 텔로머라제의 사용은  

일종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37) 김용섭,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38호 (2012), 227-238쪽

38)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

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 

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막고 있으며, 텔로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

고 염색체가 복제되는 동안, 정보가 들어있는 끝 부분이 소실될 것이다. 텔로미어는 이러한 정보

의 손실을 막기 위해 대신 소실되며,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는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손실되는 텔로미어는 텔로머라제(Telomerase)를 통해 

복구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의 용량만 충분하

다면, 그 전체를 모두 복제할 수 있으나, 유전자의 경우 전체 서열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복제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복제의 횟수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복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복제 상황의 경우 복제 

횟수의 제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복제의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텔로머라제를 필요로36) 한다.

2. 유전자에 대한 저작권 도입 가능성 고찰 

유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논의를 바

탕으로 저작권 도입의 가능성을 고찰해볼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유전자의 저작물 성립을 저해하기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저작물의 성

격도 같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전자의 저작물 성립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저작물을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은 논의의 실익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김용섭(2013)에 따르면,37)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서는 창작성의 요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아이디어와 표현이 다를 수 있

다고 한다. 

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물의 구성 요소 중에서,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나 아이디

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의 (b)에 성문화되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판례를38) 통해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즉, 어떤 작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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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창작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한 어떤 작품이 다른 저작물의 구성 요소 중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차

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39)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한 구분이 쉽지는 않다. 대체로 표현과 아이디어는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Goldstein(2001)에 따르면,40)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개념

(concept), 문제의 해법(solution), 창작의 도구(building blocks)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작

품 창작에 원동력이 되는 개념(concept)은 수적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 독점권을 부여하기 

적당하지 않으며, 문제의 해법(solution)에는 어떠한 절차, 공정, 체계, 작동방법, 원리나 발견에 

대한 보호가 적당하지 않고, 창작적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인 창작의 도구41)(building block)에

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아이디어를 작품 안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표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Goldstein(2001)에 따르면, 아이디어와 표현은 현재의 창작자의 이익과 미래의 창작자의 이익

을 균형있게 보호해야 하며, 각 저작물마다 표현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와 표

현을 구분하기보다는 표현을 밝혀내어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42)를 고려해야한다.

① 추상성과 구체성 : 작품의 구성 요소가 추상적일수록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일수

록 표현일 가능성43)이 크다. 

② 독창성과 비독창성 : 독창성이 높다는 것은 당해 작품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가치가 크다

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커진다. 독창성이 높을수록44)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③ 유일성과 다양성 : 유일하거나 제한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④ 소재성과 비소재성 : 당해 요소가 창작의 소재로서 성격을 가지면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재성이 강한 요소를 표현으로 보호하면, 후세의 창작자들이 같은 소재로 창작물을 저작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제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

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은, 아이디어가 특

정 표현방법 이외에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표현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주면 필연적으로 그와  

39) 오승종, 전게서, 74-75쪽.

40) Paul Goldstein, “Copyright”, Aspen Law & Business (2001), pp. 2-139; 오승종, 전게서, 78-83쪽

41) 예를 들어 문학작품의 경우 작품의 주제, 플롯(plot), 주인공의 표준적인 캐릭터, 배경, 제목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오승종, 전게서, 79쪽

42) 오승종, 전게서, 80-83쪽.

43)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위해 소스코드로부터 일련의 모듈로 이루어진 계층적 구조를 찾는다. 이 때 

코드로써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추상적인 기능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2007), 101쪽

44)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작가의 독창성이 발현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문예적 저작물에 비해 작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가 좁게 해석

될 수 있다. 권영준, 전게서,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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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승종, 전게서, 85쪽.

46) Morrisey v. Procter & Gamble Co. 379 F.2d 675 (1st Cir. 1967)

47)  진화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유전형질은 재조합 등의 방법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최적화된 단백질 

구조나 DNA 서열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48) 김용섭,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한양법학』, 제24권 제2집(2013), 312-313쪽.

49)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50)  이에 대한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로는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v. Borland International, Inc. , 1995 WL. 94669  

(1st Cir. 1995) 가 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인 Lotus의 메뉴에 저작권의 보호를 주어 독점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는 메뉴를 Lotus와 달리 구성해야하여, 소비자는 Lotus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위해서는 새로

운 메뉴를 새롭게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Lotus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다른 경쟁업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아, 사회적  

후생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오승종, 전게서, 88-89쪽.

51)  진화학에서는 진화학적으로 유사한 단백질들의 집합을, 단백질 패밀리(protein family)라 부른다. 어떤 단백질들은 각기 그  

구조, 기능, 염기 서열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을 가지는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수록 아미노산의 배열과 3차원 구조의 유사성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글로빈(globin) 계열의 단백질에는 헤모글로빈(hemoglobin), 미오글로빈(myoglobin), 사이토크롬 

C(cytochrome C)와 같은 단백질이 존재한다. Kunin, V. et al, “Myriads of protein families, and still counting”. Genome 
Biology Vol. 4 No. 2 (2004); p. 401 만약 합성 생물학을 통하여 새로운 단백질 패밀리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시된 모듈 구성이 필수적이거나 사실상의  

표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규약으로 해석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를 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45) 미국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 합체의 원칙을 적용46)하였다.

다만 유전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DNA 서열이 그러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코딩(Coding)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47)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더욱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단백질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DNA 서열에 대해 표현이 극히 제한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체의 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유

전자에 있어서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은, 창작 당시에 합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당해 표현방법이 업계의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후발적인 합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능저

작물에서 주로 발생한다.48)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01조의 2에 따르면,49)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등은 프로그램 규

약에 포함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50)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경우에도,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모듈51)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상의 표준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

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 유전자의 저작물성 고찰

유전자와 이를 표현하는 DNA 염기서열의 경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유

전자를 저작물로 가정하였을 경우,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러한 2가지 물음

은 유전자를 저작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물음이 된다.

우선 유전자의 DNA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대

로, 유전자는 DNA를 통하여 유전 정보를 코딩(Coding)하고 있으며 전사·번역을 통한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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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통한 오브젝트 코드로의 변환, 이를 바탕으로 한 실행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 DNA 서열은 인체에서 분리·정제된 유전자를 표현하거나, 자연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

롭게 합성된 유전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독창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인체에서 단순히 

분리·정제된 유전자의 경우에는 자연 상의 내용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52)과 더불어 재조합 DNA의 경우라도 자연에서 존재하는 염기

서열을 이어붙이거나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53) 이에 반하여 분리·정제된 DNA는 자연 상에 존재하는 대응물과 달리 인간이나 기계가 읽

을 수 있는 상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다는 입장54)이 충돌한다. 

1) 자연 상의 유전자 DNA의 ‘분리·정제’는 독창성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자연에 존재하는 DNA를 분리·정제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렇

게 얻어진 유전자를 발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DNA는 자연의 산물로서 

인체로부터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55)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

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DNA에 대한 특허 적격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원심의 경우 분리

된 DNA는 단순히 정제된 결과일 뿐, 원래의 상태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없다고 판단56)하였다. 

항소심에서는 BRCA 유전자가 인체 DNA에서 다른 부분과 공유결합(covalent bond)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를 Myriad사가 노력을 들여 분리해냈기 때문에 발명이 성립된다는 입장으로 선회되

었으나,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분리만으로는 다른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Chakrabarty  

판결57)에서 제시된,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58)

한편 진행되었던 항소심에서 미국특허청(USPTO)은 이러한 특허 무효소송의 법정 조언자 

로서 특허성 판단의 기준으로 상상의 현미경(imaginary microscope)을 통하여 인간의 체내

에 존재하는 상태로서, 당해 사건의 분리된 BRCA 유전자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 

하였는데,59) 이는 저작물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게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DNA

의 뉴클레오티드를 기록 매체로 하여 서열이 기록된 것에 불과하고,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

다는 특징이 다른 화학적·생물학적 분자들과 구분되는 사실이므로, 인체 상에서 존재하는 유전

자 DNA의 분리·정제만으로는 독창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인간의 창작의 

산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이는 인체를 넘어 자연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

물체의 유전자 DNA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52)  Arti K. Rai and Sapna Kumar, “Synthetic Biology: The Intellectual Property Puzzle”, Texas Law Review, vol.85 (2007),  

pp. 1745-1768 

53) Michelotti, Joseph N, “Genes as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11 (2007), pp. 1-24.

54)  Torrance, Andrew W., “Synthesizing Law for Synthetic Biology. Minnesota Journal of Law”, Science & Technology, Vol. 
11, No. 2 (2010), pp. 629-665.

55) 이우상, 인간 유전자는 특허가 아니다, 『과학동아』 2013년 7월호(2013), 36-38쪽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569 U.S. 12-398 (2013)

56) 최승재, AMP v. USPTO: 유전자 관련 기술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IP TREND』 (2011), 89쪽

57)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1980)

58) 박준석,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인터넷 법률신문 2013년 6월 25일자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76186 (2013.9.10.)

59) 최승재, 전게글,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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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NA 라이브러리는 크게 Genomic DNA Library와 cDNA Library로 나뉜다. Genomic DNA Library는 어떠한 생물의 전체 

DNA를 포함할 만큼 충분한 수의 DNA 서열을 가진다. cDNA Library는 mRNA의 복사본으로서 염기 서열의 효율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다. cDNA는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는 III장에서 후술한다. 

61) 오승종, 전게서, 174-175쪽

6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6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64)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499 U.S. 340, 348 (1991)

65) Bellsouth Advertising & Publishing Corp. v. Donnelley Information Publishing, Inc. 999 F.2d 1436 (11th Cir. 1993)

66) 물론 이러한 표식은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표식일 것이다. 

67) 대법원 1996.12.6. 선고 96도2440 판결

68)  우리 대법원에서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69) 오승종, 전게서, 1009쪽.

2) DNA 라이브러리60)는 편집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한가

자연 상에 알려진 DNA 서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DNA 라이브러리(library)를 구축

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소

재는 저작물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으며,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61) 아무런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모든 DNA 서열을 모아놓은 경우는 창작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며,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거나62) 유용한 기능 그 자체 혹

은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63) 만으로는 창작성 있는 편집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의 경우에도, 노력을 들여 자료를 선택·배열하였다고 해도 창작성과 최소한의 독창성이 없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64)하고 있으며, 업종별 분류를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부의 경우

에도 나름대로의 표제어나 그림 등을 추가하였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65)

예를 들어 DNA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때,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서열이든 새로운 유전자 서열

이든 상관없이, 같은 단백질 패밀리에 속하는 단백질을 구현하는 염기 서열을 모으되, 같은 단백

질 패밀리 내에서 단백질이 구별되게 하는 상이한 모듈만을 코딩하는 서열을 모으고, 각 모듈에 

대해 특정 표식66)을 달아, 임의의 단백질에 대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의 역할을 하도록 구

성할 수 있다면, 이는 각 단백질 중 특징적인 모듈의 염기 서열을 직접 판단하여 발췌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 요약·발췌하여 

수록한 것으로서67) 독자적인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3) 유전자 염기 서열과 코딩된 단백질 구조는 창작성이 있는가

유전자 염기서열이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도 창작성은 그대로 적용68)되어야 하며, 다만 문예적 작

품보다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69)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진술이나 지시’로 정의되고 이를 유

전자에 대입해 본다면, 컴퓨터 대신 DNA를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의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진술이나 지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전통적 저작물과 비교하였을 때, 표현보다 기능이 중요지만, 저

작권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디어에 창작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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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70) 미국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이 독자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

도 유사하다. 

Whelan 판결71)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자요소뿐

만 아니라 구성, 순서, 구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고, 목적이나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아이디어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까지 저작권의 보

호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유전자의 경우에도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기능에 필수

적이지 않은 서열이 존재한다면 이를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롭

게 합성된 유전자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쉬우나, 같은 기능을 가졌으나 다양한 변이를 가

진 유전자의 경우 모두 각각의 저작권을 인정해야하는 지에 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기

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DNA 서열에 대해, 추후 기능이 알려질 경우 이를 다시 표현 대신 아이디

어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Paperback 판결72)에서는 (i)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 (ii) 본질-비본질의 분리 (iii) 비실체-실

체의 분리를 수행하고,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은 저작권 보호의 대

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Lotus 1-2-3의 명령체계는 여러 다른 다양한 명령 체계를 선

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의 아이디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

러한 체계를 상당부분 복제하였다는 점에서 실체성이 인정되어 침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Lotus v. Borland 판결73)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Lotus 1-2-3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 중 하나인 메뉴 구조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가 부정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판결에서

는 명령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데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표현이 Lotus 1-2-3의 조작방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4) 또한 이는 사실상의 표준에 따른 호환성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스크린 디

스플레이와 같은 영상적 요소가 존재했더라면 저작권 보호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인터페이스와 같은 조작용 구성 요소를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며,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75)에

서 여과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얼마나 걸러내느냐가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따라서 유전자의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3단계 테스트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

으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과 유전자가 발현하는 방식, 각 구조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구조는 단백질의 주요 기능 단위로 작용하는 폴리펩티드가 어떠한 구

조로 복합체를 형성하느냐, 이렇게 형성된 구조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인지를 따져보아

야 할 것이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재조합 DNA를 형성할 경우에는 창작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기존 유전자를 코딩하는 부분을 나누어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70) 장혜정,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54-55쪽

71) Whelan Associates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 2d 1222 (3rd Cir.1986)

72) Lotus Development Corp. v. Paperback Software Int’l, 740 F. Supp 37 (D. Mass.1990).

73)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v. Borland International, Inc., 1995 WL. 94669 (1st Cir.1995) 

74) 오승종, 전게서, 1263쪽

75)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v. Altai, Inc., 126 F.3d 365 (2d Cir. 1992) 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구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 추상화 - 여과 - 비교(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라는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하였고, 이 기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되었다. 이철남, 전게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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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한다면, 최소한 편집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염기 서열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부분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여

지도 존재한다. 

(3) 유전자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범위 판단 적용

저작권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

서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고,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고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76)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될 것이다. 이 때 실질적 유

사성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해야77)한다. 컴

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능적·논리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어문·음악·미술 저작물에 비해 상

대적으로 표현의 다양성이 제한되며78), 동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구조나 프로그램 내 파일들 간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이 유사하여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가능성

이 높다.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테스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2가지를 고려해야 한다.79) 

첫째는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양 

저작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기능성에 따른 제한80)에 기인한 것이라면 현저한 유사성은 복제행위

를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능적 저작물이면서도 비기능적 요소에서 공통

의 오류(common error) 혹은 공통의 미적 오류(aesthetic miscues)가 존재한다면 ‘복제행위’가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새롭게 합성한 유전자 DNA 서열의 경우에도, 비기능적 서열에서 생

성되는 단백질이 표식으로서 기능81)한다면, 이는 합성된 유전자의 저작권 침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전체적 판단과 분해식 판단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i) 일반적인 저작물 수요자의 입장에서 두 작품의 전체를  

비교하여 양 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한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전체적  

판단방법, ii) 피침해저작물에서 보호되는 요소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보호 

받는 부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분해식 접근 방법 iii) 위 두 방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82) 전체적 판단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저작물에는  

유용하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저작물에는 부적당하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 또한 분해식 접근에서는 어디까지 분해를 해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83)  

76) 이철남, 전게논문, 85쪽

77)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

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78) 이철남, 전게논문, 87쪽

79) 오승종, 전게서, 1244-1245쪽

80) 이러한 제한에는 표준적인 양식이나 방법이 포함된다. 

81) 혹은 직접적으로 염기서열을 포착하는 cDNA를 이용할 수도 있다.

82) 김용섭(2013), 전게논문, 314-315쪽

83) 오승종, 전게서,1123-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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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는 Arnstein 테스트84)나 Krofft 테스트85)가 존재한다. 하지만 

Krofft 테스트에는 비판점이 존재하는데, 원고의 저작물에 대해 허락없이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더

라도 보호받는 표현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에서의 부당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86)

우리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해, 원저작물의 재제 혹은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 

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87)하고 있다. 

또한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부분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88)하고 있다. 이러

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에 의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 부분에 대한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에 의한 종속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89) 동일성이 인정되는 데드카피(dead 

copy)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쉬우나, 실질적 유사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된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있어서도,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적 요소의 경우에

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기능의 동일성에 집중을 한다면, 단

백질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비기능적인 모듈에 대한 다양한 염기 서열이 존재할 수 있다. 특정

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의 특정 부분이 기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백질의 전체

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때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

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혈청 성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면역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다. 면역글로불린은 기본적으로 Y자 모양으로 분자량 23,000 정도의 가벼

운 사슬(Light chain) 한 쌍과 분자량 5만~7만 사이의 무거운 사슬(Heavy Chain)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황화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때 항원 결합 부위(Fab)와 보체계(Fc) 결합 부위는 

면역 기능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90)을 한다. 다만, 항원과 보체를 인식하는 부분은 정

해져 있고, 각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결합하거나 인식하는 부위를 제외하면 구조를 지탱하는 

부위가 된다. 다만 면역 기능에 있어서, 단백질의 구조를 지탱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다양

한 방법으로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91) 할 수 있다. 면역글로불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

는 단백질을 Y모양 대신 X, Z와 같은 모양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백질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구조들도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즉, 유전자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92) 하에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이에 따른, 비기능적인 부분의 구조화를 표현으로서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84)  Arnstein v. Porter, 154 F. 2d 264 (2d Cir. 1946)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서 유사성 여부를 살펴보는 사실적 

복제행위 판단 후에, 침해자의 부당한 차용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85)  Sid & Mary Krofft Television Productions Inc. v. McDonald‘s Corp., 562 F. 2d 1157(9th Cir. 1977). 외부적 테스트로서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의 유사성을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때 외부적 테스트는 전문적으로 분류되고 분석될 수 있는 특정한 외부적 기준에 의존하고, 내부적 테스트는 일반 청중의  

감성에 기초한다. 

86) 오승종, 전게서, 1128쪽

8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8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89) 오승종, 전게서, 1097-1099쪽.

90) Fc 부위는 항체의 태반 통과와 보체 고정 등과 같은 항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하며, Fab 부위는 항원 결합에 관여한다.

91) 구조의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구조가 한 가지 혹은 제한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92)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가 안정성이 없다면, 혹은 소스 코드나 컴파일러가 담긴 전자  

기계가 안정적인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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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면역글로불린의 구조93)

2)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Whelan 판결의 경우, 아이디어의 의미를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Com-

puter Associate Int., v. Altai, Inc.94) 사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구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의 기준으로 추상화－여과－비교(Abstraction － Filtration － Comparison)의 3단계 테스트가 제

안되었다. 이는 먼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해 구조적 구성물로 분해하는 추상화 단계, 각각의 분

해된 부분을 검토하여 내재된 아이디어, 그러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표현들, 

공중의 영역으로부터 가져온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려내어 모든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여

과하는 여과 단계, 남아있는 이들 요소에 대해 피고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비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95)

가. 추상화 단계

원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분해하고 추상화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며, 프로그램 코드(code)

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u s 사례에서는 프로그램을 i) 주된 목적, ii) 프로그램 구조 또는 아키텍처

(architecture), iii) 모듈, iv) 알고리즘과 데이타 구조, v) 소스 코드, vi) 오브젝트 코드의 6단계

로 나누었다. 유전자의 경우에는 i) 유전자의 기능(발현된 단백질 집합의 기능), ii)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구조 iii)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 iv) 폴리펩티드(polypeptide)의 3차원적 구조 v) 아미노

산 서열이 이루는 지역적, 반복적 구조, v) 아미노산 서열, vi) DNA 염기서열의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96)

93) 한만용, 알레르기학 강의록(2008), 포천중문의대

http://www.aaa.re.kr/www/webboard/detail.php?board_id=bbs8&content_uid=689 (2013.9.10.)

94)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v. Altai, Inc., 126 F.3d 365 (2d Cir. 1992)

95) 오승종, 전게서, 1134쪽

96)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 서열을 단백질의 1차구조, 아미노산 서열이 이루는 반복적, 지역적 구조를  

단백질의 2차구조, 2차구조 단위들이 결합하고 기능이 발현되는 3차 구조인 폴리펩티드, 3차구조가 모여 복합체를 이루는 4차

구조로 이야기한다. 이 때 1차구조는 오브젝트 코드에, 2차 구조는 소스코드에 대응되며, 개별적인 명령구조는 3차구조에, 이를 

통해 어떠한 기능을 하는 단위로서의 모듈은 4차 구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발현의 경우 하나 이상의 단백질이 작용

하기 때문에 각 단백질의 상호작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기능의 발현은 프로그램의 기능과 대응된다. 

김병기, 응용단백질공학 강의록, 서울대학교 (2008) http://plaza.snu.ac.kr/~byungkim/class_Ap.htm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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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과 단계

여과 단계에서는 각 추상화 단계에 나타나 있는 구조적 요소(structural components)를 검토

하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인지, 효율성에 따른 요소들인지, 프로그램 자체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요구되거나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서 가져온 것이라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결정한

다. 즉, 원고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97)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작성하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표현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

한 모듈이나 모듈세트가 효율적 수행에서 필수적이라면 이러한 표현은 아이디어에 합체되어 보

호를 받을 수 없다. 유전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발현되어야 하는 단백질의 기능 부위는 비교

적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정한 모양이 필수적이라면 이

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발현되는 것

은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3차구조이고, 이러한 3차구조가 복합체를 이루는 방식에 대

해서는 그 것이 특정한 기능을 위해 그 방식 그대로 결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창작적인 표현으

로 인정받을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면역글로불린 단백질이 항상 Y

자 모양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방식은 일종의 기능적 분배나 모듈 간 관계98)로

서 나타내어질 수 있다.

한편 유전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르게 효율성의 판단이 문제시될 수 있다. 단백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단백질 간에 기능적 부위에 합치되는 모양이 중요한데, 이러한 합

치가 항상 벽돌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기능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99)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표준적인 테크닉이 존재하듯이, 유전자에서도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계의 표준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서 수반되는 DNA 의 전사 및 RNA의 

번역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컴파일러(compiler)인 RNA polymerase나 리보솜(Ribosome)을 사용

할 수밖에 없고, 자연적 표준에 의해 채택되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의 가져온 요소는, 유전자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자연계의 DNA 

서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DNA 염기 서열뿐만 아니라 mRNA로부터 파생된 

cDNA의 경우에도,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결과물과 다르지 않다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 비교 단계

원고 저작물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아이디어, 효율성, 외부적 요인에 지배되거나  

97) 오승종, 전게서, 1135-1138쪽.

98)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실행 중에 정의한 함수들이 서로 어느 함수를 언제 호출하는 지 표현해주는  

호출관계그래프(call graph)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구성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서울 고법 2009.5.27. 선고 2006나 113835, 2006나113842 판결, 이러한 판시가 직접적으로 단백질의 모듈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단백질 폴리펩티드 모듈의 구성, 각 모듈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 등으로 유추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99)  예를 들어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백신은, HPV 모양의 겉껍질만 닮은 단백질(Capsid protein)  

구조체를 형성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야기함으로써 면역을 획득하게 한다.

김미경 외, 자궁경부암과 HPV 백신, 『대한의사협회지』, 제52권 제12호(2009), 1180-1186 쪽.

이 경우, 항원-항체 반응을 획득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내어 단백질로 합성한다면, 이는 면역력 증강을 위한 단백질을  

형성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구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면역  

반응을 유도해내는 데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만으로도 충족된다고 하면 여러 특징적인 부분의 존재는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단백질의 경우 과연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DNA 염기 서열이 코딩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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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오승종, 전게서, 1136-1137쪽.

10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http://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157&chrClsCd=010202 (2013.9.11.)

102)  유전자 표지자는 유전자 좌위에 있는 돌연변이나 변형에 의해 일어난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에는 단일염기 다형성(SNP)이나 

제한효소 절편길이 다형성(RFLP)이 있다. SNP는 하나의 DNA 염기가 돌연변이로 인해 다른 염기로 치환된 것이다. RFLP는 

DNA 서열의 다형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표지자이다. 제한효소에 의한 절단 영역의 차이를 통해 변이를 파악할 수 있다. 유전체 

지도의 작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질병의 유전자 검사, 친자확인에 사용된다. 

http://en.wikipedia.org/wiki/Genetic_marker (2013.9.9.)

103)  현대 생물학에서, 인간은 모두 공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각 유전자마다 변이가 존재하여 각 개인의 개성을 이루는  

표현형이 나타남은 자명한 사실이다. 

104)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 3073, 3080 판결

105) C. Sanna, W. Li et L. Zhang, “Overlapping genes in the human and mouse genomes”. BMC Genomics 9:169, (2008)

106) 오승종, 전게서, 183쪽

공중의 영역으로부터 가져온 요소를 제외하면 보호할 수 있는 표현이 남게 된다. 이 때 법원은  

피고가 보호받는 표현 중 어떤 부분을 복제하였는지, 복제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이 원고의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100)

3) DNA 염기 서열의 저작물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 제4조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은 베른협약 제2조

에 규정된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 방식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101)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어문저작물로 본 결과이다. 이는 유전

자의 DNA 염기 서열도 어문저작문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에는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과 어문 저작물은 구분이 되나, 유전

자 DNA 염기서열의 경우에는 아직 예시하는 바가 없어 기능적 어문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유전자에 있어서 2가지 부분이 문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유전 형질 차이를 나

타내는 단일염기 다형성(SNP ;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나 긴 범위의 제한효소 절

편길이 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등의 유전자 표지자102)

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중첩 유전자(Overlapping Gene)의 문제이다.

기능적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유전 형질의 변이를 표현으로서 인정할 것이냐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은 무수히 많은 변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103)이다. 이러한 개인은 현재 존재하는 개

인과 가상적으로 구성된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 창작성의 요건을 적용104)한다면 표

현의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중첩 유전자(Overlapping Gene)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의 일부분이 또 다

른 유전자와 공유되어, 특정 부분이 겹치게 되는 것이다. 혹은 특정 염기서열의 상보적인 부분이 

또 다른 유전자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05) 이러한 경우 기존의 유전자 염기서열

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범위가 미치는 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새롭게 합성된 선행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당해 유전자의 일부 염기서열을 이용하는 다른 유전

자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서 보호를 받으므로,106) 새롭게 합성된 후속 유전자의 경우에 선행 유전자의 일부분을 중첩 유전

자 형태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첩 유전자 부분에 대

해서는, 창작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외 창작적인 부분에 대

해서만 이러한 권리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49
우

수
상

 ㅣ
 유

전
자

 저
작

권
 도

입
에

 관
한

 논
의

 _ 임
민

혁

3. 소결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

에 저작물로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DNA 염기서열을 

합성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 혹은 그 이상의 단백질 등을 합성하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저작물성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다만 유전자와 컴퓨

터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기능적 저작물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DNA 

재조합의 용이성은 무분별한 합성 및 저작권 주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창작성과 기능성에 관한 

요건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합체의 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다소 느슨하게 적용될 여지

가 있는데, 이는 효율성을 판단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도 

기능면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Ⅲ. 유전자 저작권 도입 시 발생하는 쟁점

유전자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을 도입할 때에 여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 특허와 저작권의 저촉과 공정이용에 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1. 유전자의 특허와 저작권의 비교

(1) 유전자 특허 : cDNA와 자연적 구조의 DNA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인 DNA에 대해서 유용성이 인정되면 특허 허여가 가능하다.107) 미국

의 경우에도 Diamond v. Chakrabarty 판결108)에서 당해 박테리아가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화

합물이며 명칭, 특징, 용도가 다르므로 특허적격성이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유전자 특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Inc 판결109)에서도 CAFC

는 적혈구생성촉진인자를 코딩(coding)하는 분리된 DNA 단편과, 그 유전자가 포함된 벡터와 세

포에 관한 특허를 인정하였다.110) 

107) 특허청. 생명공학과 특허 안내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40&catmenu=m06_02_03 (2013.9.10.)

108)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206 USPQ 193 (1980).

109)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Inc. (Fed. Cir. 2006).

110) 이인혜, 전게글,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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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d Yung, Biology and Computing, Computational Genomics
http://www.ocf.berkeley.edu/~edy/genomics/computational.html (2013.9.10 )

112) ① cDNA는 Chakrabarty 판결에서 제시된, 두드러진 차이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②  유전자의 역할과 위치 및 서열정보를 창조적으로 찾는 방법 (innovative method), 혹은 서열정보 등의 새로운 응용  

(new application), 또는 기존 서열정보와 달리 변형된(altered) 것이었다면 발명이 될 수 있다는 점

박준석, 전게글

113)  일반적으로 DNA에서 RNA과정으로 거치는 중심원리에 위배되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HIV와 같은 일부  

바이러스들은 역전사효소를 통해 자신의 RNA를 바탕으로 DNA를 만들어내는 것이 알려졌다.

114) Heidi Ledford, Supra Note 7

115) 여기서의 자연적인 구조는 엑손과 인트론을 포함하며, 조절인자가 포함된 염기 서열을 의미한다. 

최근 AMP v. USPTO 판결에서 자연 상태의 DNA의 경우에는 분리·정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권은 여전히 cDNA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112) 자연 상태의 DNA의 경우, 코딩 시에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엑손(exon)과 단백질

로 만들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트론(Intron)으로 나

뉘는데, m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트론은 제거되고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다고 여겨

지는 엑손만 남는다. 이를 다시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를 통해 거꾸로113) DNA을  

만들면, 엑손만 남은 DNA가 생성된다. 이를 cDNA라 하고 유전공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한다. cDNA는 자연 상태의 DNA의 비하여 짧아 다루기가 용이하고 진단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에 대한 cDNA를 제작하는 것은 용이하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

받기 쉽지 않은 난점114)도 종종 드러난다.

한편 인공적으로 새롭게 합성되는 DNA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의 DNA처럼 엑손과 인트론을 

포함하는 구조로 표현할지 아니면 cDNA처럼 기능적인 부분만을 활용할지에 관한 선택이 필요

할 수 있다. cDNA는 의미 있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검증에 유용할 뿐 생체 내에서 직

접 복제, 전사, 변역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조합 방법을 통해 자연적인 구조115)의  

DNA로의 변환을 거쳐야 한다. cDNA는 프로모터(promoter), 증폭자(enhancer)와 같은  

<그림 5> cDNA의 생성과정111)

Exon Intron Exon Intron

❶  A gene composed of exons and introns is 
transcribed to RNA by RNA polymerase.

DNA of
eukaryotic 
gene

cDNA:DNA
of gene 
without introns

RNA

mRNA

❷  Processing enzymes in the nucleus remove the  
intron-derived RNA and splice together the  
exon-derived RNA into mRNA.

❸  Isolata mRNA from the cell  
and add reverse transcriptase.

Nucleus

Cytoplasm

❻  Add DNA polymerase to synthesize second strand of DNA.

DNA strand 
being synthesized

❹  First strand of DNA  
is synthesized.

Exon

❺  The mRNA is digested by reverse transcriptase.

copyright ⓒ 2004 Pearson Education lnc., Publishing as Benjamin Cum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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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cDNA와 자연적 구조를 가진 DNA 모두 어떠한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다면, 이러한 단백질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은 특허로 보호를 받되, 비기능적인 부

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안116)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전자 저작권 

인공적으로 새롭게 합성된 유전자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연적인 구조의 DNA는 각 염기 서열 부위 간에 인트론, 엑손을 포함하여 염기 

서열 부분이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모듈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컴

퓨터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처럼 저작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합성된 단백질에 대해서도 cDNA

와 마찬가지로 비기능적인 부분에서 저작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cDNA와 비교하였을 때, 자

연적인 구조를 갖춘 DNA는 저작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의 저작물성 성립에 관한 논의는 앞서 기술하였으므로, 본 단락에서는 길게 기술하지 않는다. 

(3) 유전자 특허와 저작권의 저촉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로 보호하게 된다면, 특허와 저작권의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117)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라는 구체적인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방법 등의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유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백질 합성과 같은 유

형물을 생성하고, RNA Polymerase나 리보솜과 같은 생물학적 장치를 구동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를 유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특허로 보호하기 쉽다. 

만약 어떠한 새로운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하여, 어떤 사람 갑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유전자를 특허로 등록하고, 이후 다른 사람 을이 같은 기능을 하는 방법을 표현을 달리

하여 유전자 염기 서열을 구성하였다면, 갑의 특허권과 을의 저작권은 병존할 수 있다. 우선 갑이 먼

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은 창작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므로, 갑의 특허권과 상관

없이 을은 저작권을 획득한다. 만약 또 다른 사람 병이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먼저 창

작한 이후 갑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 특허권을 나중에 획득하였다면, 이 또한 병의 저작

권과 갑의 특허권은 병존하며, 다만 병이 유전자 서열을 창작한 후 이를 공표하기 전이라야 할 것118) 

이다. 이 경우, 특허권과 저작권의 저촉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물의 경우, 사전에 이러한 저작물이 생성되었는지 알려지지 않는 한, 사전 검토가 불가능

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119) 각 창작자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우연히 동일하게 창작된 저작물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특허권을 보유하지 못한 

저작권자의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창작(Independent Creation)120)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모두 부여되나, 유전자의  

116)  후속 연구로 인하여, 비기능적인 부분의 기능적인 부분이 밝혀졌다면 특허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미 알려진 공지의 서열로서  

신규성 상실의 사유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중첩 유전자 등과  

같이 2차적 저작물을 형성할 동인은 있으며, 이는 결국 저작권자와 일반 사회의 균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17) 김관식,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2006), 121쪽

118) 유전자 서열을 창작한 후, 공표하고 나면 특허의 신규성 상실 요건으로 인해 특허를 획득할 수 없다.

119) 김관식, 전게서, 124쪽

120) Torrance, Andrew W, “DNA Copyright”, Valparaiso University Law Review, Volume 46 Number 1 (2011), p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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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승종, 전게서, 576쪽.

122)  17 USC § 107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ㅡ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123) 유대종, 저작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6), 43쪽.

124)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일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보충적 해석이 적용

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정진근,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 제102호(2013) 참조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

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25)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lishing Group, Inc., 
150 F.3d 132, 141 (2d Cir. 1998)

염기서열의 경우 최소 수천-수만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서 독립적인 창작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비기능적인 서열의 부분에 저작권자

의 표식을 해놓는다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더 용이할 것이다.

2. 유전자의 공정이용

유전자의 저작권을 도입할 경우 공정이용(공정사용, fair use)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이론이 형평법상 판례를 통하여 공

정이용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121) 이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 저작물의 

사용의 목적 및 성격(영리성 등) ii)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iii) 사용되는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iv)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고 규정122)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3조(재판절차에서의 복제),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

의 독점적인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

용하는 특권으로서,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을 

억제하게 되어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123)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경우에는 비평, 논평, 학문,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는 예시로 들고 있다. 생명공학의 경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유전자가 특

허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 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저작권을 도입하면 공정이용을 

도입하여 좀 더 자유로운 학문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1)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요소124)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이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의 촉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125)하는 것으로서, 상업적 이용인

지 비영리적인 교육 상의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생산적(pro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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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인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업적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여부, 이용의 필요성 정도, 이용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126)하며 이용목적이 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과 연구의 행위라도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격을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용목적이 교육목적이라고 해도 항상 공정이용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127) 다른 고려 

요소를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저

작물에 없거나 또는 원저작물과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여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128) 변형적 이용이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나 이

용이 변형적일수록 공정이용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의 비중이 감소하며129) 원저작

물에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 정보, 미적느낌, 통찰, 이해 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핵심 요

소로 파악할 수 있다.130) 또한 변형적 이용은 저작물의 변경이나 새로운 부가가 없어도 그 기능이

나 목적(function or purpose)의 변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131)

단백질 패밀리(Protein Family)나 중첩 유전자(Overlapping Gene)의 경우, 공통되거나 유

사한 염기 서열이 저작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하는 유전자

를 찾아내고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이는 공정이용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변형적 이용으로 파악하는 경우, 특허에 비해 연구의 제한이 줄어든다.

2)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의 성격은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와 창작적 저작물(creative work)로 구분할 수 

있다.132) 사실적 저작물은 역사적 사건, 공중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창작적 저작

물에 비해 공정이용은 폭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133) 유전자의 경우, 결국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에 관계되는 만큼 사실적 저작물에 가까울 것이고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3) 원고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이는 이용자가 원저작물의 필요한 부분만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만약 원

고의 저작물 중에서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핵심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정이용의 성립이 부정되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134) 이는 필요한  

126)  “The statute makes clear that a work’s commercial nature is only one element of the first factor enquiry into its 
purpose and character, and Sony itself called for no hard evidentiary presumption.”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임덕기,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6권 제2호(2012), 12쪽.

127)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60 F.3d 923, (2d Cir. 1994).

128) 오승종, 전게서, 749쪽

129)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130) 오승종, 전게서, 750쪽

131) A.V. ex rel. Vanderhye v. iParadigms, LLC, 562 F.3d 639 (4th Cir. 2009)

132)  육소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개정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법연구』 제5권 제1호

(2006), 52쪽

133)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60 F.3d 913, 924 (2rd Cir. 1995)

134) 오승종, 전게서, 7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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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

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6) 김병일,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제도 고찰, 『계간 저작권』 제100호(2012), 188쪽.

137) 하지만 비슷한 서열이라고 하더라도 3차원적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3차원적 구조 형성에 관한 예측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범위 이상으로 원고 저작물을 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전자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차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의 성립이 부정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어선 차용 부분에서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의 유전 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cDNA의 경우에는 유전정보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만큼 핵

심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자연적인 구조를 갖춘 DNA의 

경우에는 조절부위, 인트론 등의 존재로 인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차용 가능성이 있다.

4) 이용행위가 원고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에 대해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 원고의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저해할 가능성

이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유전자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

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전통적인 저작물에 비해 판단하기 유리하다. 잠재적인 2차적 저작

물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전자는 치료적 기능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고, 유전자 발현 혹은 단

백질의 기능에 따라 유추하여 의료 시장의 크기로서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규정으로부터의 유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01조의 3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대한 특례를 마련135)하

고 있다. 이 때 제101조의3 제6호, 제101조의 4, 제101조의 5는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유한 

제한이다. 제101조의3 제6호는 연구·시험 목적의 역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당해 프로그램의 기

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프로그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정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136) 유전자의 경우 이러한 역분석은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면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결국 DNA의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137)

제101조의 4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역분석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호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만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를 표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

기 위한 운영체제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호환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나, DNA의 경우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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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이러한 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유전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유

전적 실행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분자가 등장하는 경우, 호환성의 요구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138) 

3. 소결

단순히 인체에서 분리·정제된 유전자와 이를 표현하는 염기 서열의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는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에서 존재하

는 유전자를 cDNA화하는 경우라면 특허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인정받기는 어

려울 것이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에서 보았을 때 cDNA화는 전체 서열에서 

유전정보에 필요 없는 부위를 제거하는, 발췌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도 유용성을 가진 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 배열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작을 거친 유전자의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합성 생물학

의 발달로 인공적인 DNA를 합성할 경우,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공적으로 합성된 유전자 염기 서열의 경우, 그것이 조절인자를 포함하는 자연적인 구

조이든 아니면 cDNA처럼 유전정보를 압축해서 담고 있든, 새로운 단백질을 나타내거나 그 표현

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특허

와 저작권의 저촉 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저작권은 표현을 보

호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합성된 DNA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특허권자는 저작권을 통한 

2중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획득하므로, 권리의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반

면, 특허에 비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공정이용을 통해, 학술·연구 분야에

서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에 대한 여러 제한이 걸려있다. 신규성 상실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단백질을 코딩하는 새로운 표현으로서의 염기 서열은 저작권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현재 특허와 저작권이 저촉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의 조정이 수행되어야하는 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미약한 실정이다. 물론, 특허와 저작권의 경우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촉

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139)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기능성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허권자, 저작권자에 대한 이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의 경우 인류의 생명

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 저작권과의 저촉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특허 실시권 허여에 대한 허용 요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특허권자와 공중의 균

형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38)  핵산 대신 펩티드를 이용한 PNA(Peptide nucleic acid)가 존재한다. 이는 DNA 분자 구조와 유사하지만 결합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다만 PNA는 아직까지 복제, 전사, 번역 등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며 염기서열을 분석할 때에

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Wittung P. et al, “DNA-like Double Helix formed by Peptide Nucleic Acid”. Nature vol. 368 (1994), pp. 561-563. 
DNA 빼다 박은 인공유전자 ‘PNA’, 동아사이언스 2006년 11월 17일자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061117200000000002 (2013.9.10.)

139)  아이디어와 표현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다면 특허권의 보호 대상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능적 아이디어가 표현된 유전자(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구분 

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거나, 저촉되는 권리를 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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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저작권 이슈를 제시하곤 했다.140) 최근 등장한 합성 생물학의 경

우 자연에서 존재하는 유전자 대신 인공적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새롭게 유전자를 구성한다

는 점에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재

조합을 하는 경우라도, 유전자들의 집합을 통해 DNA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선택·배열 등의 

창작성을 발휘하여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합성된 기 유전자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

물의 성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유

전자 염기 서열에 대한 저작물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합성 생물학의 발전이 지속된

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은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4가지 요소를 이용

하여,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염기 서열 자체뿐만 아니라 각 기능적 폴리펩티드의 

결합 및 구조화 방식을 표현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에

는, 비기능적 부분에 대한 창작성을 좀 더 엄격히 판단하고,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에서 효율성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용성이 입증된 유전자는 특허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저작권을 통한 보

호도 꾀하는 반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염기 서열의 표현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

호를 받을 유인이 있다. 또한 유전자가 가지는 기능적 저작물의 특성에 의해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하나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허여 요건 완화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공

정이용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저작물보다 허용될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권리자의 이익과 사회적 후생의 균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유전자의 염

기서열에 대한 인공적인 합성은 새로운 저작권 분야를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전자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합성 생물학은 유전자의 저작물 성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 문제

들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전자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140) 김형건, 전게논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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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현대인들은 거리 곳곳에서 손쉽게 미술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공공영역에 공중에

게 공개된 미술품을 우리는 공공미술품이라 한다. 공공미술품에는 소유자의 소유권과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두 개의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공표권이 있다. 그런데 이

따금씩 소유자의 변심·공중의 항의 등의 이유로 공공미술품이 훼손되거나 철거 변경·파괴되는 경우

가 있다. 실제로 2010년 통일부는 작품의 소유자의 지위로써, 도라산역에 있는 이반 작가의 벽화를 ‘색

상이 어둡고, 난해하며,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벽화의 훼손·파괴 

등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을 등에 업고 작가의 저작인격

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사건의 작품은 장소특정적 미술로써 특

정 장소를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철거는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철거, 그 자체

가 작품의 의미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동일성유지권 뿐만 아니라 공표권, 성명표시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특히 성명표시권 침해에 있어서는 자연적 침해인지 의도적 침해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공공미술품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적 쟁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공공미술품이 물리적 파괴를 당하는 경우이다. 우리 현행법에는 이러한 파괴의 경우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및 사례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장소특

정적 미술의 개념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우리 법원은 위 사건에서 도라산 벽화의 장소특정성을 인정하

지 않은 채, 일반 미술저작물과 동일시하여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장소특정성 미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그 외에 문제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에 경우란, 

예를 들면 이렇다. 현재 국립현대미술박물관에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다다익선’이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TV가 수명이 다 했다고 보자. 이 경우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새로운 LCD나 LED로 

바꾸길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품의 부품을 바꾸는 사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침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화장실낙서나 담벼락의 낙서로 인한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

돌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와 같이 공공미술의 발달과 함께 나온 문제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저작권법 11~13조에 의존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입

법례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스위스 법 제15

조가 있는데, 이 법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등을 우리의 실태에 맞게 수정하여 공공미술품 더 나아가 건

축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에 적용시킨다면 보다 소유자와 저작자의 이익 그리고 공중의 이익간의 조화

를 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화재보호법과 기존에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간의 조

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의 도입 등을 주장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그리고 공중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서 

승자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권리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본 목적

인 ‘문화 창달(文化暢達)’에 가장 가까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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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벽화나 조각과 같은 미술작품들을 미술관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쉽

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공간(public space) 및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설

치·전시 되는 미술품을 공공미술(public art)이라고 하는데,1) 공공미술의 발전은 갑작스러운 것

이 아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종래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 사적영역인 일반 건축주에게 그 부담을 지워 왔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은 특정 연면적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에 대해 건축비의 일부

를 미술장식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2) 조항을 두어 왔었고, 현재도 조항

의 명칭이 다소 변경되긴 하였지만 ‘건축물 미술작품제도’3)로서 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미술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이나 거리 등의 공공장소에 각종 미술작

품들을 전시하거나 설치함으로써 공공미술의 발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공공미술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예로 ‘도라산역 벽화사건’4)을 들 수 있다. 위 사건에서 통일부는 작가에게 도라산역 내 벽 및 기

둥들에 벽화를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작가는 이를 제작하여 역사 내에 설치하였다. 이후 

통일부는 도라산역 관광객의 부정적인 여론 및 벽화의 난해성, 어두움 등을 이유로 철거하여 보

관하다가 소각하였다. 이를 발견한 작가가 소(訴)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된 사안이었다. 위 사건

에서 저작권법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작품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물리적 파괴’의 경우 「저

작권법」상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부가적으로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비록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았지

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포스코 앞에 설치 된 프랭크 스텔라 작품의 ‘아마벨(Amabel)’5)과  

1) 김영호, 공공미술과 법제 : 2011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조사,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6권 1호(2012), 7~8면.

2)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1970년대의 ‘권장 시기’와 1995년 이후의 ‘의무화 시기’ 그리고 2000년 이후 규제완화 시기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9, 26~27면.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

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통일부는 작가 이반씨에게 2006. 3. 경 ‘경의선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산 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사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라산역 방문객들에게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제공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작가는 도라산역사 내의 벽과 기둥들에 ‘포토콜라쥬’  

기법을 활용한 14점의 벽화(이를 더하면 폭 2.8미터, 길이 100여 미터에 이르는 대형벽화가 완성된다. 이하 위 벽화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벽화’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2010. 2. 3. 관광객의 부정적인 여론(전반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난해 

하며, 그림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고, 민중화로 ‘무당집’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공장소인 도라산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0. 5. 6.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 5. 18. 벽화의 철거과 완료되었다. 통일부는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한 이후 남북출입국사무소 내 어느 공간에 이를 방치하다가 2011. 초경에는 도라산역 인근 공터에서 이 사건  

벽화를 ‘소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5)  이 작품은 포스코가 90년대 후반에 역동적이고 강한 기업문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작가인 스텔라에게 의뢰하여 스테인리스  

주조와 실제 비행기 잔해를 사용하여 만든 작품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직원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괴기스럽다’, ‘흉물스럽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작품을 해체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고자 하였으나 예술계와 작가는 위 작품은 현대적  

디자인의 포스코 빌딩과의 관계를 고려한 장소특정적 미술품으로서 이에 대한 이전은 작품의 파괴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펼쳤다. 결국 ‘아마벨’은 포스코센터 빌딩 앞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62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Ⅱ. 공공미술의 개념과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1. 공공미술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현대의 공공미술은 아직 미학적인 특성과 법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7)  

‘공공미술’이란 용어자체도 많은 의미를 품고 있어8)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일반적

으로는 공공 공간(public space) 및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전시·설치되는 미술품9)을 칭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금(public funds)을 투입해 실행하는 미술,10) 대중 참여(public participation)

를 고려한 미술,11)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서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모든 종

류의 미술12) 등으로 공공미술의 개념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에서 미술저작물의 예시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

미술작품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공공미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

히 공공미술의 개념을 ‘공공장소13)에 전시되거나 설치되는 미술품’으로 정의할 것이며 미술

품 중에서도 ‘벽화’, 그리고 ‘조각’과 같은 작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미술 

작품의 다수가 이러한 종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다.

6)  이들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 공중의 여론이 작품의 철거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뒤에서 다루게 될  

공중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다.

7) Barbara Hoffman, Law for Art’s Sake in the Public Realm, Columbia-VL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 16:39. p.39.

8)  공공미술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미술’이라는 조합은 일종의 모순적 상황인 것

이다.(“The juxtaposition of the terms “public”and “art” is somewhat of a paradox”) Id. at 39 ; 김장언, 한국의 공공미술,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해왔는가: 공공미술의 변천 양상 개괄, 『문화예술』, 328호(2008).

9) 일반적으로는 공원, 광장, 미술관, 도로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전시된 벽화나 조각을 의미한다.

10)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했던 2007년 ‘Art in city,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11) 김영호, 전게논문, 7~8면.

12) 양현미·이영범·최범,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면. 

13) 본 논문에서의 공공장소란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일반적인 장소적 개념의 공공장소가 아니다. 

법적 분쟁으로 까지 번졌던 과거 80년대 미국에서의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사

건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도라산역 벽화사건과 달리 작품의 물리적 파괴가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지만, 장소특정적 미술개념의 인정여부와 공중의 이해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었다.6)

이하 아래에서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특징 및 작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살펴본 뒤, 앞의 몇

몇의 사례와 같이 공공미술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되는 쟁점인 ‘소유자의 소유권행사로서 작품의 

물리적 파괴가 가능한지 여부’와 ‘장소특정적 미술품의 변경·철거는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공미술품과 관련하여 ‘작가·소유자·일반 공공의 저작권법적인 권리의 이해관계’

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그 외 저작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별도

로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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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1) 공공성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성’은 공공미술의 개념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한마디로 정

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미술관 안을 벗어난 ‘공적인 영역’ 또는 ‘일반 시민 또는 대중의 영역’ 정

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건물 외(外), 특히 미술관 밖의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오인하

면 안 될 것이다. “공공성은 미술관의 안과 밖을 포괄하며, 밖이 언제나 안을 전제하고 있듯이 미술

관의 안과 공공미술의 밖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14)

한편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제35

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15)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16)

의 원본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자의 전시권과 원본 소유자의 소유권 사이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자유로운 전시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 단서에서 이들 작품이 공중에

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는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를 받도록 하고 있다.”17) 한편 제35조상 ‘전시’18)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9) 그러나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20)에 비추어 보면 ‘전시’의 의미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해할 수 있으며, ‘공표’의 정의규정(제2조 제25호)21)에서도 공연, 공중송신 외에 ‘전시’를 열거하

고 있어서 전시가 공중에 대한 공개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22) 이에 따르면 ‘공연’에서의 ‘공개’에 

관한 해석은 특별히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3) 

이와 관련하여 판례24)는 “제19조 소정의 ‘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만,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전시’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

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개방된 장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일명 ‘호텔라운지  

사건’25)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방된 장소를 ‘공중이 자유롭게  

14) 임성훈, 미술과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2호(2008), 111~112면.

15)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

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6)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중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말한다.”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3), 482면.

17) 상게서, 723~724면.

18)  일반적인 ‘전시’의 의미는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진열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게서, 482면.

19) 상게서, 483면.

20)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1)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상게서, 483~484면.

23) 상게서, 484면.

2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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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면서도 저작권법 제35조의 ‘개방된 장소’는 옥외장소로 한정하여 해

석하고 있으며, 옥내인 호텔라운지를 옥외장소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공공

미술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옥내, 특히 미술관의 경우는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제35조의 ‘개방된 장소’는 ‘공연’의 정의(제2조 제3호)26)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에

게 공개’된 장소와 다름 아니며”, 다만 미술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제35

조 제2항의 ‘개방된 장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옥내’가 아닌 ‘옥외‘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27) 

 이상 저작권법에서의 ‘공공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의미의 ‘공공성’

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공공성’개념을 설명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라고 본다. 앞서 

살펴봤듯이 저작권법 제35조의 ‘개방된 장소’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 ‘옥내’와 ‘옥외’의 구분을 

함으로써 다소간의 ‘장소적 제약’을 두고 있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성 개념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본 논문의 ‘공공성’ 은 장소적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한층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위

한’ 또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기능적 의미 또한 포괄하고 있다.

2) 장소특정성28)

26)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7) 하동철,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계간저작권』, 제82호(2008), 74~75면. 

28)  “장소특정성이란 단어는 오늘날 예술 실천의 여러 문화(박물관, 대안 공간, 국제 비엔날레, 공공미술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장소특정성의 역사와 의미는 문맥마다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Kwon Miwon,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The Mit Press(2004), p.57.

29) 임영주 기자, “도라산역 ‘통일광장 벽화’ 일방적 철거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82159105&code=940100>, (2013. 9. 12 방문).

30) Hong Shi, Revisit Phillips after Mass Moca: The Danger of Grafting Categorical Exceptions to VARA Protections, p.11,
<https://lawlib.wlu.edu/lexopus/works/911-1.pdf>, (2013. 9 8. 방문).

31) 이상정, 법적 측면에서 본 도라산역 벽화 철거, 『저작권문화』(2010), 15면.

32)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F.3d 128,129 (1st Cir. 2006).

<그림1> 철거된 도라산역 벽화 일부29)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 원고는 사건 작품이 ‘장소특정적 미술’이므로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작품이 다른 장소에 놓이게 된다면 작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를 위해 창작되는 미술품을 ‘장소특

정적 미술’이라고 한다.30) 이러한 장소특정성은 환경미술, 공공미술, 설치미술, 대지미술 등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공미술품만을 논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통합미술(integrated art)의 하나로서 유체물인 구성부

분 중 하나가 그 작품의 위치인 것을 말한다.”31) 오늘날 이러한 장소특정적 미술은 작품의 환경

으로부터 더 나은 의미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작품 창작을 추구하는 공공미술가들의 슬로건이  

되기도 한다.32) 장소특정적 미술품은 특정 장소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창작되며,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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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작품을 둘러싼 환경33)을 이용하기도 한다.34) 이러한 이유로 장

소 특정적 미술에서는 작품의 장소가 작품의 의미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거나 주변 

환경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작품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35)

또한 장소특정적 미술의 특성을 “문맥적 동일성(contextual integrity)”이라고 하기도 한

다.36)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 장소에 배치된 미술품이라고 해서 모두 장소특정적 미술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37)

(3) 공공미술에 관한 법적 쟁점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공적(公的) 영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나 ‘사적(私的) 영역’의 건축주 

등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 하고, 작가는 작품을 ‘제작·공급’하여 설치하는 도급계약의 형태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작품 자체인 유체물의 소유권은 소유주에게 양도되나 무체물인 저작물은 저

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 여전히 저작인격권으로서 작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즉 유체물과 무체물

의 권리자가 다르게 되는 것이며,38) 이로 말미암아 작가와 소유자간에 종종 분쟁이 생기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최근의 ‘도라산역 벽화사건’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2007년 창원시에서는 시청

에 설치된 미술품을 창원시가 작가와의 협의도 없이 철거39)하는 등40) 갈등을 빚었었다. 위 사례

들은 소유권과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분쟁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작가와 소유자간의 갈등이 주원인이겠지만 공공미술의 관람객인 일반시민들의 입김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다.41) 이러한 분쟁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33) 작품을 둘러싼 환경은 장소특정성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전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Hong shi, Id. at pp.11~12.

34)  “Such site-specific artwork uses its environmental surroundings to create its artistic effect.” Eric M. Brooks, “Tilted” 

Justice: Site-Specific Art and Moral Rights after U.S. Adherence to the Berene Convention, Cal. L. Rev., vol77/
iss6(1989), p. 1432.

35)  “Because the location of the work contributes to its meaning, site-specific art is destroyed if it is moved from its original 
site.”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F.3d 128,129 (1st Cir.2006).

36) 이동기·박경신,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圓光法學』, 제27권 제1호(2011), 78면.

37)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에 의해 가장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전시되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장소 특징적 미술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언제든 장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장소를 찾아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현재 특정한 장소를 가장 적합한  

전시 위치로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술 작품은 장소와의 문맥적 동일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장소특정적 미술로 볼 수 없다.” 이동기·박경신, 상게논문, 92면.

38) 계승균, 소유권행사로서 저작물폐기행위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계간저작권』, 제101호(2013), 181면.

39)  창원시는 2007년 3월 야철(野鐵)축제와 월드 퍼레이드 프리 페스티벌을 위해 창원시청의 건물외벽을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미술 작가인 최정화씨에게 작품을 의뢰하였다. 이에 작가는 시청사를 둘러싼 외벽에 200여 개의 무지갯빛 천들을 설치하였 

으나, 작품이 설치된지 단 이틀만에 창원시에 의해 무자비하게 떼어진 사건이다. 창원시 공무원은 그 이유로, “예상했던 작품  

모양과 다른데다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 철거하기 전 작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행정적 시각의 미적 기준에 따라 철거

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시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으며, 전시 계약기간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홍경한, “미술과 비평”, <http://pieta999.blog.me/100117310948?Redirect=Log&from=postView>, (2013. 8. 20 방문). 

40)  “2002년 12월에는 이동기 작가와 강영민 작가가 번갈아가며 그린 지하철벽화가 철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작품은 2000년  

9월 [미디어시티 서울 2000]전의 [서브웨이 프로젝트]일환으로 을지로 3가역 환승통로에 설치, 작품이 가진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보행자들과 해외 언론의 호응을 얻으며 영구 설치되었다. 하지만 원색적인 표현, 톡톡 튀는 묘사와 설정으로 인해 

서울지하철공사 ‘고객의 소리’ 게시판은 2년여 동안 일부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성 글 세례와 심지어 신원미상자에게 검정색  

스프레이 테러를 당하는 불운에 놓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복구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하철공사측은 작가들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것은 벽화제작 전문회사를 불러야 할 만큼 규모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사비로 작품을 복구 

하는 것은 무리였다. 끝내 이 벽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홍경한, “미술과 비평”, <위 블로그>, (2013. 8. 20 방문).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2005년 11월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에 참가한 작가 안창홍씨가 미술관 측이 작품을  

임의로 빼고 배치를 바꾼데 항의해 스스로 작품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미술관장에 반발 전시중인 작품 철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56993>, (2013. 8. 21 방문).

41)  각주 40)의 지하철역 벽화철거 사건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의 항의성 글과 테러 행위 등의 반발이  

결국은 작품의 철거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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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42)

작가의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 소유자의 소유권과의 갈등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법적 쟁점은 소유권행사의 일환으로서 과연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을 ‘파괴’할 수 있는지 여부 

이다.43)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됨에 반해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전면적

인 지배권인 소유권을 행사44)할 수 있는데45) 이때 미술품의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 특히 미술작

품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소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공공미술의 경우에 현재 대부분의 작품들은 장소특정성을 고려하여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특

수한 예로서 이러한 작품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경 또는 철거되는 경우의 법적문제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저작권법 및 판례의 장소특정적 미술품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분쟁사례에서 주로 작가와 소유자 ‘양자’의 권리간의 갈등이 문제되지만 이

에 못지않게 작품과 관련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기호·안전상의 이유·일상생활에의 방해가능성 

등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미술은 그 본질적 속성

인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일부 미술품의 경우

에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와 소유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삼자’

의 권리 간에 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한편 그 외에 공공미술과 관련되어 생각해볼 법적 문제로 작품의 성명표시권 침해와 낙서

(graffiti), 그리고 특수한 부품으로 구성된 작품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예술가는 영혼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작품은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46)

“조각은 단순한 철과 시멘트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서의 결집체이자 사상을 담는 그릇이다.”47)

작가는 ‘창작행위’의 결과물로서 ‘미술작품’을 탄생시킨다. 미술작품은 위의 어구에서 볼 수 있

듯이, 작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화체화(化體化)’48)되어있으며, 또한 ‘인격의 직접적인 반영물’49) 

42)  대표적인 예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사건을 들 수 있다. 1979년 미국  

정부(GSA)는 연방정부청사 광장에 옥외 조각품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작가인 리처드 세라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작가는  

길이 120피트, 높이 12피트의 강철의 호(arc)의 형태의 작품을 연방광장에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후 일반 대중들과 연방정부  

직원들은 그 작품으로 인해 연방광장이 차단되고 있으며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평이 담긴 수백통의 항의성 편지를  

GSA에 보냈다. 처음에 GSA는 작품이 대중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작품의 자리를 고수 

하였으나 일반 공중의 적대감이 몇 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자, GSA는 작품의 재배치의 가능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동의 

하였다. 공청회 결과 작품의 재배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작가인 세라는 이에 불복하면서 1986년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 

이었다. Richard Serra V, United State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847 F.2d 1045, (2d Cir. 1988).

43) 유체물인 작품의 파괴문제는 사실 공공미술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미술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44) 우리민법 제 211조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5)  “소유권과 저작권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대등한 권리이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선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상정,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 『계간저작권』, 제100호(2012), 85면. ; 이상정, 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 

인격권, 『계간저작권』, 제97호(2012), 61면. ; 계승균, 전게논문, 183면.

46) 마르셸 뒤샹(Henri Robert Marcel Duchamp), (1887~1968), 프랑스의 전위미술가.

47) 마우로 스타치올리(Mauro Staccioli, (1937~), 이탈리아의 조각가, 88 Seoul Olympic이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48) 특정한 유체물(有體物)에 대한 작가의 사상이 담긴 것을 말한다.

49) “It is a direct reflection of his personality.” Andy Warhol(1928~1987),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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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만약 누군가가 작품에 작가의 허락 없이 변경 또는 훼손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작품

에 표시되어 있는 작가의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 등을 한다면 이는 

작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를 시작50)으로,  

이후 국제적인 조약으로서 1928년 로마의정서부터는 베른협약에도 제6조의2제1항에서 이를  

명문화51)하기에 이르렀다.52)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베른협약에  

기초하고 있다.53) 한편 베른협약(BerneConvention)이외에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선언함으로써 그 지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고,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을 통해서는 제1조 제2항 및 제1조 제4항을 통해 WCT 가입

국은 베른협약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받으며, 베른협약의 저작인격권 부여의무를  

부담한다.54)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제5조는 실연자에 대하여 저

작자가 가지는 것과 유사한 인격권을 부여하고 있다.”55) 참고로 기존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

고 있지 않았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1990년 ‘시각예술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일명 VARA를 제정하였지만, 베른협약에 비해 제한적인 권리로서 전시의 

목적으로 제작된 시각적 저작물(조각과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

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은 1988년 11월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인격권 

보호를 명문화하였다.56)

우리나라 또한 저작권법 제3절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으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서”,57) 이는 “저작재산

권과 더불어 저작권의 2대 지주로 불리고 있으며”58) 일신전속적 특성을 띤다. 즉 저작인격권은  

50)  저작인격권은 프랑스의 판례와 독일의 인격권 법리에 의해 발전되었고, 그 사상적 기원은 Kant, Hegel 등의 학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 개념적 뿌리는 이미 중세르네상스부터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Susan P. Liemer, “On the origins of 
LE DROIT MORAL: How non-economic rights came to be protected in FRENCH IP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9 J. Intell. Prop. L. 65] (2011), pp.72~76. 한편 미국이 저작권법을 권리의 다발(a bundle of rights)로 인식함에  

따라 프랑스 또한 그 유사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법체계에서는 두 개의 관련된 권리의 다발(two related bundles of 
rights)로 인식되었다. 하나는 주로 창작물(creative work)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호이고(저작재산권), 다른 하나는 창작물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의 보호(저작인격권)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저작인격권은(le droit moralr) 창작물의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의 초점을 맞춘 프랑스의 지적재산법의 한 부분이 되었다. Id. at 68~69.

51)  즉 “베른협약 제 6조의2 1항에서는 재산적 권리가 이전된 후에도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성명표시권에 해당)”와  

그 저작물에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치는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동일성유지권에 해당)”을 

부여하고 있다.” 오승종, 전게서, 360면. 베른협약 제6조의2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그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성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왜곡·삭제·기타 변경 또는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저작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2012), 110면.

53)  1948년에 저작인격권 인정을 의무화 했으나, 회원국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송영식외 6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2013), 594면. 하지만,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지는 각 나라의  

입법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한다. 

오승종, 전게서, 357면.

54) 오승종, 상게서, 358면.

55) 상게서, 358~359면. 

56) 상게서, 359면.

57) 상게서, 357면.

58) 이상정, 著作人格權: 同一性維持權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著作權(199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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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

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타

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또

는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59) 이 중에서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앞으로 

다루게 될 공공미술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과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

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의 내용을 간

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공표권(The Right of Disclosure)

우리 저작권법은 제11조 1항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공표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

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며, 저작자의 허락과 관계없이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

한 공표권은 소멸된다.”60)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공표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한다.61)

이외에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아닌 자에 의한 공

표권의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동의하에 타인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적법한 공표권의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62) 대법원도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저작 

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 

하여,63) 타인에 의한 행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64)

(2) 성명표시권(The Right of Paternity)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1항).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

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

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형태 등에 비추

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 2항).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

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의 

구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59) 대법원 1995. 10. 2 선고, 94마2217 결정.

60) 임원선, 전게서, 113면.

61)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62) 구본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경인문화사(2010), 359면.

63) 대법원 1995. 10. 2 선고, 94마2217 결정.

64) 구본진, 전게서,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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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65) 그리고 이러한 “성명표시권에는 

저작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6)

(3) 동일성유지권(The Right of Intergrity)67)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이 저작자가 창작한 그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68)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은 창작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만 관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핵심이다.”69)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심각하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에서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일정한 경우70)에 한하여 동일성유지권의 행사를 제한

하고 있다.71) 

65) 상게서, 79면.

66) 상게서, 361면.

67)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으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소유권이 저작자의  

손을 떠나도 여전히 그에게 귀속하게 되는 권리이다. Leslie Kim Treiger-Bar-Am, “The Moral Right of Integrity: A Freedom of 
Expression”, NEW DIRECTIONS IN COPYRIGHT, Vol. 2, (2006), p.1. 

68) 임원선, 전게서, 117면.

69) 구본진, 전게서, 363면.

70)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71) 임원선, 전게서, 119면.

72)  김형렬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저작물의 파괴’라는 용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작

자의 주관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객관화되어 일단 저작물로 성립한 이상 그 고정물, 즉 유형물에 대한 파괴가 있을지언정 성질상  

저작물 자체에 대한 파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파괴’가 맞는 표현이나 편의상 ‘미술 작품  

등의 파괴’라는 표현이 알맞다고 보고 있다. 김형렬, 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계간저작권』, 제 98호(2012), 164면.

73)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65면.

74)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제8판(2012), 214면.

75) 상게서, 214면.

Ⅲ.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1.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물리적 파괴’의 경우

소유권 행사로서 저작물의 파괴72)와 작가의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주제는 이

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73)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와 무체물

인 저작물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당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과는 무관하다.”74) “그러

나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유체물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해당 저작물의 발생, 변경, 소

멸이 유체물의 변경이나 폐기(소멸)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저작물이 

바로 그러하다.75) 음악저작물 등과는 달리 미술저작물의 ‘원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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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벽화나 조각과 같은 공공미술작품은 순수미술 장르에 속한다.

77) 상게서, 214면.

78) 상게서, 214면.

79)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43면.

80)  우리나라와 같이 파괴에 관해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국가(프랑스·독일 등) 뿐만 아니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미국· 

스위스 등)를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베른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 ‘파괴’에 관한 조항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 

특별조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독일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파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81)  상게논문, 43면. ; 이외에 미술 작품의 파괴 금지에 대해 현재의 동일성유지권의 내용으로 해결하는 등의 법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김형렬, 전게논문, 180~185면 참조. 

82) 저작권법 제 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83) 오승종, 전게서, 391면.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매체의 파괴’가 ‘저작물’의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  

저작물의 내용이 하나의 작품 속에 화체되어 있는 순수미술작품76)의 경우는 그 작품에 대한 훼손

이 곧바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이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권의 행사로 보고 저작권법의 관심 밖이었으며, 그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에게 일임

하여 왔다.”78) 이러한 소유자에게 유리한 접근방식은 과연 적절한 해결방법인가? 

‘파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소유권자와 저작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

하여 권리행사의 당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그리 현명

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79) 한편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일반 미술시장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시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인격이 투영된 

미술작품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반면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미술

작품에 대해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작품에 대한 구매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외국의80) 사례 해결 및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일정한 기준을 ‘법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8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하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의 미술작품 파괴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외국에서의 사례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해결, 그리고 관련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의 미술작품 파괴에 대한 기존 학설의 견해 및 판례

미술작품 ‘파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82)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의 의미 가운데 저작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파괴’를 포함하는지 여부이

다. 파괴는 변경이라는 의미의 극단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학설로는 ‘자기 소유인 미술품을 저작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파괴한 경우에

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83)는 견해84)와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작품의 철거나 파괴

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며, 다만 이를 전제로 소

유권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견해85)등이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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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 미술작품 ‘파괴’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도라산역 

벽화사건’을 계기로 어느 정도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

1심판결86)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설의 전통적인 입장인 ‘작품의 파괴행위는 동일성유지

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 이유로 “작가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미술작품을 

양도한 경우 이는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 발생할 운명을 소유자의 손에 맡긴 것이고 또한 소유자

는 미술품의 양도·매도·교환·증여 등과 같은 정당한 소유권행사라는 점, 그리고 ‘소유자가 작가

의 미술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 자체가 상실되어 예술가의 이익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들고 있다. 1심 판결은 작품의 완전한 파괴는 일반 공중의 외

부에서의 평가에서 자유로우므로 작가의 이익, 즉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 한편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87)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동일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니

라 그 저작물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1심과 같이 작품의 파괴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작가가 대가를 받고 미술작품을 양도한 이상 소유

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만일에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작가의 동

일성유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지워 장기적으

로는 오히려 작품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오히려 작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고, 이익형량은 우

리나라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파괴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해석을 근거로 이익 형

량 판단을 부인하고 있다.88)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파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13조의 동일

성유지권 조항과 관련된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한편 법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사례별로 저

작자와 소유자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앞으로도 실제 분쟁사례에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작품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작가의 인격을 심히 침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나라들은 미술품의 ‘파괴’에 대한 사례에서 어떻

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입법례를 통하

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84)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그 근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승종 

교수는 “만약 작품의 파괴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 

과 함께 미술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한다. (오승종,  

전게서, 392면.) 그리고 김형렬 교수는 “미술작품 등의 원본의 파괴를 ‘절대적 동일성 개념’에서 파악한다면 파괴는 가장 극단 

적인 동일성의 훼손이고 당연히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성립 

하지 않게 되고,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한다. (김형렬, 전게논문, 177면.), 김형렬 교수의 절대적·

상대적 동일성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렬,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 ‘동일성’ 개념에 대한 재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30호(2009), 54~66면 참조.) 또한 박준우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동일성유지권을 지배하는 핵심 개념은 ‘원작의 사상에  

대한 오인 방지’이며, 따라서 미술작품의 철거나 파괴의 경우는 일반 공중의 사상오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라” 고 보고 있다. 박준우,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39호(2012).

85)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44면 각주 2) 및 61~64면. ; 이익형량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계승균,  

전게논문, 190면.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87)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88)  저작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비교형량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독일 저작권법 제14조와  

제39조를 체계적, 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비교형량에 관한 근거를 찾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단서조항이나  

제5호를 다소 확장 해석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계승균, 전게논문,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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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분쟁사례 해결 및 입법례 

1) “파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국가의 경우(프랑스, 독일 등)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저작권법에는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파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89) 이들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벽화, 조각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90) 특히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의 경우는 건축저작물이나 실내장식의 사례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한다.91)

이들 국가의 판례경향92)을 보건데, 파괴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는93)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94) 대부분 해당 미술작품 등이 ‘파괴되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파괴를 정

당화 시킬만한 정당한 이유’ 등을 참작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벽화가 습기 때문에 손상을 입어 회복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

는 경우에 덧칠을 하여 원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거나95)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각의 경

우에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 위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소유자

의 파괴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저작물의 성질, 상태, 공공

의 이익 등 다양한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의문이 

들 수 있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외국의 학설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익형량론이 점점 다수의 지위를 점해가고 있

다.96) 이익형량론은 자신의 인격과 개성이 나타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이익과 소유물을 

임의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고 있다.97) 이

러한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으로는 그 작품이 대체가능한 성질의 것인지, 또는 오직 

원본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복제물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작자의 명성의 정도, 파괴의 

목적이나 동기 및 필요성 등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8)

2) “파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스위스, 미국 등)

 ‘파괴’에 관련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위스 미국99) 등이 있다.100)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물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원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89)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46~57면.

90) 김형렬, 전게논문(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167면.

91) 자세한 내용은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50면 참조.

92) 상게논문, 46~57면.

93)  독일 판례의 경우는 미술작품의 완전한 파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며, 오직 부분적 파괴에 대해서만 동일성 유지권이 

적용된다고 한다. 상게논문, 53면. 

94)  네덜란드의 경우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주로 하급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져 왔고, 최고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최고법원 판결례에서는,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권리남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상게논문, 52면 재인용)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권리남용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파괴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이나 이익형량적 요소를 필요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95) 상게논문, 51면. 재인용.

96)  상게논문, 59면. ; 기존 학설의 입장은 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시키면서, 완전한 파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고 한다. 상게논문, 58면.

97)  계승균, 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창작과권리』, 제62호(2011), 151면. ; 우리 저작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저작권법에는 제14조의 동일성유지권조항과 제39조의 저작물 변경조항을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이익형량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한다. 계승균, 상게논문, 151면 재인용.

98)  독일의 이익형량론에 대한 설명은 계승균, 상게논문, 151~152면 ;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59~60면 참조. 한편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자세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김형렬, 전게논문(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167~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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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정당한(권한 있는)이익을 수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저작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는 이에 대해서 재료 가치 이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원저작물을 되돌려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

당한 방법으로 원저작물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

자는 저작물을 사진 찍거나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설계도의 복제물을 요구할 권리만을 가진다.” 

라고 한다.101) 즉 미술작품 원본의 경우 소유자는 함부로 자신의 작품을 파괴할 수 없으며, 대신

에 미리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회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원재료 가격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자는 원작품의 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연방저작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저작자가 자신의 시각 예술저작물 등의 파괴에 대

항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ⅰ) ‘상업적 목적으로 창작한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시각예

술저작물일 것,102) ⅱ) 시각예술저작물이 단일작품(single copy)으로만 존재하거나, 작품의 수

가 ‘200개이내의 한정판’(a limited edition of 200 copies or fewer)인 경우에는 저작자가 서

명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consecutively numbered)일 것103)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

고, 다음으로 ⅲ) 고용된 상태에서 만든 작품이 아닐 것(Work must not be “Made for hire”),104) 

ⅳ) ‘인정된 지위(work of recognized stature)’를 가진 작품 일 것,105) ⅴ) 조명 및 배치 등 저작

물의 보존(conservation)이나 전시(public presentation)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이 아

닐 것,106) ⅵ) 작가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Artists must not have waived moral 

rights)107) 등의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중에서는 특히 ‘인정된 지위’를 가진 작품에 대한 

의미 및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며 보다 객관화될 필요

가 있다고 한다.108)

(3) 소결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서의 미술작품 파괴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정한 제한을 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명문의 규정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종래에는  

작품의 파괴와 관련하여 변경과 달리 동일성유지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

99)  미국의 경우 시각예술가 보호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률에서 “파괴”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으며, 한편 위 법(VARA)은 연방저작권법에 삽입되었다. ; 사실 VARA이전에도 개별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州) 

에서는 일명 ‘캘리포니아 미술 보호법(California Art Preservation Act, CAPA)’을 제정하여 순수예술품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를 하거나 타인이 하도록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김인철, 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계간저작권』, 제98호(2012), 136면. 

100)  이외에도 작품의 ‘파괴’와 관련하여 호주에서는 파괴 등에 의한 훼손적 취급에 대한 ‘이의 제기권’이 있다고 한다. 

김형렬, 전게논문(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170면. ;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본을  

파괴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 사실을 저작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한다. 

구본진, 전게서, 383면. 

101)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계간저작권』, 제65호(2004), 4면.

102)  VARA에서 말하는 시각예술저작물이란 ‘회화·소묘·판화 또는 조각’만을 의미한다. (17 U.S.C.101(1)) 그리고 상업적 목적

으로 창작한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은 VARA에서 정의하는 시각예술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도면(chart)· 

도서·잡지·신문·정기간행물 등은 VARA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17 U.S.C.101(A)) 

103) 17 U.S.C 101.

104) 17 U.S.C 101(B).

105) 17 U.S.C 106A(a)(3)(B).

106) 17 U.S.C 106A(c)(2). 

107) 17 U.S.C 106A(e)(1). 

108) 이상정, 전게논문(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65면 각주 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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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진 문제라고 보아왔다.109) 이는 현재의 판례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술작

품과 같은 원본은 작가의 인격이 화체화되어 있어 작품의 파괴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

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소유권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반대되는 주장이 있으며, 유력

한 견해라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파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국가인 프랑스, 벨

기에, 네덜란드 등에서의 판례는 작품이 ‘파괴되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파괴를 

정당화 시킬만한 정당한 이유’ 등을 참작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독일 

판례는 독특하게 작품의 완전한 파괴는 허용된다는 입장이지만 작가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는 이익형량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파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대표적 국가는 스위스나 미국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소유자가 작품의 원본을 파괴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소유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작품의 파괴

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이 ‘인정된 지위’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가 ‘파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함에 있

어 참작할 만하며, 또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

2. 장소특정성을 가진 작품을 ‘변경·철거’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우리나라에서 장소특정적 미술과 관련된 분쟁이 큰 이슈가 된 적은 거의 없었고, 저작권법적

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미술의 확대와 더불어 장소특정성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110)

우리 저작권법은 현재 장소특정적 미술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장소특정적 미술은 다른 미술장

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 조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111)  

최근의 도라산역 벽화사건에서 법원은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즉 제1심과 2심은 

‘장소특정적 미술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정되지 않는 견해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보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반미술품의 경우와 같은 법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112) 따라서 법

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장소특정성을 가진 미술작품의 변경·철거 등이라 하더라도 일반미술작품

의 경우와 같이 취급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소특정적 미술의 ‘변경’은 일반미술작품의 변경과 마

찬가지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고, ‘철거’를 하는 경우(특히 ‘벽화’)에는 작품의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하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 할 가능성이 높으나, 철거시 작품의 훼손이 일

어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로서 장소특정적 미술의 아무런 

손상이 없는 ‘단순한 이동’은 동일성유지권침해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고, ‘파괴’ 또한 작품  

파괴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판례입장에 따른다면 역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장소특정적 미술이론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어 있었

109) 이상정, 상게논문, 43면.

110)  국회는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의 분쟁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소특정적 

미술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1), 402면.

111) 이동기·박경신, 전게논문, 95면.

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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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의 ‘변경’ 또는 ‘철거’ 그리고 ‘단순이

동’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 파괴’의 

경우는 장소특정적 미술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부정될 것

이다. 왜냐하면 판례는 저작물이 아닌 유체물의 파괴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소특정적 미술의 변경·철거·단순이동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장소특

정적 작품을 관념적으로 파괴한다113)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 역시 장소특정

적 미술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현재 판례의 입장으로서는 동

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처럼 장소특정적 미술 이론을 저작권법에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규정 또한 없는 상황에서

는 이러한 작품의 변경·철거의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례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미술의 ‘문맥적 동일성’이 제13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

의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적

으로 공공미술의 ’문맥적 동일성‘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114) 즉 문맥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미학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115) 첫째는, ‘문맥적 동

일성’의 훼손은 장소특정적 미술 작품 자체가 지니는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문맥적 동

일성’이라는 판단 요소는 작품의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판

단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다.116) 둘째는, ‘문맥적 동일성’은 장소특정적 미술 

작품이 지니는 내용을 이루고 그 훼손은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이를 반드시 장소특

정적 미술 작품이 지닌 본질적인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견해이며, 문맥적 동일성이

라는 요소를 법적인 판단 자료로 이해하지만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117) 셋째로,  

‘문맥적 동일성’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과는 다른 요소이고, 이는 단순히 미학적 개념에서 

판단되는 자료일 뿐 법적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118) 이러한 견해들 중에서는 

첫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장소특정적 미술에 있어서의 ‘문맥적 동일성’은 

본질적 특성으로서, 만약 단순한 미학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미술품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법조문의 ‘본질적인 변경’의 문언적 의미에도 적합하다 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소특정적 미술 이론의 도입이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VARA는 시각예술저작물 정의를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조각’ 

으로만 정의119)하고 있으며, 별도로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미술이 VARA의 시각예술저작물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미국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사건120)을 들 수 있는데, 위 판결과 관련하여 연방지방법원은 장소특정적 미술이 VARA

113)  미국의 한 학자는 관념적 파괴(Conceptual destru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념적 파괴에 관한 설명은 Francesca 
Garson, “Note, Before That Artist Came Along, It Was Just a Bridge: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and the Removal of 
Site-Specific Artwork”, 11 Cornell J. L. & Pub, Pol’Y 203 (2001). p. 230.

114) 이동기·박경신, 전게논문, 91면.

115), 116), 117) 상게논문, 91면.

118) 이동기·박경신, 전게논문, 91면.

119) U.S.C 101(1)

120)  조각가인 David Phillips가 의뢰인인 Pembroke 부동산 회사를 위하여 조각품 여러 개를 장소특정성을 고려하여 공원에 설치

하였으나 이후 공원의 변경계획으로 말미암아 Phillips의 조각품이 제거되거나 재배치되어 이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459 
F.3d 128 (1st Ci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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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조항상 보호되나 공공전시 예외규정에 의해 작가의 작품의 파괴가 인정 될 뿐이라고 판

단하였다.121) 반대로 제1연방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장소특정적 미술이 VARA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2) 그 이유로 VARA의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평이한 규정형식상 장소특

정적 미술에 대한 보호는 인정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는 의회의 입법을 통한 별도의 형식으

로 해결될 문제임을 들고 있다.123) 장소특정적 미술이 VARA상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

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만약 항소법원의 결론과 같이 장소특정적 미술

은 VARA상 적용될 수 없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분쟁에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받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소특정적 미술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의 도입124) 

이나 VARA가 장소특정적 미술에 적용되어야 한다125)는 비판이 있다.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작가·소유자·일반 공중’의 권리의 이해관계

공공미술품은 작가의 이익, 작품의 소유자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상

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삼자간의 권리가 조화롭게 융화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충돌 시에는 종종 논란이 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프랑크 스텔라의 ‘아마벨(Amable)’과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

사건이 대표적이며, 위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작가와 소유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권리 균형

이 어긋나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작가는 자신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인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 일반 공중은 작

품의 이용,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 

시 삼자간 권리의 조화를 이루기에 힘든 점이 많다. 이러한 권리간에 조화로운 해결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각각의 이익들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

는지에 대해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1), 122) 459 F.3d 128 (1st Cir. 2006).

123)  “We have simply concluded,… that the plain language of VARA does not protect site-specific art. If such protection is 
necessary, Congress should do the job.” 459 F.3d 128 (1st Cir. 2006).

124)  Lauren Ruth Spotts, “Phillips Has Left VARA Little Protection for Site-Specific Artists”, 16 J.Intell. Prop. L. 297, 2009 pp. 319~320.

125)  Rachel E. Norby, “NOTE & COMMENT : off of the Pedestal and into the Fire: How Phillips Chips Away at the Rights of 
Site-Specific Artists”, 25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67, (2007), pp. 186~190.

<그림 2>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126) <그림 3>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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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우선 자신의 작품에 대해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

지권(법 제13조)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공표권의 경우 저작자(작가)와 저작권자가 동일

인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내지는 저작물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갖는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이나 소유권 행사와의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은 이에 대한 규정128)을 두고 있다.129) 공공미술품의 경우 작가가 의뢰인에게 작품을 양도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작가가 작품을 양도한 이후라면, 저작권법 제11조 3항에 의해 공표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며, 또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유자의 이익 

소유자는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제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

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

유자는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130)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이익이 있으나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그 사용 등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131)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소유자는 작가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미

술품의 원본을 양도받은 경우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작품의 공표행위도 가능할 것이다.

(3)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은 좁게는 공중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으며, 최근의 공공미술 영역이 발전함에 따

라 이러한 공중의 이익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은 공공성이라는 특

성으로 말미암아 공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에 대한 기

호나 여론 등은 공공미술품의 철거여부 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일정 작품을 설치하

는데 있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공중은 작품

을 감상하고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작품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이익이 있다. 따라서 앞서 언

급한 ‘아마벨 사건’이라든지 ‘기울어진 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안에 따라서 작품의 철거에 

대해 일반 공중들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적으

로 일반 공중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옥외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공공미술품의 경우 일반 공중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126) IACO(국제미술협력기구), “서울 삼성동 포스코광장 ‘아마벨’”,

<http://www.artiaco.com/home/bbs/board.php?bo_table=artnews&wr_id=38&page=>, (2013. 9. 10 방문).

127) Lori Zimmer, “Site of Richard Serra’s Tilted Arch”,

<http://art-nerd.com/newyork/site-of-richard-serras-tilted-arch/>, (2013. 8. 30 방문).

128)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29) 송영식·이상정, 전게서, 182면.

130)  여기서 말하는 침해하지 않는 한도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을 말한다. 

131)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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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하여 이용할 수가 있으나,132) 일정한 경우133)에는 제한되고 있다. 

한편 공공의 이익은 넓게는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를 때 좁은 의미의 공공의 이익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4. 그 외 생각해 볼 법적 문제들

(1)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경우

2011년 삼성전자가 홍익대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흥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

대학원생 이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134) 이와 같은 판결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공공미술에도  

존재하는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공미술품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 자연적이든 물리적이든 미술품의 성명이 훼손되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자연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경우

자연적 요인135)에 의하여 공공미술품에 주기되어 있는 작가의 이름이 지워지는 등의 ‘성명 

표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작품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이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과실 등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 규정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 

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는 참고 할만하다. 위 규정에서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2) 물리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경우(의도적 훼손) 

그렇다면 물리적 요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공공미술품의 성명이 훼손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저작권자는 자신의 성명표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132)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항 본문 참조.

이러한 이용의 예로 사진촬영 또는 TV방영을 들 수 있다. 송영식·이상정, 전게서, 303면.

133)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항 단서.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34)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

135) 자연재해 혹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성명 훼손 등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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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 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 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 

하거나 아예 작가 표시란을 두지 않았다. 우리 법원은 일부 벽화의 경우 ‘작가미상’ 혹은 작가표시

란 자체를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작가 자신의 저작물 혹은 복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136)

이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낙서(Graffiti)의 경우

 ‘화장실’이나 ‘교실칠판’에 그려진 낙서도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기에 앞서 화장실 

또는 교실칠판의 낙서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낙서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등에 관해 분석해본다.

1) 낙서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137) 여기서 언급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

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

이 아니고 사상 또는 감정의 외부적 표현 등의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138)

즉 어떤 작품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 또한 공간이나 물건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창출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시각을 통한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한다.139)

이와 같은 전제사실을 토대로 낙서중에서도 단순한 낙서가 아닌, 저작자 나름대로 자신의 사상

이나 감정을 표현한 ‘수준 있는 낙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낙서저작물140)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누군가 화장실에 ‘수준 있는 낙서’를 했다. 이 경우 화장실 주인은 마음대로 이를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수준 있는 낙서’는 하나의 저작물로써 생성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

인격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어떻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유자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141)를 근거로 하여 화장실에 있는 

낙서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1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137) 창작성은 표현의 내용인 사상이나 감정에 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 되는 것을 말한다.

13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140)  여기에는 불법성을 띤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도 포함된다. 그래피티 아트란 벽이나 화면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하여 그리는 그림을 뜻하는데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래피티 아트는 위에서 살펴 본 화장실의  

낙서와 같이 법의 제제를 받게 된다.

141)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좋은 의미로 그린 것일 수 있겠지만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

(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법제처 김태응(정책홍보 

담당관)<http://www.moleg.go.kr/news/mediaData?pstSeq=16898> (2013. 9.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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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실 칠판에 그려진 ‘수준 있는 낙서’도 하나의 저작물로써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칠판의 낙서 경우에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이나 교사 등이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저작인격권과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칠판낙서의 경우, 교실 내에서 칠판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낙서자(者)가 스스로 낙서를 지운

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칠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낙서를 지울 수 없

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들 또한 수업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공공의 이익으로서 낙서자의 ‘저작인격권’과 학생들의 ‘학

습권(學習權)·수학권(修學權)’ 및 교사의 ‘교육권(敎育權)·수업권(修業權)’과의 충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저작자의 권리142)와 학생들의 학습권143)은 모두 동등하게 헌법상 보호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권144)도 헌법적인 권리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

는 권리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이때에는 공공의 이익인 학

생들의 학습권이 낙서자의 저작인격권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특수한 부품으로 구성된 작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누구나 손쉽게 비디오 

아티스트의 대가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多多 

益善)’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을 기념해 제작되어 백남준 작가가 설치공간을  

직접 보고 구상한 대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다.147) 개천절 10월 3일을  

상징하는 1,003개의 브라운관 TV모니터를 차곡

차곡 쌓아 올린 원형의 탑 형태로, 높이 18.5m,  

무게는 16톤에 이른다.148) 작품을 중심으로 한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면서 관람자는 어느 각도에

142)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등 보호)에서도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3)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등)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4)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은 이것이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나, 법적 

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145)  백남준(Nam June Paik)(1932~2006) 한국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 1960년대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위적 

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두산백과, “백남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15&cid=200000000&categoryId=200004565>, (2013. 9. 8 방문).

146) 유인화 기자, “방치된 ‘백남준’… ‘다다익선’ 모니터의 상당수 꺼져 있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0326425>, (2013. 9. 10 방문).

147) 이익선 기자, “백남준 ‘다다익선’브라운관 모니터 단종으로 ‘존재의 위기’”,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1/h2012112523004586330.htm>, (2013. 9. 10 방문).

<그림4> 백남준145) 作의 ‘다다익선(多多益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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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느낌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이 설치 된지 20년이 넘어감에 따라 부품의 노후화와 단종으로 인해 위의 사진 

에서 보는 것처럼 꺼진 TV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백남준 작가는  

모니터가 고장 나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니터로 교체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나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해 그 부담 또한 적지 않다.149) 사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이 작품에 사용된 모니터는 지난 2003년 전면 교체하였고 이후 수차례  

걸쳐 수리를 하곤 있지만, 내년에 모니터 내구연한(10년)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고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50) 이렇듯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은 관리만 잘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별로 변함이 없지만, 전자제품을 사용한 현대미술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관리가 어려워

지는 특성이 있다.151)

백남준 작가는 살아생전에 작품의 모니터 교체를 허락했다. 하지만 브라운관 TV의 대부분이 

고장 나서 근(近)미래에 작품의 대부분을 LED라든지 LCD 모니터 등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과연 

작가는 이러한 변경행위에 대해 동의 할 것인가? 아마도 작품자체의 외형이라든지 느낌이 많이 

달리지게 되기 때문에 작가는 이러한 경우에는 작품의 변경행위에 반대할 개연성이 크다. 현재 

까지는 일부의 브라운관 TV를 비슷한 모양이나 느낌의 TV로 대체하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여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는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작품의  

대부분을 현대식의 TV모니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여부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사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8조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위와 같은 침해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정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이러한 작가의 저작인격권침해여부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특수한 부품으로 구성된 작품의 경우는 일반 공공미술품과  

달리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특히 앞서 설명한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같은 장르의 경우에는 

더욱 더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저작권법적 관점에서도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148) 위의 기사.

149) 이익선, 위의 기사.

150) 연합뉴스, “백남준 ‘다다익선’ 모니터 노화 … LCD 교체안 대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951189>,

(2013. 9. 3. 방문).

151) 김형진 변호사,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저작권, 브라운관 모니터 고장나면 LED로 바꿔야 하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27090&ctg=1700>, (2013. 9.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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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문화재의 등록)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53)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으로서 미래에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이며,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 전통적 개념의 문화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등록의 하위개념은 아니다.” 과업내용서(예비문화재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2012), 2면 참조.

Ⅳ.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1. 미술작품의 ‘파괴’와 관련된 규정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가는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파괴의 경우, 저작권법적으로 대항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작가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지금의 현 상황이 다소 소유자의 권리가  

작가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상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듯하며, 균형의 축이 소유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작가와 소유자 양자간의 균형(balancing)이  

무너진 형국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작가의 작품창작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또한 작가의 권리가 반드시 소유자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보다 우대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소유자는 자신이 구입한 작품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으로 작품이 넘치

게 되는 등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작가와 소유자간의 적절한 이익의 조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저작권법 내(內) 또는 저작권법 외(外)

의 다른 법률을 통한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13조의 현 규정을 활용

하거나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거나 이익형량론을 통한 해결방안, 문화재보

호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 입법례 중에서도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나 미

국의 저작권법 등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 중에서도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

라든지 독일의 ‘이익형량론’은 현재 우리 저작권법이 작품의 파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은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하며 활용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스위

스 저작권법 제15조와 같이 소유자가 작품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

는 등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현재와 같이 관련 

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실제분쟁시의 불명확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

작권법 이외의 「문화재보호법」 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함께 활용한다면 그 효용

은 더 커질 것이라 본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법 시행규칙 제34조152)에

서는 이러한 예비문화재153)에 대한 등록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역사·문화·예술·사회·경

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다음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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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

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중 어느 하나에

만 해당하면 예비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가 된 작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154) 한편 이러한 예비문화재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예

비문화제도와 서로 보완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155)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4항에서는 일정 종류 또

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주가 설치한 회화·조각 등의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

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현재 설치된 공공미술

품에 대한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설치된 공공미술품의 관리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기존에 건축

주가 바뀌거나 건물의 증축시에 혹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미술품을 폐기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현실을 고려한 규정이다.156)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규정들은 비록 저작

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하며 활용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2.  ‘장소특정성 개념 도입’ 및 ‘기타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154)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48조, 제92조, 제99조, 제101조 등 참조.

155) 이상정, [청사초롱-이상정] 문화재와 ‘어버이의 권리’, 국민일보 쿠키뉴스(2013. 9. 7 방문).

156) 이영호, 전게논문, 24면.

157)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축물의 신·증축시 설치하게 되어있는 회화·조각·공예 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제2권 통권 제3호(2013), 71면.

158) 앞의 통계자료, 71면.

[표 1] 장르별 건축물 미술작품157) 건수158)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회화 131 127 139 397

조각 732 600 445 1,777

공예 10 10 2 22

사진 0 4 2 6

서예 1 0 0 1

벽화 7 7 4 18

미디어 3 12 11 26

분수대 3 1 1 5

상징탑 0 3 0 3

기타 6 29 11 46

계 893 793 615 2,301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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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 확대됨에 따라 장소특정적 미술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특정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화·조각·벽화 등은 꾸준히 자리를 지켜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 사업으로 <공공미술 2.0>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품 설치 사업의 경우 예술성과 장소특

정성(site-specific)을 반영한 ‘공공장소 속의 미술’을 추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59)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장소특정성’을 사업의 목

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현행법에서는 그러한 미술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아

이러니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이는 일반미술품보다도 훨씬 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장소특정적 미술’의 철거 및 단순이동 등에 있어서는 일반 미술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이는 일반 작품과

는 달리 장소특정적 미술품은 그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본 의도가 분명하게 손상을 입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경우 작가와 소유자간에 분쟁이 일반미술품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상황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예를 들어 작가와 작품의 구매자 간에 처음부

터 작가의 저작인격권 포기조항을 넣는 다거나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한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가 작품을 이동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가의 권리 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

약 조건을 둘 수 있을 것이다.160) 이외에도 장소특정적 미술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이러한 작품들의 유지나 보수 또는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

고 있으며, 장소특정성을 지닌 작품들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장소에서의 ‘낙서’라든지 백남준의 다다익선 작품과 같이 특수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록 소유

주에게 허락받지 않은 낙서라 할지라도 하나의 ‘수준 있는 낙서’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나 형법

상의 재물손괴죄,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지워 질 수 있는가. 또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와 같은 장

르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부품의 유지·보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의 법적 문제 등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작가·소유자·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의 조화

공공미술품은 미술가와 소유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가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작가와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곤 하는데, 공공미술품과 관련하여서는 ‘공중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공중의 의견이 작품의 철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으로 나뉨으로써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1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2.0 사업 (재)공모 안내”, 공공미술포털(2013)

160) 이동기·박경신, 전게논문, 9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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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공공미술품의 설치과정에서부터 일반 공중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우

리나라는 이러한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여러 벽화사업이라든지 공공미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

고, 공청회 등의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으로도 제3조(시책과 권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

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미술품 설

치에 관한 법적의무를 지지 않는 사적(私的)주체가 공공미술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중

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적주체

에 대해서도 공중의 의견수렴 등 일정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

고 공공미술품이 설치된 이후에도 미술가나 작품의 소유자 그리고 일반 공중이 모두 참여하여 의

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전환의 필요성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사실 법제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

미술 영역에 대한 정부 및 일반 공중 등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미술품을 단

순히 액세서리와 같은 ‘장식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인격이 화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도라산역 벽화사건에서도 사실 정부는 비록 소유권 행사의 일환

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작품이 작가의 필생의 대작이라는 점 등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그렇

게 함부로 철거한 뒤 소각하여 파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향후의 문화유산이 될지

도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편 얼마 전 제주도에서는 멕시코의 세계적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레타(Ricardo Legorreta, 1931〜2011)의 작품인 ‘카사 델 아구아’161)를 가설건축물 존치기

간 만료에 따라 철거하였다. 물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집행이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조금은 아

쉬움이 남는다. 위 건축물은 레고레타가 이후 다른 작품을 남기지 않고 타계함으로서 그의 ‘마지

막 유작’이었고, 건축물의 소유주인 (주)JID가 도(道)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였다는 점,162) 그리고 

제주도의회와 건축가협회·예술단체·주한멕시코 대사 및 멕시코 외교부 등의 철거 반대 여론도 

많았다는 점에서 도(道)의 판단에 대해 다소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건

축물을 철거하면서 이전복원을 공언하였으나, 재원 및 이전장소·건축물 설계도 확보 등의 어려

움을 이유로 이전복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의 일련의 철거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미술품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시

각이 다소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싶다. 향후 정부관계자에 대해 미술적 가치 등에 대한 의식함양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일반시민들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는 미

술교육의 강화라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161) 스페인어로 ‘물의 도시’라는 뜻으로 제주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의 분양을 위해 지어진 갤러리 모델 하우스이다.

162)  하지만 도(道)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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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주영재 기자, “테러 훼손 피카소 첫 콘크리트 벽화, 노르웨이 ‘철거냐 보존이냐’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01743531&code=970205>, (2013. 9. 12 방문),

164) 위의 기사.

165) 위의 기사.

Ⅴ. 결론

공공미술품은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그 본연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따라서 미술가는 벽화나 조각과 같은 작품들을 그 장소만의 분위기,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공공미술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

나곤 한다. 그 대표적 예로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파괴 및 장소특정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

술가·소유자·일반 공중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의 낙서 문제와 특수한 부품으로 구성된 작품 등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작품의 파괴의 경우에는 향후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와 같은 규정을 둠과 함께 「문화재

보호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소특정적 

미술과 관련하여 이러한 미술개념의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미술은 공공성이라

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일반 공중의 여론이 

작품의 철거여부 혹은 설치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공공미술품과 

관련된 분쟁에서 공중의 이익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술가나 소유

자의 이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파블로 피카소의 첫 콘크리트 벽화 5점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벽화가 그려진 건물이 2011년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브레이비크의 연쇄 폭탄공

격으로 심하게 훼손되면서 전문가 집단이 건물 철거를 권고했기 때문이다.163) 여론 조사에서는 

39.5%가 철거를 지지한 반면 34.3%는 벽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두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

는 상황이다.164) 이와 관련하여 외른 홀름 노르웨이 문화재청장이 한 말은 인상 깊다. 

“오늘날 멋있게 보이지 않는다고 당대 문화의 가장 좋은 유산을 파괴할 순 없다.”165)



국문문헌 

-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계간저작권』, 제65호 (2004)

- 계승균, 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창작과권리』, 제62호 (2011)

- 계승균, 소유권행사로서 저작물폐기행위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계간저작권』, 제101호 (2013)

- 구본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경인문화사 (2010)

- 김영호, 공공미술과 법제: 2011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조사,『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6권 1호 (2012)

- 김인철, 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계간저작권』, 제98호 (2012)

- 김장언, 한국의 공공미술,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해왔는가: 공공미술의 변천 양상 개괄, 『문화예술』, 328호 (2008)

- 김형렬,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 ‘동일성’개념에 대한 재고찰, 『한국재산권법학회 논집』, 제30호 (2009)

- 김형렬, 미술 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계간저작권』, 제97호 (2012)

- 박준우,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39호 (2012)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2)

- 송영식외 6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 양현미·이영범·최범,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3)

- 이동기·박경신,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圓光法學』, Vol.27 No.1 (2011)

- 이상정, 著作人格權 : 同一性維持權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著作權 (1991)

- 이상정, 법적 측면에서 본 도라산역 벽화 철거, 『저작권문화』 (2010)

- 이상정, 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계간저작권』, 제97호 (2012)

- 이상정,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 『계간저작권』, 제100호 (2012)

- 임성훈, 미술과 공공성 :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2호 (2008)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하동철,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계간저작권』, 제82호 (2008)

서양문헌 

- Barbara Hoffman, “Law for Art’s sake in the Public Realm”, Columbia-VLA Journal of Law&The Arts, Vol. 16:39 (1991)

-  Eric M. Brooks, “Tilted” Justice: Site-Specific Art and Moral Rights after U.S. Adherenceto the Berene Convention, 
Cal. L. Rev., vol77/iss6 (1989), 

-  Francesca Garson, “Note, Before That Artist Came Along, It Was Just a Bridge: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and the 
Removal of Site-Specific Artwork”, 11 Cornell J. L. & Pub, Pol’Y 203 (2001)

-  Hong Shi, “Revisit Phillips after Mass Moca : The Danger of Grafting Categorical Exceptions to VARA Protections.”, 
<https://lawlib.wlu.edu/lexopus/works/911-1.pdf> (2013.09.08 방문)

- Kwon Miwon, “One Place After Another :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The Mit Press (2004)

- Lauren Ruth Spotts, “Phillips Has Left VARA Little Protection for Site-Specific Artists”, 16 J.Intell. Prop. L. 297 (2009) 

- Leslie Kim Treiger-Bar-Am, “The Moral Right of Integrity: A Freedom of Expression”, New Direction In Copyright, Vol. 2 (2006)

-  Rachel E. Norby, “Note & Comment: off of the Pedestal and into the Fire: How Phillips Chips Away at the Rights of 
Site-Specific Artists”, 25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67 (2007)

-  Susan P. Liemer, “On the origins of LE DROIT MORAL: How non-economic rights came to be protected in FRENCH IP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9 J. Intell. Prop. L. 65 (2011)

 판례 

-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0헌마278

참고문헌

87
우

수
상

 ㅣ
 공

공
미

술
품

의
 저

작
인

격
권

에
 관

한
 법

적
 검

토
 _ 김

진
우

, 강
해



88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 대법원 1995.10.02 선고, 94마2217 결정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판결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5.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 Serra V, United States Gen. Servs. Admin., 847 F.2d 1045 (2d Cir. 1988)

-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F.3d 128,129 (1st Cir.2006)

기타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1)

- 문화재청, “과업내용서(예비문화재 도입방안 연구용역)”,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201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제2권통권 제3호 (20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2.0 사업 (재)공모 안내”, 공공미술포털 (20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9)

참고사이트

- 홍경한, “미술과 비평”, <http://pieta999.blog.me/100117310948?Redirect=Log&from=postView> (2013.08.20 방문) 

-  연합뉴스, “미술관장에 반발 전시중인 작품 철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56993> (2013.08.21 방문)

-  Lori Zimmer, “Site of Richard Serra’s Tilted Arch”,  

<http://art-nerd.com/newyork/site-of-richard-serras-tilted-arch/> (2013.08.30 방문)

- 법제처 김태응(정책홍보담당관), <http://www.moleg.go.kr/news/mediaData?pstSeq=16898> (2013.09.03 방문)

-  연합뉴스, “백남준 ‘다다익선’ 모니터 노화. LCD 교체안 대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951189> (2013.09.03 방문)

-  이상정, “[청사초롱-이상정] 문화재와 ‘어버이의 권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799184&cp=nv> (2013.09.07 방문)

-  두산백과, “백남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15&cid=200000000&categoryId=200004565> (2013.09.08 방문)

-  김형진 변호사, “브라운관 모니터 고장 나면 LED로 바꿔야 하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27090&ctg=1700> (2013.09.09 방문)

-  유인화 기자, “방치된 ‘백남준’… ‘다다익선’ 모니터의 상당수 꺼져 있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0326425> (2013.09.10 방문)

-  이인선 기자, “백남준 ‘다다익선’ 브라운관 모니터 단종으로 ‘존재의 위기’”,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1/h2012112523004586330.htm> (2013.09.10 방문)

-  IACO(국제미술협력기구), “서울 삼성동 포스코광장 ‘아마벨’”, 

<http://www.artiaco.com/home/bbs/board.php?bo_table=artnews&wr_id=38&page=> (2013.09.10 방문)

-  임영주 기자, “도라산역 ‘통일광장 벽화’ 일방적 철거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82159105&code=940100> (2013.09.12 방문)

-  주영재 기자, “테러 훼손 피카소 첫 콘크리트 벽화, 노르웨이 ‘철거냐 보존이냐’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01743531&code=970205> (2013.09.12 방문)



장려상

김혜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저작재산권 제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 법적 쟁점

1.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

2. 관련 법적 쟁점

Ⅲ.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이 문제된 사례

1. 스타벅스 사건

2. 현대백화점 사건

3. 소결

Ⅳ.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

1.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원인

2. 저작권법 규정상의 문제점

3. 소결

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개정안

2. 의원 제출 개정안

3. 비판 및 제언

Ⅵ. 결론



90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학문의 장려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저해하여 학문과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요구된다. 저작권

에 대한 제한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않는 경우들을 규정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제한의 하나로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

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커피숍, 백화점과 같은 상업적 공

간에서 CD나 MP3파일 등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의 제한에 해당하여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LP판이나 카세트테

이프, CD 등 음원이 담긴 유체물을 재생기기를 통해 재생하여 공연하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MP3파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은 음원 등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원이 녹음을 

통해 고정되어 있는 유체물인 통상적인 의미의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형의 음원의 재생도 ‘판매용 음

반을 재생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포함한 반

대급부를 받고 파는 용도의 음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판용으로 제한하여 이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스타벅

스 사건의 1심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고 각 사건의 CD/디지털음원은 판매

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이용한 공연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이든 특정 1인에 대한 판매이든 판매를 위하여 ‘음을 유형

물에 고정’한 것은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

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여 재생을 통해 공연을 하는 자는 판매용 음반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스타벅스 사건의  CD는 제한된 대상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판매를 위하

여 음을 CD라는 유형물에 고정하였고(판매용 음반의 생성) 스타벅스 측은 그 CD를 재생하여 공연하였으므로(판

매용 음반의 재생) 제29조 제2항의 공연에 해당한다. 또 현대백화점 사건의 음원도 판매를 위하여 케이티뮤직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라는 유형물에 음을 고정하고(판매용 음반의 생성) 현대백화점은 그 음원을 재생

하여 공연하였으므로(판매용 음반의 재생) 제29조 제2항의 공연에 해당한다.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의 결정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보

인다. 제2조 정의 조항 5호의 ‘음반’을 ‘음원’으로 바꾸거나 ‘음반’의 정의를 다듬고 ‘음원’의 정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음원 저장 매체인 LP판, 카세트테이프, CD 등에 고정된 음 뿐 아니라 디지털

화 되어 하드디스크, USB 등의 저장장치에 고정된 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 디지털화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각 조항에서 ‘음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음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려낸 후, 

각 조항의 취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굳

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에서는 ‘판매용’이라는 문구의 삭제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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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인 1710년 제정된 영국 앤 여왕 법률(Statute of Anne)이 저작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

로 인정1)한 이래, 각국은 다양한 법률을 통하여 저작권을 보호해 오고 있다. 학문의 장려와 문화

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저해하여 학문과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요구된다.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23조 내지 제38조에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

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않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 보호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대립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2)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그로 인한 분쟁 증가

저작재산권 제한의 하나로 저작권법 제29조2)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커피숍, 백화점과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CD나 MP3파일 등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재생이 제29조 제

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홍문사(2011), 252면.

2)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

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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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이 사용하는 ‘음반’이라는 용어에 CD, LP판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체물인 음반 외에 스트리밍 받은 음원이나 MP3 

파일 등도 포함되는지는 ‘Ⅱ.2.(3) 1) ‘음반’의 의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74면.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 1분기 콘텐츠동향분석 보고서(음악산업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면.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고에서는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인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파악한 후, 문제가 된 사례들의 공연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저작

권법 개정안의 관련 규정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 본 후, 저작권

법 규정 및 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저작권법규정의 개정에 관한 제언을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원이 아니라 ‘음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

이 ‘음반’이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을 의미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커피숍, 호텔, 백

화점과 같이 영리를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겠다. 

Ⅱ.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 법적 쟁점

1.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

(1) 의의 및 현황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이란 커피숍, 백화점, 호텔 등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

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CD, MP3 파일, 스트리

밍 받은 음원 등을 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 3호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

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

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공간에서 음반을 재생3)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근래에는 각 업종과 점포 내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골라 제공해 주는 매장음악서비스도 

등장하였다.4) 매장음악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급자 출현하여 매장음

악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과 개방형 

음악 저작물(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을 이용하여 매장음악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도 생겨났다.5) 국내 온라인 매장음악시장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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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시장과 매장 디지털 음성송신시장을 합한 매장음악시장 매출은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연간 38억 원 수준이다.6)

(2) 음원 재생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방식은 크게 매장 자체에서 CD와 같은 매체를 재생하

는 방식과 전문 서비스 업체로부터 매장음악을 제공받아 재생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

고 전문 서비스 업체에 의한 매장음악서비스는 이용자가 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전송서비스

와 곡을 선택하여 들을 수는 없고 채널만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음성송신 형태의 서비스로 구분

할 수 있다.7) 기억할 것은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데에는 음원 재생

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이다.  

2. 관련 법적 쟁점

(1) 공연권의 인정과 제한

1) 공연권의 인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인 공연권을 인정

하고 있다.8) 그리고 제2조에서는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연”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일인의 점유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공연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재생은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다양한 

공연 중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연권이 인정됨에 따라, 실

연자는 공연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공

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하고,9) 판매용 음반의 제작자도 공연보

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0)

2) 공연권의 제한

가. 제한 규정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문제이므로 그와 관련된 저작재산

6) 한국콘텐츠진흥원, 각주 4 전게서, 76면.

7) 한국콘텐츠진흥원, 상게서, 74면.

8)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9)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

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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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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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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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12) § 110 . 독점권에 대한 제한: 특정 공연과 전시에 대한 면제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4)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에 대한 어떠한 보수나 기타 보상금을 공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비연극적 문학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공중에의 공연

            (A)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7)  공연의 유일한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소매를 촉진하는 것이고, 공연이 판매시설이 소재한 장소 밖으로 송신되

지 않으며, 판매가 행해지는 인근 지역 내에서만 공연이 이뤄지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판매시설에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하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

      § 110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Exemption of certain performances and display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the following are not infringements of copyright:
      (4)  performance of a nondramatic literary or musical work otherwise than in a transmission to the public, without any 

purpose of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advantage and without payment of any fee or othe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to any of its performers, promoters, or organizers, if -
 (A) there is no direct or indirect admission charge; 

      (7)  performance of a nondramatic musical work by a vending establishment open to the public at large without any direct 
or indirect admission charge, where the sole purpose of the performance is to promote the retail sale of copies or 
phonorecords of the work, or of the audiovisual or other devices utilized in such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is 
not transmitted beyond the place where the establishment is located and is within the immediate area where the sale is 
occurring;

권 제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에 대하여 주로 살펴볼 것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

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하여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

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시

행령 제11조11)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면, 제110조12)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입장료를 징수하

지 않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에 대한 어떠한 보수나 기

타 보상금을 공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비연극적 문학저작물 또는 음악저작

물의 공중에의 공연, 공연의 유일한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소매를 촉진하는 것이

고, 공연이 판매시설이 소재한 장소 밖으로 송신되지 않으며, 판매가 행해지는 인근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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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연이 이뤄지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판매시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입장료를 받

지 않고 하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입법 취지 및 규정의 의미

공연과 방송은 일반 공중의 문화감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문화적 소산인 저작물을 보다 

많은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및 공익에 부

합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공연·방송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29조

의 취지이다.13)

그 중 제2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2)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경우와 달리 영리 여부를 묻지 않아, ‘당해 공연에 대한 반

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최자가 영리단체라도 제2항에 의한 저작

물의 이용이 가능하다.14) 이때 반대급부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간접적으로

는 이익을 얻는다하더라도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제29조 제2항에 의한 자유이용이 가

능하다.15) 따라서 커피숍, 호텔, 백화점과 같이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공간이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을 하는 것이 저작권자

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2)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커피숍, 호텔, 백화점과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

반을 재생하는 공연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LP판이나 카세트테이프, CD 등 음원이 담긴 유체물을 재생

기기를 통해 재생하여 공연하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MP3파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은 음원 등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원이 녹음을 통해 고

정되어 있는 유체물인 통상적인 의미의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형의 음원의 재생도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

1) ‘음반’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는 5호는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

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음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 제3조

(b)는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청각적으로만 고정한 것을 음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도 고정할 수 있게 되자 WIPO 

13)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 542면.

14) 정상조 편, 상게서, 545-546면.

15) 최승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판례연구』, 제26집 1(2012),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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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상조 편, 전게서, 41면.

17) 정상조 편, 상게서, 41면.

18) 김찬동,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소위 ‘스타벅스’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102호(2013), 212면.; 임원선,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계간 저작권』, 제99호(2012), 133면.

19) <’음반’이라는 말이 들어간 저작권법 규정>

실연·음반협약에서는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을 음반이라고 

정의하여 소리가 전자장치에 의하여 디지털 테이터의 형태로 표현되어 고정된 것도 음반에 해당

하게 되었다.16)

일부 견해는 ‘음반은 소리가 고정된 유형물17)’이라고 하여 음반을 LP판, 카세트테이프, CD 등

의 음원이 담긴 유체물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반은 음이 고정되어 있는 

그 자체 즉 콘텐츠이다.18) 저작권법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반은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

라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에서 사용된 ‘음반’이라는 용어19)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

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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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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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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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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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

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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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나오는 ‘음반’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조문

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음반이 (음이 고정된)유형물을 가리키는지 (유형물에 고정된)무형

물을 가리키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배포권이나 대여권 자체에 유형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권이나 대여권에 관한 규정들에서 사용된 ‘음반’은 유형물로서의 음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형물로서의 음반은 배포권과 대여권 및 음반제작자 정의 규정을 제외한 규정들에서 사

용된 ‘음반’이다. 또 ‘음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형물·무형물로서의 음반이 아닌 경

우도 있는데, 음반제작자의 정의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의 음반은 음을 고정하는 매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0) 따라서 ‘음반’이라는 용어를 ‘음이 고정된 유형물’과 ‘유형물에 고정

된 음’ 모두에 사용하여 이해의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음이 고정된 유형물’은 음반, ‘음반이라

는 유형물에 고정된 음’은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21) 저작권법 규정상 용

어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음반과 음원을 이렇게 이해하면 제2조 5호의 ‘유형물에 고

정된 음’인 음반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원,22) 저장 매체에 저장된 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

공되는 음원 등도 음반에 포섭될 수 있다.  

2)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범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용 음반 또

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일 것’이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표

현이 사용되고 있지만,23) 저작권법 어디에도 ‘판매용 음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하여, ‘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시

판용 음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 시판용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견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

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

20) 김찬동, 전게논문, 212-213면.

21) 동지 : 임원선, 전게논문, 133면.

22)  대법원도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

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23) <‘판매용 음반’이라는 말이 들어간 저작권법 규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

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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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려

상
 ㅣ

 상
업

적
 공

간
에

서
의

 음
원

 재
생

과
 저

작
재

산
권

 제
한

 _ 김
혜

성



98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24)이라고 본다. 즉 저작권법 제

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

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

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25)이라한다. 뒤에서 볼 현대백화점 사건의 1심 법원은 시중에 판매할 용도

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으로 보기는 어렵다26)고 한 바 있다. 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

롯한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

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7)고도 한다. 

나. 시판용으로 제한하여 이해하지 않는 견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이해하지 않는 견해는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규정의 내용이 동일한 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판매용 음반은 로마협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a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과 같은 의미라고 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

로 발행된 음반’이란 시판용 음반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배경음악용으로 제작된 음반이나 

데모테이프는 시판용 음반은 아니지만, 로마협약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는 해당하

므로,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백그라운드 음악용으로 제작된 음반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28)고 한다. 또 제29조 제2항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수식하는 서술어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점은 ‘판매용 음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규정에서 ‘판매용 음반’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

고 있다고 한다. 그 예로 제29조 제2항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라고 하고 있으며, 제76

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라고 하고 있는 점을 든다. 즉, 제29조 제2

항의 음반은 음악저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다는 것은 매체에 녹음되어 있

는 음악저작물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으로 1차적인 이용에 한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다는 것은 직접 재생하는 1차적인 이용 뿐 아니라, 저작

인접물로서의 음반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하는 것

과 같은 2차적인 이용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29) 그리고 시중에 판매된 음반을 비롯

하여 특정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된 음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판매’의 형식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상 이를 ‘판매

용 음반’이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30)

2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25)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27)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28) 김찬동, 전게논문, 216-217면.

29) 김찬동, 상게논문, 219-220면.

30) 송재섭,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 『Law&Technology』, 제7권 제6호(2011), 22-23면.



99

다. 검토

사전적 의미의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팖’으로, ‘시판’은 ‘시중31) 판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정의된

다.32) 즉 판매와 시판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단 1명의 특정인에게라도 반대급부를 받

고 파는 용도의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되고, 공개된 공간에서 공중에게 반대급부를 받고 파는 용

도의 음반은 ‘시판용 음반’이 된다. ‘판매용 음반’은 판매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필요가 없으나, 

‘시판용 음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의 대상이 일반 공중인 불특정 다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포함한 반대급부를 받고 파는 용도의 음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판용으로 제한하여 이해하지 않

는 견해가 타당하다. 제29조 제2항이 일정한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

한 것에는 상업 공간에서의 음반 재생이 음반의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은 물

론 이미 음반의 판매로부터 저작재산권자는 소정의 경제적 보상을 받았음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시판용’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고, 음반의 판매에 반대급부가 따르

는 음반이면 족한 것이다.  

Ⅲ.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이 문제된 사례

1. 스타벅스 사건

(1) 사실관계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음악 서비스 계약에 따라 스타벅

스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음악이 담긴 CD를 제작하는 업체이다. 피고 스타벅스커피코

리아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의 계약을 통해 본사에 배경음

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 플레이네트워크사로부터 장당 30.79달러에 CD(이하 ‘이 사

건 CD’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국내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왔다. 이 사건 CD는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

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제공한 플레이어

에서만 재생이 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고 스타벅스 측은 

이 사건 CD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제공된 이 사

건 CD 안에는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곡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CD는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는 않는 비매품이고 피고 매장을 위

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31) 시중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개된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3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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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저작권이 이 사건 CD의 재생에도 미친다고 하면서,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사건 CD

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자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1심 법원33)의 판단

1)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인지

가. 근거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1, 2항의 입법경과를 보아도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판매’는 저작물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

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판매를 ‘공중’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

으로 해석하더라도, 저작권법상 ‘공중’에는 특정 다수인이 포함되므로(제2조 제32호) 피고를 포

함한 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영

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CD는 플레이네트워크사가 피고를 포함한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작

한 판매용 음반이고,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따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권은 피고의 이 사건 CD의 재생에 대하여는 미치

지 아니한다. 

2)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인지

피고가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CD의 재생이 피

고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3) 결론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피고가 매장에서 이 사건 CD를 재생하는 것에는 미치지 아니함. 

(3) 2심 법원34)의 판단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근거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

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34)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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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이다.

②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한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

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거

① 피고의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

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②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플레이네트워크

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

며, 피고는 당해 CD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사건 CD의 제공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

하여 각 해외 지사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

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나. 판단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가 이 사건 CD를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저

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3심 법원35)의 판단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지

가. 근거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그 1항과 달리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

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

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

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

3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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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나. 판단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CD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거

①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

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스타벅스 측은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사건 CD는 플레이네트워크사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본사의 주문에 따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3) 결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CD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

(5) 검토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되는지,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각급 법원

의 판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심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되지 않음

O 

2심

시판용 음반을 의미

X 

3심

시판용 음반을 의미

X 

구분

판매용 음반을 의미

이 사건 CD의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

스타벅스 사건에서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유는 그 CD가 각

국의 스타벅스 지점에만 공급될 의도로 제작되었고 실제로도 스타벅스 지점들에만 반대급부를 

받고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되는지, 이 사건 CD

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어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공연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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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된다는 전제에서,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 역시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들 중 

‘판매용 음반’이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제52조 정도 뿐

이다. 그런데 제52조는 음악의 유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음악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제52조의 ‘판매용 음반’은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된 음반인 ‘시판용 음반’으

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제29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을 저작권 침해해위에서 제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지 음악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각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반드시 

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36) 따라서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 보다 넓

은 의미로 이해하여 일반 공중을 판매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정 대상에의 판매를 

위하여 제작되고 특정 대상에게만 반대급부를 받고 제공된 이 사건 CD도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현대백화점 사건

(1) 사실관계

저작권법 제72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각 지적하여 고시하였다. 이후 원고들인 한국음악실연

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한국백화점협회와 백화점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

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과 ‘케이티뮤직 매장 음

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

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하여 왔다. 

원고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서,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디지털음원을 디

지털음성송신으로 받아 백화점 매장에서 공연을 하였고 이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이

므로 피고는 헙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6) 송재섭, 전게논문, 2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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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 법원37)의 판단

1)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였는지 여부

가. 근거

① 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은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

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서

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

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③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

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조문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

함이 상당하다.

2)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인지

가. 근거

①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을 뿐 전송받은 음악의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

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

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

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검토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되는지, 디지털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 받아 공연한 것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인지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2013년 9월 13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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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건의 1심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고 각 사건

의 CD/디지털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이용한 공연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

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이든 특정 1인에 대한 판매이든 판매를 위하여 ‘음을 유형물에 고정’

한 것은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여 재생을 통해 공연을 하는 자는 판매용 음반을 정당

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38)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 여부

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타벅스 사건의  CD는 제한된 대상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판매를 위하여 음을 CD라는 유형물에 고정하였고(판

38) 배포권에 있어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으로 저작권이 소진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 지적

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1심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

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

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을 의미

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가 판

매용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저장장치에 저장된 음원이 판매용인지를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피고가 디지털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 받아 공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피고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을 하였다고 해야 한다.   

3. 소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공통적이다. 바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이 시판

용 음반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와 각 사건의 CD/디지털음원을 이용한 공연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

한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표 2]

1심

시판용 음반

X

구분

판매용 음반을 의미

디지털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 받아 공연한 것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인지 여부

[표 3]

현대백화점 사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받아 백화점 매장에서 공연

스타벅스 사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재생하는 CD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CD를 구입하여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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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

매용 음반의 생성) 스타벅스 측은 그 CD를 재생하여 공연하였으므로(판매용 음반의 재생) 제29

조 제2항의 공연에 해당한다. 또 현대백화점 사건의 음원도 판매를 위하여 케이티뮤직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라는 유형물에 음을 고정하고(판매용 음반의 생성) 현대백화점은 그 음원

을 재생하여 공연하였으므로(판매용 음반의 재생) 제29조 제2항의 공연에 해당한다.    

1.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원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록 영리를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업적 공간에서의 

공연이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그에 대

하여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저작권자 측은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하고 이용자 측은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과 2) 저작권법 규

정의 불명확함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결정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규정이 명확하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도 각자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기

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작권법 규정상의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제29조, 제52조, 제71조 등 여러 조항에서 ‘판매용 음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제2조 정의 조항을 비롯한 어느 조항에서도 ‘판매용 음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또 저작권법 상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해

석을 통해 디지털음원도 음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음을 디지털화한 것은 ‘음반’에 포함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스타벅스 사

건이나 현대백화점 사건에서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소결

먼저 제2조 정의 조항 5호의 ‘음반’을 ‘음원’으로 바꾸거나 ‘음반’의 정의를 다듬고 ‘음원’의 정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음원 저장 매체인 LP판, 카세트테이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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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고정된 음 뿐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하드디스크, USB 등의 저장장치에 고정된 음까지도 포

함할 수 있어 디지털화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각 조항에서 ‘음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음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려낸 후, 각 조항의 취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굳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을 요구

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에서는 ‘판매용’이라는 문구의 삭제 작업을 해야 한다.  

[표 4]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현행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

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개정안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음반 또는 영상저작

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연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

하는 경우에는 음반(그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재생하

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

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그의 복제물을 포함한

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개정안39)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 제고 및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공연권 제

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 제29조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

①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의 대상에 음반·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되, 제외되는 ‘재생공연’은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생실연(Live)은 제29조 제1항에서, 음반의 재생은 제2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재생은 제3항

에서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관련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하고, 저작물별 소비 형태를 고려하여 저작

재산권 제한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권리 제한 및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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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6051), 2013. 7. 18. 제안. 

       2013년 7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9월 12일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40) 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6167), 2013. 7. 26. 제안. 

        2013년 7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9월 12일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표 5]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

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단서 신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36. (생략)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

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

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36. (현행과 같음)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음반 또는 영상저작

물을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는 발행이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2. 의원 제출 개정안40)

(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되고 ‘판매용 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반’을 CD나 테이프 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판매용’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제29조에서는 공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 규정이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

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변경내용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 공연권 제한 대상을 축소하

여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으로 한정한다(안 제29조). 그리고 안 제29조 2

항, 제75조, 제76조의2 등의 ‘판매용 음반’을 ‘음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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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

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

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그 외국에서 대

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

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

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

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

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

용한다. 

개정안

1. 자선 목적의 비영리 공연

2.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3.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의 비영리공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시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마.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미술

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에 따른 농어촌에 설치된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 설치

된 도서관에 한한다)

4.  진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의 공연

③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저작물

을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음반 재생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방송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상당

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

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5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

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

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

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

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

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5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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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병규,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권리』, 통권68호 (2012), 154면

3. 비판 및 제언

제29조 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자유이용의 범위가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저작권

법의 입법목적에도 크게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의 문

화생활도 크게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29조는 가능하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시행

령 제11조 제1호에 의한 사용료 징수대상 영업자의 범위도 최소화해야 할 것41)이라는 주장이 있

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개정안은 제29조는 거의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 제출 개정

안은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으로 공연권 제한 대상을 축소하였다. 

의원 제출 개정안의 경우,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추가한 것은 만족스럽지는 않

아도 디지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제29조 제2항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29조 제2항은 커피숍, 호텔, 백화점과 같이 본질적으

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공간이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

반을 이용한 공연을 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포권에 있

어서 저작권 소진과 같이 일단 음반의 획득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후 판매용 음반을 재

생하여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

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제출 개정안에서는 비록 ‘판매용’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지만,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의 경우에만 공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제29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을 극단적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정의 조항에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음원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29조 제2항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

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의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닌 음반 또는 음원을 재생하여 공연하더라도 저

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결론

학문의 장려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는 오

히려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저해하여 학문과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요구된다. 저작재산권 제한의 하나로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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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커피숍, 백화점과 

같은 상업적 공간에서 CD나 MP3파일 등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

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 ‘판매용 음반’

은 ‘시판용 음반’을 포함한 반대급부를 받고 파는 용도의 음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판용으로 제

한하여 이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의 결정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규정의 불

명확함으로 보인다. 제2조 정의 조항 5호의 ‘음반’을 ‘음원’으로 바꾸거나 ‘음반’의 정의를 다듬고 

‘음원’의 정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음원 저장 매체인 LP판, 카세

트테이프, CD 등에 고정된 음 뿐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하드디스크, USB 등의 저장장치에 고정

된 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 디지털화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각 조

항에서 ‘음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음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려낸 후, 각 조항의 취지

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굳

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에서는 ‘판매용’이라는 문구의 삭제 작업을 

한다면 저작권법 규정이 보다 명확해져 분쟁의 발생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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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저작권법상의 과제

-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를 위하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와 3D 프린팅을 통한 저작물들

1. 창작자 개념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기술

2. 오픈 소스 문화와 3D 프린터의 확산

3. 3D 프린팅 산업의 전망

4.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물들

5. 소결

Ⅲ. 3D 프린터와 저작권법상의 핵심 쟁점, 복제문제

1. 3D 프린터와 복제의 개념

2. 발생 가능한 문제들

3. 복제 그리고 이익의 충돌

4. 소결

Ⅳ. 3D 프린팅을 통한 복제문제의 해결방안들

1.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제도를 토대로
     고찰해본 새로운 제도

2.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3. 그 밖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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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는 전 세계가 제3차 산업혁명으로 지목하고 있는 ‘Maker movement’를 이끌고 있는 기술로써, 

그 특허기간의 만료와 함께 대중화를 앞두고 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직접 찍어낼 수 있는 

그 특성상, 제조업 뿐 아니라 의학, 건축,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지정하여 그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터의 발전의 역사는 ‘Open source’를 기반으로 한 공유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기

술 자체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

은 앞으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게 되는데 하나는 창작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공유되는 문화 속에 원치 않는 사람의 창작물까지도 공유가 쉬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3D 프린터 기술의 원리는 입자나 물질을 분사하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을 통해 입체적으로 원하는 형

태를 구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적 특성상 기존에 없었던 고도화된 기하학적 형태나, 유기적인 형태, 공간 

속에 또 다른 복잡한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원료의 범주도 매우 넓어 창작문화의 새로운 범주를 

여는 도구로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

물,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캐릭터저작물, 도형저작물 등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반에 걸쳐 있

어, 앞으로 그만큼 넓은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3D 프린팅의 핵심인 원하는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은 곧, 원하는 대상을 그대로 찍어낼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복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으로 온라인상

에서 유통되는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존의 비트화 

될 수 있는 음원이나 동영상 파일의 문제와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쟁점은 오프라인 상

에서 실제로 통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3D 프린터의 결과물들의 ‘복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제도를 제안

해 볼 수 있다. 이는 3D 프린터에 부과한 보상금을 바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권리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

는 방법이 아니라 3D 프린팅의 복제가 만연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던가, 역으로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보조를 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제도로써, 3D 

프린팅의 공정한 창작문화를 지향하면서도,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저작권자들이 그러한 생태에 적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범과 동시에 ‘복제’의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술적, 법제도 밖

의 규범들과의 조화로운 해결방법의 모색을 통해, 3D 프린터의 자유로운 이용문화가 장려되면서도, 공정하

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진정한 창작의 범주를 확장하

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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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Maker movement’(메이커 운동)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경제학자들과 IT

업, 제조업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다.1) ‘Maker movement‘는 스스로 필요

한 것을 만든다는 점에서 D.I.Y(Do it yourself)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보·기술 등의 제약으로 

이미 제작되어진 상품을 조립하거나 구입해야만 했던 것들을 3D 프린팅, CNC기계,2) 아두이노,3) 

라즈베리파이4) 등을  통해 개인도 직접 만들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D.I.Y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롱테일 이론5)의 창시자이자 3D 로보틱스의 CEO이기도 한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

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원인을 ‘제조의 디지털화’로 지목했다.6)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이른 바 ‘웹세대’는 실시간, 로컬이면서도 동시에 글로벌한 범주와 가능성의 

삶을 영유하면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정보, 제작도구들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을 직접 찾

고 디자인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연결망의 부재나 계층, 경제적 능력의 장벽 등으

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기회가 없었던 영역들이 디지털세계를 통해 오픈소스로 개방되고 

새로운 소통과 가치 교환의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들은 더 이상 고정된 단순한 사회구

성의 조력자, 수용자, 소비자가 아니며, 누구나 창조적인 생산자이자 발명가, 디자이너, 예술가

로써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실제적인 요구들을 잇는 가장 강

력한 파급력을 가진 매체로써 ‘3D 프린터’가 그 중심에 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

는 방식 또한 비교적 쉽고 간단한 편이며,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터의 가격 

또한 점점 더 저렴해 지고 있다. 특히나 활용방법이 현재보다 더 쉽고 편리한 3D로 입체도면의 소

프트웨어 등의 플랫폼이 더 개발된다면 보편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물론 3D프린터에 대한 주목은 Hype Cycle7)에 따른다면 다소 과장되어진 것일지 모른다. 그러

1) The Economist,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economist.com/node/21553017>, (2013. 9. 1)

2)  컴퓨터수치제어공작기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이다. 나무나 금속들의 고형물을 컴퓨터에 입력한 수치에 

따라 깎아내는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3)  Arduino는 일종의 오프소스 하드웨어기반의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이다. 소프트웨어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센서

와 네트워킹 장치등 각종 구동기기를 제어하여, 원하는 전자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전자기기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관련 키트를 구입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편, 아두이노를 통해 원하는 것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공유는 각종 웹사이트

를 통해 보편화되고 있으며, 3D 프린터와 함께 제조업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4)  Raspberry Pi는 컴퓨터를 자체제작 할 수 있는 초소형 컴퓨팅 보드이다. 실제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들을 적용하고(phy-
sical computing)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스스로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 

5)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0643&cid=200000000&categoryId=200002696>, (2013. 9. 13)

“‘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하여 생산된다’라는 파레토법칙에 배치하는 것으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6) 크리스 앤더슨 지음, 『메이커스』,알에이치코리아(2013), 38쪽.

7)  미국의 시장조사 및 자문기관인 가트너(Gartner, Inc)사에서 개발한 과대광고 주기표로 현재 3D 프린터는 Hype Cycle에 따른다

면 최고로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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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 및 정책 동향”, 『ITR&D 정책동향』, (2013)

“ 글로벌 3D 프린팅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은 2019년 61억 달러로 전망되나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제품의 가치를 더할 경우 

133억 달러에 달할 전망. 글로벌 3D 프린팅 제조 및 서비스 시장은 2011년 17억 달러에서 연평균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

9) 2014년 2월에는, 중요 기술 중 하나인 SLS방식의 특허 역시 만료된다고 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  박병종·남윤선 기자, 『뭐든 찍어내는 3차원프린터 특허 2014년초 만료…산업계 ‘지각변동’』.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1885071>, (2013. 8. 19)

11)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3차 산업혁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2), 

135쪽

12)  장영승 기자. 『3차 산업혁명의 핵심, 3D프린터의 놀라운 세계』, 시사매거진(2013.06.10)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

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에 대한 연구가 예술, 건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육기관, 산업체는 물론이고 국가 주

도적인 발전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사실,8) 무엇보다도 지금 ‘규모의 경제’로 불리는 산업구조에

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환경오염의 문제와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상대

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 있

어서 가까운 장래에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3D 프린터의 기술은 이미 30년 전에 등장했다. 특허로 인한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우주 항공 

산업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세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련기술들의 특허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기 때문이다.9) 이렇게 

특허의 만료로 3D 프린터의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개인과 중소기업에 보편화 될 것을 전망되

면서10)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11) 12)

그런데 이렇게 3D 프린터가 대중화를 앞 둔 오늘날, 3D 프린터라는 창작의 도구이자 강력한 

복제의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쓰일 것이며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는 총기나 무기와 같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불법

적인 복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지닌 도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의 등장만큼 중요한 것이 그와 관련

한 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3D 프린터가 대중화를 앞 둔 오늘날 까지, 특허권이 중요한 화두

였다면, 지금부터는 3D 프린터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될 지에 관한 법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3D 프린터를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형상화 한다는 점에 있어 순수한 창작의 도

구라고 볼 때, 앞으로 창작문화에 이러한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결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촬영이 기록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이 되고 문

화가 되었듯이, 이 기술이 올바르게 쓰인다면 우리의 창작의 본능을 일깨워 창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음은 물론 사회에 다양한 분야로써의 발전을 이끄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가 지닌 저작권법상의 쟁점들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

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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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먼저 3D 프린터와 그것이 적용될 사회·문화적 흐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가 주목받는 이유와, 가능한 기술과 창작의 주체와 그 범주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현재 3D 프린터의 시장과 전망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3D 프린팅이 

각광받고 있는데 기여하는 현상인 ‘Maker movemen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기술이 적용

되고, 결과물이 파생되는 속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3D 프린터에 대한 선 이해를 토대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침해 할 수 있는 권리가 무

엇인지,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보

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현재 저작권법상의 방법들을 비교·분석해 

보고, 지금의 문화현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

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법 또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3D 프린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현재 문화적 현상이 나타내고 있

는 창작의 권리자와 이용자의 Needs가 무엇인지를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

인 접근을 통해 본질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1. 창작자 개념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기술

너드(Nerd)와 긱(Geek)은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다. 의미 그대

로 괴짜가 아니라, 아마추어이지만 기계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프로그래밍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세대가 바뀌어, 컴퓨터나 각종 디바이스를 다루는 

것이 생활화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

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수용적인 정보의 이용자를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인 개발자, 창작자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픈소스로 각종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

하는 데에는 이러한 아마추어들의 참여와 개발이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13)

 ‘Maker movement’가 촉발된 것은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만드는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문

화가 기술의 등장과 정보의 공유가 더 적극적인 형태를 띠면서 현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

Ⅱ.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와
      3D 프린팅을 통한 저작물들

13) 조쉬 러너·마크 셍커맨 지음, 박지유 옮김, 『오픈소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상생의 경제학』, 에이콘(2013), 27쪽

“ 1990년대 초반 인터넷 접속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오픈소스 활동이 급증된 세 번째 시대가 도래했다.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

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개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기여의 규모와 기

여자의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무수히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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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ker Faire’라는 자가 제작 상품들을 전시하는 행사가 대표적인 것인데, 2005년 O’reilly 

Media에서 직접 구상한 물건 만들기를 즐기는 Maker들을 위한 각종 DIY 기술과 정보를 다루는 

‘Make’라는 잡지가 출간했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가제작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그것을 직접 

만든 것들을 전시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점이다. ‘Make Faire’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 뿐 아니라, 각

종 예술분야와 조형, 디자인, 음식에 이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포괄하여 전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의 주체들은 대부분 그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지만, 자신들의 기

발한 상상력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다.14) 현재 전 세계에

서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 오픈 소스 문화와 3D 프린터의 확산

신속한 조형 복제기술을 일컫는 렙랩프로젝트(Replicating Rapid-prototyper)는15) 16) 해당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있는 3D 프린터의 도면과 부품 등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다시 제작할 수 있

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나은 3D 프린터로 진화하게 되었고, 3D 프린터

가 스스로 3D 프린터에 필요한 부품을 찍어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착안하

여 메이커봇17) 18)과 같이 자체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

었다.19) 이는 기존의 상업용 3D프린터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가정용

프린터로써 저렴하게 보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것 뿐 아니라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유의 문

화, ‘open source’의 문화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프

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대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3D 프린터는 개

인들에게 더욱 다가서고 있다. 이외에도 ‘Thingivers’20) 등 3D프린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자인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받아 3D 프린팅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어 직접 만든 물

건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는데, ‘Quirky’21)라는 소셜 아이디어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디

자인을 올리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을 물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으면, 투자 지원을 

받아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수요를 파악하고,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 낭비가 적

을뿐더러,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없으니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

능해 지자 1인 창업의 수단으로써 3D 프린터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4) 메이커페어 홈페이지, <http://makerfaire.com/makerfairehistory/>, (2013. 9. 2.)

15)  조인원 기자,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특집] [2030 미래를 가다] [1] 물건을 ‘인쇄’한다 : 英 렙랩 연구소』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1090.html>, 조선일보(2010. 3. 5.)

16) 영국 Bath 대학 홈페이지, <http://www.bath.ac.uk/research/features/reprap.html>, (2013. 9. 3.)

17) 메이커봇 홈페이지, <http://store.makerbot.com/replicator2.html>,(2013. 9 .3)

18) 고산 기획, 허제 지음, 『3D 프린터의 모든 것』, 동아시아 (2103. 7), 78쪽

19) 팹앳홈 홈페이지, <http://www.fabathome.org/>, (2013. 9. 3.)

20)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다. 씽기버스 홈페이지, <http://www.thingiverse.com/>,(2013. 9. 3)

21) 퀄키 홈페이지, <http://www.quirky.com/>,(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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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프린팅 산업의 전망

(1) 해외의 전망과 정책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3D 프린팅은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100여 년 전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에 맞먹는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2)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Youngstown)

에 설립한 최신 3D 프린팅 연구소인 국립적층가공 혁신연구소(NAMII,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에서의 연구를 통해 3D 프린터가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의 제조 방법을 혁신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미국의 조사회사 홀러스 

어소시에이츠(Wholers Associates)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3D 프린터 세계 시장규모

는 2012년 실적 대비 약 5배인 10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도 국가지원분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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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merging Technologies Hype Cycle 2012 24)

22) 이수정, 『3D 프린터 개괄 : Fact와 Fiction』, 한국투자증권 (2013.8.21). 
“ 그는 NAMII와 같은 허브를 3개 더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고, 15개의 3D 프린팅 연구, 개발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3D 프린터의 산업적 용도롤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제품 러쉬를 불러왔다.“  

23)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 및 정책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IT R&D - 2013.1), 9쪽, 10쪽

“중국 정부는 3D 프린터 기술의 산업화 및 시장화 추진, 관련 기술 및 산업 국제 교류 가속화 등을 목표로 베이징에 기술산업연맹을 건립”

24)  아이알에스글로벌 편집부 저, 『3D 프린팅 시장, 기술 전망과 국내외 참여업체 사업전략』, 아이알에스글로벌(2013. 7) 

105쪽 도표. 미국 IT 전문 리서치 분석 기관 가트너 보고서(2012) 재인용 

“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리서치에 따르면, 2012년 3D 프린터의 세계 시장 규모는 16억 8,000만 달러였다. 2016년 에는 3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까지 세계 제조업체의 25% 이상이 3D프린터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트너에 의

하면, 3D 프린터가 오는 2016년 대중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3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용 3D 프린터는 오는 

2016년 2천 달러 이하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15년이 되면 3D 프린터는 현재 하이엔드 PC보다 저렴한 가격

에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3D 프린터의 혁신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3D 프린터는 보통 수천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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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3D 프린터 기술 및 산업 전망 

국내에서는 3D Systems, Objet, Stratasys 등 고가의 외산제품 중심으로 시장 형성되어 있

다.  고객층이 다양하지 않고 연구기관 및 대기업 중심으로 구매층 형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보

청기와 같은 소형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동차와 같은 대형 제품 제조로 활용이 확

대되는 추세다. 또한, 외국 3D 프린터 제조기업의 국내 진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3D 프린터 시장

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2009년부터 2년 연속 전년대비 30~40%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올

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 한해 실적을 초과했다는 추정이 지배적이다. 이제 3D 프린터는 휴대폰 케

이스,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완구, 방위산업, 신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체 및 3D 설

계 엔지니어에게까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3D 프린터 제조업체 중에서는 중소기업인 캐리마와 벤처기업인 로킷이 가장 활발하게 3D 

프린터 시장 공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직까지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크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의 산업소재, IT부품, 의료부품 등의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세분화되고 확장되어가

는 시대조류를 감안할 때 향후 패션 생활용품 등 전 산업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6) 

4.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물들

(1) 3D 프린터의 출력과정과 작동원리

3D 프린터는 의미 그대로 입체의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이다. CAD나 Google Sketch 

Up과 같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구체화 된 입체 도면을 가지고 3D 프린터에 입

25) 『3D프린팅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 포럼」 창립 발대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7.9)

“ 산업용 3D 프린터의 설치 대수를 국가별로 보면, 전체의 38%를 미국이 차지하여 1위이며, 9.7%인 일본이 2위, 3위는 독일

로 9.4%, 4위는 중국으로 8.7%를 차지했다. 5,000달러 미만의 저가 프린터 시장규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배

이상 급성장했으나 2012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46%에 그쳤다. - 그 이유는 ‘3D 프린터 애호가난 얼리어댑터들의구

입’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개인의 수요를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따라 향후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홀러스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3D 프린터 3D 프린터 활용 비중은 소비재와 자동차 분야가 각각 20%를     

차지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치과 분야와 항공우주가 각각 15%, 산업장비 11%, 학교 8%, 정부/군대 

5%, 건축 3%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총 판매량 6,500대, 평균 판매가격 $73,220로 추정되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 중3개

(Object, Envisiontec, Beijing Tiertime)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6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전게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7.9)

<그림 2> 국가별 3D 프린터 설치 대수 비중 25)

산업별 점유율(’11)

소비재,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 의료가 전체의 67%

용도별 점유율(’11)

직접부품생산, 기능성 모델,

시제품 금형 조립공정 등의 용도

국가별 누적 점유율(’88 〜’11)

3D프린터 누적 판매량은

미국, 독일, 중국 순

소비재/전자제품

67%

의료/치과

15.1%

교육/연구

8.0%

건축업계

3.0%

정부기관

6.0%
기타

5.3%

자동차/운송

19.5%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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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면 도면에서 구축한 형태의 입체물을 직접 출력해 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3D 프린터

를 통한 물체의 제작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대략적으로 <그림1>에 나온 과정과 같다. 제일 먼저 어

떤 입체적 형상을 만들 것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다. 그리고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면으로 옮기거나 바로 3D 스캐닝을 기술 등을 거쳐 입체와 할 수 있

는 도면파일을 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인식하여 출력 가능

한 파일로 포맷(Standard Tessellation Languages27) 28))을 한 뒤, 3D 프린터를 통해 최종적으

로 그 물체를 찍어내고, 후 가공 처리를 하여 원하는 형상의 입체물을 완성하게 된다 .

(2)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

3D 프린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의료, 전자, 항공, 제조, 건설, 교육 등 매우 넓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D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물질의 소재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 섬

유, 세라믹, 금속, 줄기세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분야를 포괄할 수 있다. 게다가 3D 프

린터는 손톱만한 크기에 섬세한 조각상을 만드는가 하면, 반면에 콘크리트를 분사하여 건축물물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제작 가능한 규모의 범주에 있어서도 기존의 창작의 수단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29)

그런데 3D 프린터가 창작의 새로운 범주를 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이 이전에는 많은 공정

단계를 거쳐 제작해야 했던 것들을 그 재료나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단순하게 기계에 넣어 바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장점 때문만은 아니다. 3D 프린터는 그동안 입체물의 형상을 구성하는 데 있

어서 기존 제조업의 방식인 사출성형방식30)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리고 컴퓨

<그림 3> 3D 프린터의 출력 원리          * 자료출처 : http://www.3dways.net/xe/sub7_1

27) 호드 립슨·멜바 컬만 지음, 김소연 옮김, 『3D 프린팅의 신세계』, 한스미디어(2013. 6), 169쪽

“ 3D 프린터의 세계에는 표준 모자이크 세공 언어 Standard Tessellation Language(STL)파일 형식이라고 부르는 업계 자체적인 

표준 파일 형식이 있다.”

28)  STL의 과정은 3D 프린터로 디자인한 파일이 형상화 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STL의 파일 형식으로 포맷

되어야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3D 프린터로 입력되어 출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  한지영, 『“한지영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 3D프린팅 이야기] (2)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유력한 후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7/e20130723111953133790.htm> 서울경제(2013.9. 2.).

30) 진영준, 『사출성형 공정에서 캐비티 내의 압력과 온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정밀기계공학(2005.2)

“ 사출성형이란 고분자 용융 체를 금형의 Cavity내에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하여 채워 넣음으로서 Cavity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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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혜원기자, 『‘하나뿐인’ 작품도 옛말… 미술계 위협하는 3D 기술』 유니온프레스. (2013. 7. 25)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2> 

32) 최경수 지음,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11. 10. 144쪽

“ 건축저작물이라고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창작성만을 갖추면 건

축저작물로 보호된다. 일부에서는 예술성을 요건으로 보는 듯하다. 저작물성 판단은 예술성이나 품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으며, 굳이 건축저작물에만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33)  최영준 기자, 『3D 프린터의 마술… 그림같은 집도 짓는다』 동아일보 (2013. 8. 9) 

<http://news.donga.com/3/all/20130809/56924857/1> 

34) 국내 3D 프린팅 대행 업체, <http://www.3dconnection.co.kr/> (2013.9.13)

터의 정밀한 계산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의 구성들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의

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범주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입체물 속

에 또 다른 정교한 입체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구조로 기존에 조립으로 만들거나 아예 제

작자체가 불가능한 복잡한 형태들을 입체적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을 통해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

고, 자연에서 보여주는 것들, 정확한 계산으로밖에 만들 수 없던 것들도, 3D 프린터를 통해 완벽

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 아이디어를 실물로 거의 완벽하게 구

현해 낼 수 있는 창작의 도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어지는 저작물들

다음에 살펴볼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저작물’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3D 프린

팅을 통해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는 의미와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미술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4호)

3D 프린팅의 보편화가 예고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 분야가 예술분야

이다. 3D 프린터의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자연의 규칙적인 형태들이나, 복잡

한 구조와 공간을 가진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기술의 부재로 만들 수 없던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3D 프린터를 통해 각종 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 입체적 

조형물뿐 아니라 유화 등 캔버스에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회화를 찍어내기도 한다.31)

이러한 순수미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도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미술공예품이나 장신구 

등 그밖에 실용품의 제작은 기존의 D.I.Y문화에서도 주된 분야였기 때문에 3D 프린터와 같은 도

구를 통해 더 활발하게 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5호)

저작권법 제4조 1항 5호에 따른 건축저작물은 앞서 언급한 설계도면 뿐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

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꼭 주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 등에 세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그 사상이나 감정

을 표현할 수 있으면32) 건축조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D 프린터의 크기만 크다면 그에 맞춰 커다란 조각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모형 뿐 아니

라 실제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33) 건축 모형은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

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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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 및 모형 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1항 8호)

도형저작물은 4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써 지도·도표·설계도·모형·도형 등을 일컫는 

것으로, 2D와 3D를 모두 포함한다. 이 중 3D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입체적으로 형

상화 될 수 있는 모형과 도형이 해당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형과 모형이 저작물로써 인

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과 도형은 기능적 앞서 프린팅 과정의 도면에서 언급한 기능적저

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창작성을 복제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35)

4) 기타 저작물 - 캐릭터 저작물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은 각종 애니메이션, 2D 만화, 영화, 소설, 게임 등의 캐릭터를 3D 

프린팅을 통해 입체화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캐릭터의 종류는 크게 만화나 영화의 특정인물과 같

은 시각적 캐릭터와, 소설, 희곡 등에서 등장하는 어문적 캐릭터라는 두 가지로 나뉘며, 시각적 

캐릭터는 다시 순수하게 창작해낸 캐릭터와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로 나뉜다. 이러한 캐릭터들

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데 주로 저작권법상 다루어지는 것은 시각적 캐릭터 중 창작적 

캐릭터이다. 이는 영상화 되어 등장하는 경우 영상저작물로 판단하지만, 그 성격에 따라 2D의 주

인공인 경우에는 미술적저작물의 성격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개인이 3D 프린터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가 캐릭터 저작물일 것이다. 피규어의 

수집광들이나, 특정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캐

릭터와 형태를 출력하여 수집해 볼 수 있다.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와 소품들을 제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36) 레고와 같은 기존의 장난감·완구까지도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37)

(4) 3D 프린팅을 통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들

1) 개인 창작자들

3D 프린터는 특허만료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며,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3D 모델링 툴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안다면 원하는 형상을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디자이너나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그리고 가정용 

프린터에서의 결과물보다 더 정교한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첨부하여, 대

신 도면을 그려주거나 제작까지 완성해주는 업체들에 의뢰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의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38) 이렇게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디자인과, 순수한 창작물로써

의 조형물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물품이 될 수 있는 실용미술저작물, 그리고 특히 수

집광들이 열광하는 미니어쳐제작이나, 캐릭터를 모형으로 만드는 피규어 제작에도 용이하다.

35) 이해완 지음,『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43쪽

“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단 한 가지 표현방법 밖에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러한 경우에 그것역시 ‘표현’이라고 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그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바로 

합체의 원칙이다.”

36)  류현정 기자, 『북리뷰 - 3D 프린터의 모든 것』, 조선비즈 (2013.7.2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1/2013072101204.html>

37)  백지영 기자, 『오브젯, ‘레고월드 2012’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 선보여』 디지털데일리 (2012. 2. 17)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7821>

38) ‘셰이프웨이즈’ 국제적 규모의 3D 프린팅 대행 업체, <www.shapeways.com>,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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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적 활용을 하는 사람들

한편, 기업과 소규모 제조업자들 또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물건을 개인에 맞춰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지닌 효율성은 유효하다. 다만 예전에 시제품을 위한 형태 구축

과정인 목업(Mock-up)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 이제 3D 프린팅을 통한 테스트 

제품으로 경제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39)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쉬운 각종 모형이나, 자

료를 세밀하게 구축하는데도 3D 프린터가 사용될 수 있고, 특수한 재료로 세밀한 작업을 하는 데

에는 산업용 3D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화산업과 같이 특수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경우나, 피규어 제작처럼 한정적으로 생산하

되,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는 캐릭터관련 산업분야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프로슈머들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는 제작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용어이

다. 소비자가 제품의 창작, 제조, 유통과정에 참여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가 그동안 고객이 진

짜 원하는 상품을, 고객과 소통하여 만들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40) 3D 프린팅 기술은 소

비자가 필요로 하던 것을 직접 만들고 나아가 판매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프로슈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물건에 필요성을 느껴, 그것을 직접 만들고, 그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디어의 실용성을 인

정받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소셜 제작 홈페이지 Quirky가 그

러한 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여 발전

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소비하고 싶었던 물건을 이제는 직접 만들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

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 직접적인 의미의 소비자가 제작하고 다시 그것을 구매하는 프로슈

머의 의미에 가깝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소결

3D 프린터는 개인의 D.I.Y문화와 결합하여 ‘Maker movement’라는 현상을 이끌고 있다. 그

리고 ‘Maker movement’는 메이커봇과 같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3D 프린터가 만들어질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했고, 3D 프린팅에 관한 디자인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판매하는 활동까지도 가

능하게 하여 3D 프린터의 확산에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공유를 통해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활용방식은 창작에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

로 뛰어들도록 하는 동인이 되어 창작 문화의 흐름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3D 프린터가 확산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은 다양한 원료로 원하는 형태

를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3D 프린터의 기술적 특성과 결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3D 프린팅

39)  유효정 기자, 『나이키 - 운동화도 3D 프린터로 만든다.』, 전자신문(2013. 3. 8)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731694_1496.html>

40)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용어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0&cid=520&categoryId=520>

“ 앨빈 토플러 등 미래 학자들이 예견한 기업의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말이다.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개발, 유통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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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쉽게 침해하고, 쉽게 침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저작물은 입체적인 저작물이라면 거의 다 포함 될 만큼,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범주도 넓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관련한 문제의 발생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Ⅲ. 3D 프린터와 저작권법상의 핵심 쟁점, 복제문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활동 또는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3D 프린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미술 및 응용미술저작물, 캐릭터저작물, 건축 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에 이른다. 3D 프린터는 이

러한 저작물들을 더 쉽게 원하는 형태로 만듦으로써 창작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일 수 있지

만, 동시에 그 범주만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의 기술은 원하는 것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 3D 프린터와 복제의 개념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

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

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제

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본다면, 복제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의거하여야 하며, 전체의 복

제 뿐 아니라 그 원저작물의 일부일 지라도 저작물로써 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복제라 할지라도 복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유형물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 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3D 프린터는 원하는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그 기술적 특성상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하거

나 제작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에서 의미하는 복제를 할 수 있는 기

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3D 프린터를 통해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를 선택적으로 복제하는 것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그 활용범주에 있어서도 기존에 기존의 2D를 찍어내는 복사기계에서의 

‘복제’의 범위 보다 넓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3D 프린팅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

저 도면복제의 경우이다. 건축도면, 도형의 도면, 캐릭터의 도면 조형의 도면일 수도 있고, 그 자

체에 보호할만한 창작성이 있는 구성의 도면일 수 있는데, 이러한 3D 도면을 구축하기 위해 복제

의 대상이 되는 것은 3D로 구성된 도면 뿐 아니라 만화의 캐릭터 도안과 같은 2D형태의 평면의 경

우도 포함한다. 두 번째 형태는 3D 프린터의 출력을 통한 결과물로써의 복제인데, 이 경우에도 그 

기반이 되는 도면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써 그 침해의 성립이 가능하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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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제권’은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의 핵심에 속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

는 가장 전형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복제를 통해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 부수

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2. 발생 가능한 문제들 

(1) 온라인(On-line)상의 문제

도면작업은 3D 프린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단계이다. 3D 프린터에서 인식하기 위한 꼭짓점을 

구축하는 STL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을 위한 디자인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면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상 발생하는 도면으로써 저작

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그 자체의 창의적 특성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적인 도면42)

과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등을 출력하기 위한 도면인 경우이다.

온라인상에서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체적으로 공유를 하

려고 하는 커뮤니티나 Shayfeways와 같은 사이트, 3D 프린터를 판매하는 메이커봇사에서 부

수적으로 운영하는 Thingivers에서는 활용이 허가된 도면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43) 이렇게 

허가된 도면들은 대부분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써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등을 요

구하고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불법다운로드에 관해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지만, 개중에는 도면을 다운로드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도면

이 없다하더라도 물체를 보고 그 디자인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면, 직접 도면을 그릴 수도 있고, 

도면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면파일은 일종의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얼마든지 업로드 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다.44) 따라서 음악저작물 

동영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 캡쳐 등의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로봇 피규어 제작회사인 Games Workshop의 제품 설계도면이, 메이커봇에서 운

영하는 도면 공유사이트인 Thingiverse에 올라와 저작권소송을 당한 바 있다.45)

41)  오승종 지음, 『저작권법』, 박영사, (2013. 3), 143쪽

“ 결론적으로 설계도의저작물성이 긍정되는 경우, 그 설계도를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설계도의 복제권이 미치게 되며, 

이때 그 설계도의 대상물이 저작물성을 갖는다면(예컨대,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별도로 그 대상물에 

대한 복제행위도 되고, 따라서 대상물에 대한 복제권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설계도에 따라 대상물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는 설계

도면의 창작적 표현을 다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에는 설계도의 저작권(복제권)은 미치지 않는다.”

4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도면 파일을 통해 3D 프린팅으로 완성되어질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고, 단지 그 기능적 구조만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의 방식이 자체적인 개성이나 창작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도형저작물로써 보호 받을 수 있다.<중략>’

43) 고산 기획, 허제 지음, 『3D 프린터의 모든 것』, 동아시아 (2013. 7), 141쪽

44)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엮음, 『네이버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31313&cid=209&categoryId=209> 일진사, (2011.1.20.) 
“ 온라인[online] 컴퓨터의 직접 제어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오프라인(offline)과 대비된다. 

(1)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동작을 관리하고, 직접 컴퓨터 제어 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사람의 손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2) 컴퓨터로 즉시 정보를 보내고, 곧 결과가 나타나는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3) 단말 장치(terminal)가 통신 회선을 통하여 컴퓨터로 접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 컴퓨터의 직접 제어 하에서 기능 단위 조직에 관계하는 용어.”

45)  작성 (주)스트라베이스, 감수 노준석 미래전략팀장, 조현훈 CT사업화팀장, 이양환 미래전략팀 선임연구원 

『CT인사이트 - 3D 프린팅 기술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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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Off-line)상의 문제 

도면이 3D 프린팅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3D 

프린터로 제작된 응용저작물 및 미술저작물 그리고 도형과 건축물 건축모형들은 그 결과물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3D 프린터의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3D 프린팅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곧 눈에 보이는 모든 

저작물들이 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기존의 미술저작물을 바탕으로 응용미

술저작물을 고안하거나, 건축물을 그 크기를 조절하여 모형을 만들어 수집하는데 이용할 수 있

고, 캐릭터를 패러디를 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도 만들 수 있다.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만드

는 복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순회 전시를 위한 반 고흐의 특정작품들은 3D 프린팅을 통해 정

교하게 복제가 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순수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회화 또한 복제되어 남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도면은 앞서 언급한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구글 스케치업처럼 비교적 배우기 쉬운 3D 모델링 툴을 이용하거나, 3D 스캐너를 통해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도면을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원하는 것을 제작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3D 프린팅 도면에 관한 저작권적 쟁점을 비교했을 때, 온라인상에

서 유통되는 불법다운로드나 불법스트리밍서비스 등은, 말 그대로 유통되는 흐름이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양산되는 속도를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선상에서의 3D 프린팅을 통한 저작권침해행위는 기술적,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 3D 프린터가 보편화 되는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

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저작물들을 직접 만들어 쓰는 활동을 통해 관련 문

화산업분야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3D 프린터의 확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장

난감, 캐릭터제작 산업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취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캐릭터나 장난감

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하는 형태를 자신이 직접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사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3D 스캐너46)가 등장하여, 원하는 

물건을 도면까지 그리지 않아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용의 수준이 아니라 복사기

에 인쇄물을 찍어내는 듯 한 직접적인 복제도 가능해 진 것이 사실이다. 

3. 복제 그리고 이익의 충돌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했거나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저작물들을 개인이 직

접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면, 게다가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조절까지 가능하다면, 기존에 허락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던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저작권자들의 몫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사적복제는 허용이 된

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사적복제가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

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3D 프

46)    남윤선기자, 『3D 프린터에 이어 3D 스캐너도 대중화』, 한국경제(2013. 8. 2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3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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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팅기술을 통해 기존의 저작자의 권리가 훼손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적복제로써 

허용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첫 번째 이유가 현

실적으로 개인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어서, 3D 프린터

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저작물에 대한 사적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꾼다 하여도 

이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 침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개인용 3D 프린터의 확산은 ‘open source’의 문화 속에서 배양되고 있는데, 이는 저작

물의 사용에 대한 의식 공유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보호받기를 원

하는 저작자들의 저작물까지도 침해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자들은 

앞서 언급한 프로슈머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창작자이기도 한데,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

로 더 발전된 창작물을 만들거나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저작물을 재해석하여 

패러디를 한다거나, 이를 통해 또 다른 문화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open 

source의 문화적 배경이 지닌 미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창작활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저작권자들과 3D 프린터를 활발

하게 이용하는 잠재적인 창작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기존의 

저작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3D 프린팅에 관한 복제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통제한

다면, 지금 막 특허권의 종료로 꽃피우기 시작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보편화 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저작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을 방치한다

면, 창작문화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달갑지 않은 기술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소결

저작권자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지 않은 도면을 불법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중

송신권, 복제권 등을 침해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법다운로드가 되는 

플랫폼들이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꾀하여 플랫폼과

의 공존을 모색하는 등의 방식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캡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스트

리밍서비스 등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불법다운로드 외에 방법으로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여 완전히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어떤 창구에서 이러한 저작

권침해가 가능한지에 대해 그 경로와 흐름을 찾기는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기술적 제도

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3D 프린터에 관한 저작권법상 우려되고 있는 쟁점은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복제물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어렵다는 점이다. 도면은 받거나 만들면 하나의 결과물일 뿐

이지만,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없는 개인의 현실에 있어서 그것으로 그 저작물을 얼마나 만들고 어

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의 권리와 문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것이 저작물의 보호를 원하는 저작권자들과, 동시에 저작물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즉, 잠

재적 창작자들과의 이익균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

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상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한 제도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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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제도를 토대로 고찰해본 새로운 제도 

살펴본 바에 따르면 3D 프린터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핵심 쟁점은 복제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범주 내에서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그 자율적 이용이 보장되

는데,47) 3D 프린터의 특성상 이러한 개인적 이용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3D 

프린터에 있어서도 제30조의 조항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복제

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적으로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제30조의 사적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현실적으

로 일일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도 없기 때문이다.48) 규정에 따르면 사적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먼저,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49) 개인적이거나 가정의 범위 즉, 한정적으로 사용

할 것, 그리고 직접 복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한다. 다만, 30조 단서에 따라서 공중에 사용

하기 위해 제공된 복사기에서는 사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규정

의 해석에 따르면 사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 복사를 대행업에 부탁하여 제작하는 행위도 이러한 

단서조항에 따라 사적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 3D 프린팅의 

대행업체를 통해 타인의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된 다고 유

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활동 범주에서, 3D 프린팅을 통

한 사적복제를 하는 경우역시도 기존의 제30조의 사적복제에 해당되어 그 자율적 이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있다. 

첫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3D 프린터의 사용으로 개인적인 복제가 활발해진다면 관련 산업의 

규모를 볼 때,50) 그 권익의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서 사적규제를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사적복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훼손한다고 

Ⅳ. 3D 프린팅을 통한 복제문제의 해결방안들

47) 이호응, 『일본, 사적복제보상금 관련 저작권법 시행령 등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제3호(2009. 10. 16)

“ 베른협약에서는 사적 복제가 복제권의 예외라고 하는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사적 복제만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한다.”

48) 전게서, 오승종 저, 『저작권법』, 671쪽

“ 이 규정(저작권법 제30조)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하에 두게 된 것이다.“

49) 여기서 영리적인 목적이라 함은 복제를 통해 판매를 하거나 복제를 대행하여 복제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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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게서, 최경수 저, 『저작권법 개론』, 416쪽

“ 사적 복제에 대한 면책은 연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복제라는 이용형태는 원래 인쇄업자나 출판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사적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 사적 복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사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복제와 배포는 같은 

뿌리를 가지는 권리로 인식되어왔다. 출판업자에게 복제권을 허락한다는 것은 배포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복제권 행사는 

출판업자의 배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작자는 사적복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략> 사적복제행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도 다른 법익(사생활의 보

호 등)과의 침해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헤치지 않

으면서도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 업으로 사적 복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해줄 필요가 생긴다.“

51) 전게서, 오승종 저,『저작권법』, 681쪽

“ 복제보상금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오스트리아(1980), 헝가리(1981), 콩고(1982), 핀란드(1984), 아이슬란드

(1984), 포르투갈(1985), 프랑스(1985), 스페인(1987), 오스트레일리아(1989), 네덜란드(1989), 불가리아(1991), 체코(1991)

로 이어지는 등 2001년 현재 42개국 이상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1992년에는 미국과 일본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하지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이 과세제도로 운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52)  박희영, 『EU 사법재판소, 프린터에도 복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저작권동향 제14호(2013. 7. 18) 참고.

최근에 EU 사법재판소에서, 컴퓨터 프린터에도 복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기존에 컴퓨터 프

린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하는 기능으로써,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와 같은 복제 보상금 대상의 기기에 해당되지 않아왔

는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53) 이성우(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최근 사적복제의 범위축소 경향에 대한 소고』, 경성법학(2011.7), 158쪽

볼 수 없다는 점’이 3D 프린터를 통한 사적복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개인적 용도라 하더라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기존에 구입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라면,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의 허용 요

건에 있어서 비영리성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허용규정이 3D 프린터를 통한 사적복제

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

적복제’가 허용되는 두 번째 근거인 ‘현실적으로 사적인 범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사실을 적

발하기는 어려운 점’이 타당하다고 볼 때,  3D 프린터의 사적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해석은 

보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과잉 양산하고, 불법의 행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호한 저작물을 사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이용자들

의 권리를 위축시켜,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30조 사적복제허용의 

조항에서 3D 프린팅을 통한 복제의 경우만 예외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사적복제문제에 대응한 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검토

그렇다면, 3D 프린팅을 통한 사적복제의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작권자들

의 손해는 보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

외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3D 프린터를 통한 복제문제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적복제 제도는 사적 복제의 범주가 광범위 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점에 대한 대

안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51), 녹음기와 녹화기, 복제

기52)에 대해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책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도 2000년대 초반, 이 제도의 도입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

서 복제하는 경우까지도 사적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불법복제 

유통이 근절되지 않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사회53)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 되었고, 결국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3D 프린터에 대하여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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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기존의 기기에 대해서도 아직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3D 프린터만을 사적복제보상금의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3D 프린터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

일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처럼 도입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3D 프린터를 

대상기기로 지정한다고 하여도, 도서나 음악, 영상과는 달리, 오프라인 선상에서 원하는 것을 제

한 없이 만들어 주고받을 수 있는 3D 프린터 기계에 어느 정도까지의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3D 프린터와 관련하여 침해될 수 있는 산업의 범주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음반협회

나 영상협회처럼 보상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누구에게 어

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3D 프린터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존의 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 

하지만 기존에 그 필요성은 있었으나 도입하지 않은 제도라는 이유로, 또는 그 침해의 주체를 

특정하고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저작권자들에 

대한 권리의 보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장점을 살려 3D 프

린터에 관해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3D 프린터에 관련하여 권익이 침해되는 산업분야를 특정하

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보상금 부분을 차용하여,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책

임을 부과하여 일정부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다. 3D 프린팅의 활성화를 통

해 이익을 보는 이익주체이며,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부담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상을 할 수 있는 자본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분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피해의 규모를 측정하고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금전을 통한 직접적

인 보상보다는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분배의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저작물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 피해의 범주 또한 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기구나 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

나의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데, 음반협회나 영상협

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상금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용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고, 저작권법

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보다 본질적

으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개인용 3D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복제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따

라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면 이러한 환경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3D 프린팅 기술

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 기술의 환경에 대비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riginality를 가진 것은 저작권자들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업으로 삼는 다고 볼 때, 그러

한 저작권자는 3D 프린팅을 통해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정밀하고 경쟁력 있는 저작물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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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3D 프린터를 통해서 개인용 프린터의 기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을 판매 하거나, 그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도안을 유료화 하여 도면 그 자체

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아니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해당 저작물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주는 플랫폼을 개설하여 사업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만든 저작물에 응용될 수 있는 저작물들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

는 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3D 프린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곧 3D 프린팅에 있어 해당 저작물이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3D 프린팅을 통한 보상금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들이 3D 프린팅

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는 보상금의 할당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이

지만, 그로 인해 3D 프린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손해를 입은 것이 개인의 규모인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업의 개설을 돕거

나, 유료 도면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보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편 그 침해가 산

업의 규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

업비용에 대한 지원, 보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3D 프린터 업계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저작권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

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3D 프린터의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

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침해를 받던 저작권자들도 3D 프린팅 

기술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료로 고급화된 3D 프린팅의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3D 프린팅의 기능을 활용하는 문화가 자

리 잡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3D 프린터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활용하

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3D 프린팅을 통해 사적복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어

려운 오프라인선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복제, 불법배

포 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양면성을 지닌 이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서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3D 프린터가 그 사용설명서에 의무적으로 저작권에 어떠한 행위가 위

반되는지 명시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3D 모델링을 하는 관련 소프트웨어에도 기존에 

DVD나 비디오를 통해 영화를 관람할 때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주의를 의무화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을 볼 지 여부도 개인의 자유에 따른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을 모색하자면, 자동차나 총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물건은 등록을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그에 관련한 저작권법적 테스트를 

통해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들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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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침해 양상을 보더라도, 법의 무지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이러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적인 방법또

한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그 밖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1)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권법 제6장의 2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로써 저작권법 제2조 

제28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

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

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

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인데, 이러한 기술을 고의 또는 과실로 무력화 하는 것은 금지된다. 

3D 프린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온라인상에 배포될 수 있는 도면들은 이러한 보호조

치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호를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 다시 그 보호를 깨는 기술 또

는 방법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이 유료로 유

통되는 데에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 또한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기술은 DRM54)

등을 통해 정당한 사용료룰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리고 워터마크 방식55) 

등을 통해 불법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56) 그러나 이는 기존의 

비트화 될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한 방법들로써, 입체적인 물질로 도출되는 3D 프린팅에 있어서 같

은 방식으로 어디까지 보호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57) 오프라인상에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고

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 privacy의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54)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미래와경영연구소,『NEW 경제용어사전』,미래와경영 (2006.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3458&cid=2898&categoryId=2898> 

“ DRM솔루션은 텍스트, 그래픽,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일반적으로 컨텐츠 유통관리 및 대금결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55)  디지털 워터마크(wotermark)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9769&cid=200000000&categoryId=200003351>

“ 워터마크는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자만이 알 수 있는 아이디(ID)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상·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

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역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소유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디지털 워터마크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

서도 원본의 출처나 복제 경로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56) 전게서. 호드 립슨·멜바 컬만 지음, 김소연 옮김, 『3D 프린팅의 신세계』, 376쪽

57) Kevin Cho, 국내 3D 프린터 회사인 『ATEAM VENTURES』 공동설립자 겸 기술총괄책임자

“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 찾아간 Kevin Joe 분으로부터 복제와 관련한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 온라인상으로 저러한 기술적 조치가 있다고 하여도, 3D 프린터는 원하는 것을 한 개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미 현존하는 개인용 프린터를 가지고 전자제품

의 하우스적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대부분의 것들은 구입하지 않고 거의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본 논문에

서 다룬 저작권법상의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체적인 규약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

는데, 애플의 아이튠즈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단독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저작권침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에게는 해결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한편, 3D 프린팅은 그 결과물이 현실로 출력된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음원이나 동영상

처럼 비트화 될 수 있는 파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도 복제에 대응하는 방법

이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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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사용 허가표시 : 『네이버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769&cid=406&categoryId=406> 

“저작권자가 선택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저작권자가 라이

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을 통하지 않도록 이용 허락

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저작권자는 이용 허락의 범위에 상업적 이용금지ㆍ변경금지ㆍ출처 명시 등의 구체적 조건을 추가할 수 있

으며, 커뮤니티 게시물의 경우 제작물의 이용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59)  GPL(General Public License) : 전산용서사전편찬위원회 엮음, 『네이버 컴퓨터IT인터넷용어대사전』, 일진사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24410&cid=2959&categoryId=2959>

“ GPL: General Public License의 약어. FSF의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형식.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지만 소프트웨어의 복사, 

수정 및 변경, 배포의 자유를 제3자에게 허용한다."

60)  인터넷상에 무수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고, 그러한 프로젝트에서의 개발은 조금 더 전문적인 유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존중할 수 있고, 유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도 무료 소프트

웨어의 개발시장에 뛰어들어, 반사이익을 보기도 한다. 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경력을 토대로 유료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한다.

(2) 저작권 너머의 규범들과의 조화

저작물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열린 형태의 저작물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창작의 가치를 보전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저작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규범 밖에 있는 자

체적인 규약58) 59)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종의 당사자들 간의 계약의 문제이고, 저작

권자들의 동의 아래 허용된 규약이므로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3D 프린터가 촉발된 근간은 ‘open source’를 바탕으로 한 ‘maker movement’

이다. 그 태생적 뿌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만드는 문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물

론 이것이 발전하고, 이득을 창출하는 저작권분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침해와 문

제들이 또한 예고되는 때에 저작권의 규범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지라

도, 기존에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과 관련한 규범들에 대해서도 같이 가는 관계로써의 저작권법

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그 규정상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주는 다를지라도, 목표

하는 바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

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픈 소스소프트웨어와 유료 소프트웨어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60) 3D 프린터

를 통한 창작활동을 공유하는 문화는, 더 높은 가치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그 공정한 수호자로써의 역할은 다하

되 3D 프린팅의 문화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규범들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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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형태를 뭐든지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팅의 기술은 처음에는 놀랍게 다가

왔고, 그 이후에는 이 기술이 가진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술적 환경

이 변화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창작 문화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에 국한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

문에, 그 지점에서 건강한 창작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D 프린터는 ‘maker movement’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조류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술이

지만, 그것이 공유되는 문화,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통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

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의 등장이 아닌 문화적 개념인 부분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이러한 부

분을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며, 창작자와 또 언제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이익의 균형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저작권자들의 침해를 막는 동시에, 3D 프린터를 제

조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창작자들

과 이용자들 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의 역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감시와 보호의 소극적인 역할 뿐 아니

라, 창작자와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빠르

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존의 범주를 뛰어넘어 창작의 시대를 예고하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 어찌 보면 ‘복제’라는 저작권법상 가장 중요한 권익

의 침해를 예고하는 양날의 검 같은 3D 프린터의 등장을 맞아 저작권법이 부디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 기술이 본래의 선한 의도로써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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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 형성의 동향과

문제점 극복 방안

Ⅰ. 서론

Ⅱ.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과 전망

1. Amazon과 Apple의 디지털 콘텐츠 2차 유통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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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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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작물 시장 또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함

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은 디지털 중고시장의 실현을 이루어낸

다. Apple과 Amazon 그리고 ReDigi가 그 대표적 주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중고시

장의 본격적인 도입은 당분간 실현되지 못할 전망이다. 디지털 중고시장은 그 대상이 디지털 콘

텐츠라는 점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그리고 실물 중고 시장과 달리 많은 문제점을 가

진다.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비파괴성, 변형가능성, 재생산성은 디지털 콘텐츠에도 최초판매원

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의 변화속도에 맞추어 최신 판례

를 기준으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올해 미국에서는 ReDigi를 대상으로한 

Capitol Records의 소송이 ReDigi의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났다. 미국 법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는 저작물의 배포가 아닌 복제에 의한 재생산이기 때문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이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 중고판매 시장의 등장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지난해 유럽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인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한 Usedsoft에게 유럽사법재판

소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

용된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로 전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

에 관한 많은 판례를 가진 미국을 비롯하여 IT 환경이 발달한 한국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포와 

전송을 구분하고 있어 디지털 저작물은 배포 보단 전송에 속해 그 적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송역시 배포에 속하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도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명확

한 기준이 적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형의 매체를 구분하는 저작물과 유형의 매체 없이 인

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저작물과 관련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통한 기

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최초 판매 원칙이 아닌 

최초다운로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에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으

로서 그 기준을 판매가 아닌 다운로드로 하여 거래관계의 정확한 정립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존의 신품 콘텐츠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켜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개발자에게는 경영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저렴

한 가격에 중고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재판매시장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을 활

성화시켜 오히려 폭넓은 의미에서의 저작권자에게 경영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 사

업자들은 신품과 중고품 콘텐츠 간에 차별화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간의 이익배분의 문제 또한 경영상의 방법을 통해 적합한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물론 디지털 콘텐츠 중고시장의 형성과 경영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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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 거래 전후에 

복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Apple

의 경우 DRM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Amazon의 경우 개체이동 임계값을 고안하여 거래횟수를 

제한한다. ReDigi의 경우 자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하여 복제의 방지와 불법 유통을 추

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TCG에 의한 신뢰컴퓨팅 환경의 구축은 앞으로 보다 안전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여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 할 수 있게끔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

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해 최초로 다

운받았던 구매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실히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방안은 디지털 콘텐츠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는 물론 소비자의 활발할 이용을 

도모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은 아직 법리적 경영적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하여 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

이라 예상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의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많은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의 제기와 논의

를 모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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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고시장은 한국에서는 벼룩시장, 미국에서는 플리 마켓(flea market)이라 하여 옥내·외에서 

정기·부정기로 열리며, 저소득층 및 특정 수요자를 고객으로 하는 시장을 말한다.1) 중고 시장에

서 판매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수익을 얻으며 처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MF를 거치면서 중고물품에 대한 관심이 급

격히 높아지게 되었고 이런 시장은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와서 온라인 각종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중고 시장이 형성되어 거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고 거래의 대상 중 저작물의 경우 중고 거래

를 통한 재판매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시장에서 CD나 LP판 등 

유형의 매체에 담겨진 디지털 음원은 현재도 판매가 가능하고 중고 서점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 권리소진2)이란 법률적 근거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형

의 매체를 지니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도 재판매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유형의 

매체를 가지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도 이제 중고 시장에서 재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의 대

중화와 모바일 단말기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

털 콘텐츠의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3)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차지하는 중요

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시장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저작물 시장의 주요 판매 시

장은 더 이상 실물 시장이 아닌 디지털 시장이 이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디지털 콘텐츠 시

장은 사용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유럽에서만 2017년 102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특히 세계 음악 시장규모를 통해 살펴보면 기록 음악 분야 중 물리적 유통은 159

억 6,900만 달러(32%), 디지털 유통은 77억 3,100만 달러(15.50%)로 현재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체 음악시장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유통의 1/2에 불과하지만 2011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반면 기록음악의 물리적 유통 분야는 7.0%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앞으로 2016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시장 역시 디지털 음악시장으로 12.6%

의 연평균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 음악시장의 변화에 따라 2015년 세계 음

악시장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이 물리적 음악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디지털 음악시

장으로의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디지털화 

움직임은 디지털 음악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1) “벼룩시장” 두산백과

2) 국내에서는 권리소진원칙이라 하고 미국에서는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3)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International. 
http://stakeholders.ofcom.org.uk/binaries/research/cmr/cmr12/icmr/ICMR-2012.pdf (2012. 12. 13)

4) HING 10.2 BILLION B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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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유통 분야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래에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과 사용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주요국 소비자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구매 경험 비교7)

5)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PricewaterhouseCoopers,2012.

6) IFPI(2012)

7)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International 2012.12

[표 1] 세계 음악시장 규모5)

물리적

디지털

기
록
음
악
유
통

2007

27.151

-13.6

5.173

42.0

32.324

-7.8

24.469

4.5

56.793

-2.9

2009

19.974

-13.0

6.799

9.6

26.773

-8.2

26.381

5.3

53.154

-2.0

2011

15.969

-7.0

4.731

8.7

23.700

-2.4

26.186

4.8

49.886

1.3

2008

22.954

-15.5

6.204

19.9

29.158

-9.8

25.063

2.4

54.221

-4.5

2010

17.163

-14.1

7.114

4.6

24.777

-9.3

24.993

-5.3

49.270

-7.3

2012

14.610

-8.5

8.864

14.7

23.474

-1.0

27.650

5.6

51.124

2.5

2013

13.506

-7.6

10.063

13.5

23.569

0.4

29.202

5.6

52.771

3.2

2014

12.603

-6.7

11.326

12.6

23.929

1.5

30.881

5.7

54.810

3.9

2015

11.873

-5.8

12.631

11.5

24.504

2.4

32.637

5.7

57.141

4.3

2016

11.308

-4.8

13.966

10.6

25.274

3.1

34.467

5.6

59.741

4.6

성장율 

-6.7

12.6

1.3

5.6

3.7

분야

기록음악
전체

라이브음악
전체

전체음악
총계

Ratail Value. 백만달러, 변화율%

  정기적으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다
 가끔 유료콘텐츠를 구매한다
 드물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다
 유료 콘텐츠 구매 경험이 없다
 잘 모르겠다

중국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15%

11%

10%

9%

8%

6%

6% 8%

3% 8% 17% 69%

9% 27% 57%5%

18% 60%

13% 18% 55%

15% 19% 52%

16% 17% 56%

9% 18% 59% 4%

3%

6%

7%

7%

3%

1%

34%

14%

29%

20%

16%

50%

2%

5%

<그림 1> 세계 기록음악 시장 비중추이6)

(1997~2011년, 분야별)
 Physical      Digital      Performance rights      Synch

‘97

27.4

‘98

28.5

‘99

28.6

‘00

28.1

‘04

23.3

‘08

14.8

‘01

27.7

‘05

21.8

‘09

12.9

‘02

25.8

‘06

19.8

‘10

11.1

‘03

23.9

‘07

17.3

‘11

10.2

0.4
0.4

0.4

0.5

1.2

0.5

2.3

0.6

3.2

0.7
0.8

4.2

0.8

4.6

0.9
0.3

4.8

0.9
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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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Book2.0 Magazine(2013. 3. 28).E-Book再販売あるいは中古コンテンツ

9) Mashable ‘Apple and Amazon Lay Foundation for ‘Used’ Digital goods Stores’ 2013, 03,09

10)  형식적으로 잠재적 모호성이란 계약법에서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T1이란 곳에서 결과1을 촉진하는 기술1이 있다고 하자. 결

과1은 가치1과 가치2라는 두가지의 다른 가치와 양립한다. T2라는 환경에서는 기술1은 기술2로 바뀐다. 기술2는 이제 결

과1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1과 결과2 모두를 허용한다. 결과1은 가치1과 일치한다. 결과2는 가치2와 일치한

다. 그러므로 잠재적 모호성이 성립한다. 저작권분야에서 잠재정 모호성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적으로 공유와 문

화적으로 개방이라는 움직임과 동시에 그 반대적인 경향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류종현, 『현대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57~58p

11)  온라인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누구나 판매할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물건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방

식의 인터넷 중계 쇼핑몰. 온라인마켓플레이스는 장터, 매매시장, 중계자의 역할을 위해 오픈마켓 형식을 이용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12) USPTO. Secondary market for digital objects.(2013. 1. 29)

이렇듯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날로그 콘텐츠에만 적용됐던 소유권

에 대한 개념이 디지털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디지털 콘텐츠도 중고로써 거래가 가능하

다는 발상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틈새시장으로 디지털 중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8)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신제

품에 가까운 디지털 콘텐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중고 거래에 대한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관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거

래 실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

어는 디지털 중고시장을 형성하였다. 실제로 Apple사와 Amazon은 디지털 중고 시장에 관한 특

허를 인정받았고9) ReDigi란 사이트는 세계최초로 디지털 중고 음원을 판매하였다. 디지털 중고

시장의 형성은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의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 배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의견이 합의되

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은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이나 결함을 파생시킴으로써 

이른바 ‘법과 기술의 충돌과 괴리에 의한 잠재적 모호성’10)이 유발되고 있다. 기술 발전은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 동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신판례를 통해 디지털 중고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법리

적, 기술적, 경영상의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Amazon과 Apple의 디지털 콘텐츠 2차 유통 특허 획득 

(1) Amazon의 사례 

Amazon은 2009년 5월 미국 특허청에 디지털 상품을 위한 2차 시장(The Second Market for 

Used Digital Items)를 신청한다. 미국 특허청은 2012년 1월 이를 특허로서 인정한다. 특허 신

청서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E-book, 동영상, mp3, 어플리케이션 등 정식구매절차를 거친 디지

털 콘텐츠의 2차거래 마켓플레이스11)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12) 개인의 저장소에 저장된 콘텐츠

Ⅱ.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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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이용자의 저장소로 전송되고 원래의 저장소에서는 삭제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거

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Amazon은 콘텐츠 이동빈도를 산출할 수 있는 자체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개인화 저장소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판매 가능 횟수를 별도로 표시

하도록 하여 중고 콘텐츠의 유통거래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혹은 다운

로드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제한값13)을 초과한 경우 Amazon은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며 거

래가 거부된 디지털 콘텐츠는 원래의 소유주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mazon의 거래 횟

수 제한 장치는 콘텐츠 희소성을 유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Amazon은 해당 특허를 통해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14) 저작권

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거래될 경우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령하게 되며, 이때 Amazon은 저작권

자가 수령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확보할 수 있다. 중고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 역시 금액

의 일정 비율을 Amazon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다.

(2) Apple의 사례 

Apple은 2013년 3월 ‘디지털 콘텐츠 아이템에 대한 접근 관리 (Access To Digital Content 

Items)’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다.16) 이는 Amazon과 같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구매한 도

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의 2차 거래를 하는 마켓플레이스 설치를 목표로 한

다. Apple의 특허 신청서에 따르면 DRM기술을 디지털 콘텐츠 중고거래 보호 조치로서 적극 활

<그림 3> Amazon의 중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특허 관련 이미지15)

13) Amazon은 이를 개체 이동 임계값(Object Move Threshold)으로 표현한다.

14) CNET, ‘Amazon patent way for you to sell your digital items’, 2013.02.06

15) PPO  http://www.freepatentsonline.com/8364595.pdf 2013.03

16) Apple Insider, ‘Apple’s digital content resale and loan system could allow DRM transfer between end user’ 20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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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계 전문가들은 이전 소유권자와 새 소유자가 모두 콘텐츠의 복사본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Apple은 

디지털 콘텐츠의 DRM에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고 중고 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DRM 정보를 변경하는 식으로 원

구매자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18) CNET, Apple could let you sell your iTunes content to other people. (2013. 3. 7)

19) 미국상표특허청 

20) Publishers Weekly. ReDigi Plans to Sell Used E-books.(2012. 7. 27)

21)  이 과정에서 Media Manager 라는 프로그램이 이용자 컴퓨의 본체나 컴퓨터와 연결된 각종 장치에 사본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

한다. 단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기타 장치는 확인할 수 없다.

22) ReDigi Credit은 사용자가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하거나 기존 보유 음원을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확보 할 수 있다.

용할 예정이다.17) Amazon이 콘텐츠 거래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Apple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자가 중고판매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정 E-book의 경우 출간 1

년 내에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재판매 가격을 출시 이후 6개월은 10달러 이상으로 설정한뒤 이후 

5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다.18) 이익배분에 관하여 Apple은 재판매 수익금

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공한다고 특허 신청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 비율은 콘텐

츠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콘텐츠 제작시점과 재판매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2. ReDigi 사례 

ReDigi는 MIT 교수 Larry Rudolph가 IT 기업가 John Ossenmacher와 2011년 10월에 창립

한 디지털 음원 재판매 플랫폼이다. ReDigi는 개인용 PC의 하드 드라이브 등 자신의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은 디지털 음원을 자사가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공간에 업로드 해놓고 스트리

밍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20) 사용자가 더 이상 청취하지 않기를 원하는 음

원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음원을 ReDigi가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다른 이용자

에게 판매한다. ReDigi는 아이튠즈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매된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는 음원만

을 재판매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가 아이튠즈에서 구입한 음원파일을 ReDigi의 Cloud Laker에 

올리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는 해당 파일이 지워지고 ReDigi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된다.21) 

ReDigi를 통해 중고 디지털 음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용 가상화폐 ReDigi Credit22)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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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ReDigi를 통해 얻은 디지털 음원 판매 수익이 10달러에 이르면 이를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

로 전환 할 수 있으며 매출의 일부는 ReDigi 측에 수수료로 지불한다. 사용자가 ReDigi의 마켓플

레이스에 중고 디지털 음원을 등록할 경우 ReDigi는 음원 구매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

공한다. 이 쿠폰을 이용할 경우 판매가 대비 약 20센트정도 저렴한 가격에 중고 디지털 음원을 구

매할 수 있다. ReDigi는 음원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급 프로그램인 ‘Artist Syndication 

Programme’23)도 운영 중이다. 또한 ReDigi는 자체 개발한 포렌식 엔진24)을 ReDigi Media 

Manager에 적용하여 정식 구매한 디지털 음원이 아닌 CD에서 추출한 음원이나 불법적인 유

통 경로로 확보한 음원을 판별하고 이들 음원의 재판매를 차단한다.25) 향후 ReDigi는 E-book

은 물론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ReDigi의 John Ossenmacher CEO는 이미 E-book 재판매에 관련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

며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역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26) ReDigi의 가격

대는 아이튠즈의 0.99달러달러보다 낮은 0.49달러에서 시작되며 수익의 배분은 ReDigi가 20%, 

판매자 60%, 저작권자 20%이며, 저작권자의 몫은 기금 형태로 적립된다. ReDigi는 “세계최고

의 중고 디지털 음원 판매 전문 온라인 장터”라는 표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체가 합법적임을 강

조해 왔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가 저작권법에 명시된 최초판매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ReDigi는 아이튠즈에서 구입한 음악파일만 거래가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아이튠즈의 

온라인 음원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디지털 음원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ReDigi가 디지털 음원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예상 할 수 있다. 

3. 소결

(1)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지위와 책임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나 기관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27)라

고 한다. 따라서 ReDigi나 Apple, Amazon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은 말 그대로 온라인마켓플레이스이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의 주체

는 판매자, 중개자, 소비자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중고시장에

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2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판매자가 가진 콘텐츠를 중개자의 네트

워크에 등록하는 행위와 둘째, 중개자의 네트워크로부터 콘텐츠를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행위

이다. 이는 저작권 법상 전송28)에 또는 배포29)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

23)  Artist Syndication Programme과 협약을 맺은 음원 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원이 재판매 될 경우 해당 매출액의 20%를 저작권

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24)  워터마킹 기술 중 하나인 포렌식 마크는 저작권 정보 뿐 아니라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도 삽입할 수 있어 콘텐츠의 유통경로 파악

이 가능해, 기존 워터마크가 콘텐츠의 불법성만을 식별하는데 그쳤다면 포렌식마크는 불법 콘텐츠의 배포자까지 식별해 낼 수 

있다. 기술적 극복방안에서 자세히 다룬다. 

25) TIME. How ReDigi Lets You Resell Digital Music.(2012. 6. 27)

26) Publishers Weekly. ReDigi Plans to Sell Used E-books.(2012. 7. 27)

27)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제 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말한다)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30호

28)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조 10호 

29)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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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운받게 하는 행위

는 저작권보호에 위반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중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제공한 ReDigi와 Apple, Amazon 등은 디지

털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장을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행

위에 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은 Bit 

Torrent30)에서의 불법 다운로드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구매한 디지털 음원 또는 책을 서버에 복

제하지 않고, 해당파일로부터 삭제하고 이동한다. 은행의 계좌에서 현금 이동 없이 디지털 거래

로 전산 상 이동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책이나 음원을 이동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

도록 한다는 것이다. 

(2) 디지털 중고 콘텐츠 모델간의 비교와 전망  

현재 미국 특허청에 의해 인정된 Amazon과 Apple 그리고 ReDigi의 중고 시장 모델을 각각 비

교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세 개의 모델 모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저작권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불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존에 음원파일 서비스만 제공하던 ReDigi도 E-book과 소프트

웨어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각각 중고 판매의 조건과 콘텐츠 보호조치가 다르

다. 이에 관하여 어느 모델이 보다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익배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Amazon과 달리 Apple이 재판매 수익 배분에 대한 설명

을 정확히 적시하며 원저작자의 지속적인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31)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시장은 다양한 모델로 형성중이다. 그러나 Apple과 Amazon은 실

제 해당 특허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중고 거래 시장을 바로 출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해당 

특허에 대한 Amazon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2차거래 시

30)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사용자가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규약(Protocol)이다. 수십 기가의 거대 파일일지라도 파일 을 일정 크기로 조각내 공유하므로, 조각 파일을 다 받으면 전체 

파일을 다 받지 않더라도 다른 다운로더에게 조각 파일이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파일을 공유할수록, 다

운로 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토렌트의 공유방식은 더욱더 효율이 높아진다.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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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백우람,최명호, Bittor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

법공유문제와 대응방안,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7~33p

31) public Content 

[표 2] 중고 콘텐츠 제공자로써 Amazon과 Apple과 ReDigi 비교

구분

거래대상

판매 조건 

콘텐츠 보호조치

 

재판매 수익배분 
 

Amazon

콘텐츠의 중고 

거래 횟수 제한

개체 이동 임계값 사용

판매자 : 판매수익 - 수수료 

Amazon : 판매자의 수수료 

저작권자 : 판매자 거래 금액의 

일정부분

Apple

콘텐츠 제작자가 

중고 판매 조건 선정

DRM 사용

재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공
 

 

적법하게 구매한 E-book, 동영상, mp3, Apple리케이션

ReDigi

iTunes 음원

저작권료지급 

프로그램 운영

자체 포렌식 워터마킹 사용

판매자 : 60% 
ReDigi : 20% 

저작권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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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상대적으로 신규 영역이기 때문에 Amazon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사전 탐색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ReDigi가 현재 Capitol  레코드를 중심으

로 한 저작권 협회에 의해 기소 된 상태에서 남부지장법원의 항소심이 올해 10월에 발표될 예정

이다. 아직 ReDigi 대 Capitol 레코드의 판결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ReDigi와 캐피

털 Records판결은 Amazon이나 Apple이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중고 콘텐츠 재판매시장을 시작

할 지에 대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ReDigi에 대한 판결에 따라 디지털 중

고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1.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

(1) 최초판매원칙

최초판매원칙이란 일단 매매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소유하게 되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혹

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저작권 내 원칙이다. 미국은 현행 저작권법 상에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법하게 콘텐츠를 구입한 자에 대해 이를 재판매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중고서점 도서관 등의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논거이다. 최

초판매원칙은 도서 음반 등의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 널리 적용되어 온 반면 디지털 형태의 저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중고의 개념

 ‘중고’는 사전적으로32)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 되어 낡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고의 유통

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새 것에 비하여 가치가 하락한 낡은 것을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

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은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33)

을 말한다. 무형의 지적 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재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

츠도 정보이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34) 다만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해 

물권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비파괴적 속성을 보유한다. 저장 매

Ⅲ.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문제점

32) 국립 국어 연구원 (중고 :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3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34) 정보는 배타적 지배가 어려워 소유권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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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고갈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일

단 생성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형태 및 품질이 영구히 유지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업데이

트 등을 통한 콘텐츠의 추가나 수정 등이 용이하다는 변형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

텐츠는 재생산성의 특징으로 인해 낮은 비용으로 무제한적인 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아날로

그 제품과 달리 복제가 진행되어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35) 이에 따라 종이책, 음반 등과

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사용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서는 중고판매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6) 게다가 디지털 콘텐츠는 

아날로그 콘텐츠에 비해 거리에 따른 제약이 적고, 번거로운 배송절차 등이 필요 없다. 따라서 중

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은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 대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

우 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자로부

터 양수인에게 저작물이 일단 이전되면 판매인지 또는 라이선스 인지에 상관없이 즉 저작물 매체

의 유형의 여부 및 매체의 반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영구적인 접근이 가

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판매 원칙에 의하면 디지털 콘텐츠 역시 양도 형태가 ‘판매’인 경우  재판매가 성립

한다. 라이선스일 경우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중고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미국의 판례 

미국의 경우 최초판매원칙은37) 1908년 Bobbs-Merrill v.Straus판결38)에서 처음으로 인정되

었고, 이후 수많은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오다가 1976년 연방저작권 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성

문화되었다. 미국은 배포권39)과 최초판매의 원칙40)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오프라인

이 아닌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41)

본고에서는 ReDigi에 대한 미국 납부 법원의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에 대한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ReDigi V. Capitol Records 사건의 사실관계 

영국 기반 글로벌 음반사 EMI 산하의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캐피털 레코드는 2012년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음원 100개 이상을 허락 없이 판매하여 ReDigi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

하였다.42) 원고 캐피털 레코드는 디지털 콘텐츠는 그 속성 상 복제를 통해서만 업로드 되고 전송

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중고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용자가 ReDigi를 통해 재판매하는 음

35) 류종현, 『온라인 저작권』, 한울(2011. 2.16), 133~136쪽

36) Wired(2013. 4. 1). Reselling Digital Goods Is Copyright Infringement

37) 손승우,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통권 제91 (2010) 28면.

38) 210 U.S 339(1908)

39)  연방저작권법 제 106조(3)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40)  저작권법 제 109조(a)에서 106조(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

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41)  Advent Sys b. Unisys사건(1991), United States b. wise 사건(1997) Novell v. Network Trade Center 사건(1997), Softman 
v. Adobe 사건(2001) 등에서미국법원들은 소프트웨어 거래를 매매로 보고 최초판매의 원칙을 인정한 바 있다. 반대로 MAI Sys 
v. Peak Conputer 사건(1993), Davidson&Associate v. Internet Gateway사건(2004), Wall Data v. Los Angeles Country 
Sheriff's Dept 사건(2006)등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를 라이선스거래로 보기도 하였다.

42)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2013 WL 1286134 (S.D.N.Y. Mar. 30, 2013).

장
려

상
 ㅣ

 디
지

털
 콘

텐
츠

 중
고

 시
장

 형
성

의
 동

향
과

문
제

점
 극

복
 방

안
 _ 이

상
아



150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원은 원래 구매한 음원의 복사본으로 복사본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피고 ReDigi가 권한 없이 음원을 재생산(Reproduction)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각 침해당 $15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음반 사업 협회 (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도 ReDigi 측에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 상태이

다.  ReDigi는 이에 대해 일단 매매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소유하게 되면 이를 제3자에게 양

도 혹은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미국의 현행 저작권법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합법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2) ReDigi v. Capitol Records 판시사항

뉴욕 남부 지법은 2013년 3월 30일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가장 큰 쟁점인 “적법하게 제작되고 

구매된 디지털 음원이 최초판매 원칙에 의거하여 ReDigi를 통해 재판매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재판매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디지털 음원이 전송 전후를 통틀어 1개뿐인 경우 파일의 불법적 

전송이 저작권법에서 가리키는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과거 판례가 없었지만 법원은 이러

한 행위 또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디지털 음원을 하나의 저장장치에서 다른 저장 

장치로 옮기는 행위43)가 복제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시간이 지나고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서 

재판매 행위가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음원의 특성상 ReDigi는 해당 제품의 시장에 유

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기존 음원이 

없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새 음원이 생성되었다는 데 있다고 판

시하였다. 최초판매원칙에 대하여 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은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배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음악을 다운로드 하고 저장한 하드디스크나 레코드는 파

는 것만이 현행법상 인정 가능한 재판매의 범위라고 판시하였다. 즉 현행법상 최초판매원칙은 저

작물이 고정된 유형의 배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원은 ReDigi가 이용자들의 저

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3) ReDigi v. Capitol Records  사건 의의 

ReDigi를 상대로 한 Capitol  Records의 소송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재

판매를 허용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미국 최초의 법정 공방이란 점에서 특히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저작권법 하의 최초판매원칙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본 판결로 인하여 일

반 상품의 중고 시장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이미 구매했던 디지털 음원을 재판매하는 온라인 거래

시장 구축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남부 법원은 디지털 음원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재판매는 배포가 아닌 복제라는 것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은 저작물이 고정된 유형물을 대

상으로 한 것임을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 미국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

하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44) ReDigi 사건과 같은 달이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권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값비싼 미국 대학의 교과서를 한 대학원생이 원고 출판사가 미국내 보다 해

외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을 알고, 이를 해외에서 대량 구매하여 미국에 되팔아 상당한 이득을 얻

43) 판매자의 저장 장치에서 ReDigi의 서버로, 서버에서 구매자의 저장 장치로 옮겨지는 행위

44)  미국 저작권법 1,(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저작자의 원저작물은 본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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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소송에서 피고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온전한 자

유 결정권이 있으므로 이를 되팔던 처분하던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45) 이러

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ReDigi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디지털 음원 판매

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차이점은 재생산과 재판매의 구분에 있다”46)고 판시하였다. 즉, 디지

털 음원 트랙은 대학 교과서와 같이 현존하는 물품이 아니라서 처음 판매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

고, 따라서 피고 ReDigi의 서버에 디지털 음원 트랙을 게시하는 순간 새롭게 재생산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E-book, mp3, 또는 디지털 영화 등을 아이튠즈나 Amazon에서 구매한는 경우, 이

는 재판매를 할 수 없는 단순한 임대의 개념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재판

매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침해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 상품의 재판매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진영도 존재한다.47) 이번 판결은 과도한 저작권법의 적용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디지털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거래를 해치고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화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미국

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 유럽의 판례 

1) Oracle v. Usedsoft 사건의 사실관계 

이사건의 원고인 Oracle(Oracle International Corp)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Oracle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적법한 라이선스를48) 취득한 고객

은 Oracle의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피

고 유즈드 소프트(UsedSoft)는 중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독일회사로서 Oracle의 고객으로

부터 구매한 라이선스를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였고, 피고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한 고객은 

Oracle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원고 Oracle은 유즈드소프트

가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라이선스 받은 오러클의 중고 소프트웨어를 오러클의 허락 없이 재판

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유즈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소를 독일 뮌

헨 법원에 제기하였다. Oracle은 Oracle서비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라이

선스에 대한 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주장하며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부인하였다. 동시에 

Oracle서비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양도이며 양도는 라이선스에 따른 이전이므로 유형물을 통

한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적용되는 최초판매의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Oracle은 소프

트웨어 대한 소유권 및 배포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1심법원과 고

등법원은 Oracle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형태의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라이선스계약서 상 양도금지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독일 저작권법제 69c조 제 1항 

45)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No. 11-697 (U.S. Mar. 19, 2013)

46)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2013 WL 1286134 (S.D.N.Y. Mar. 30, 2013).

47) Aol. ReDigi: the world's first second-hand mp3 marketplace. (2012. 8. 31)

48)  이 라이선스 계약에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를 이용

자의 서버에 영구히 저장할 권리와 작업장 컴퓨터 메모리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함으로써 최대 25명의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계약이 지속되는 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과 프

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프로그램 또한 이용자들이 Oracle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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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및 EU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지침(2009/24/EC)49) 제 4조 제2항에 따른 최초판매의 원칙

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프

로그램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

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 Oracle v. Usedsoft 사건의 유럽사법재판소 판시사항

2012년 7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는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Directive /2009/24)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소프트웨어의 다

운로드 부분과 라이선스 계약의 부분은 본 거래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서로 구분 되는 것이 아

닌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0)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최초판매원칙이 무형의 재산에

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매(sale)”란 지불에 대한 대가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온라인 전송은 유형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공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형의 

매체에 의한 디지털 상품의 판매와 다운로드에 의한 무형의 상품의 판매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51)

동시에 유럽사법재판소는 Oracle의 라이선스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관계가 비록 라이

선스의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판매이기52)때문에 Oracle은 소프트웨어 매매이

후까지 재판매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유즈드 소프트가 Oracle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Oracle은 다운로드 이후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금지할 배포권은 소진되며 유즈

드 소프트가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있다. 더불어 최초 구매자는 해당 소프트웨

어를 제3자에게 다시 재판매한 이후에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고 소프트웨

어의 재판매 후에 최초로 다운받았던 구매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술적 보호 조치”53)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Oracle v. Usedsoft 사건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

는 것과 인터넷상 다운로드 저작물에 대해 최초판매 원칙의 적용 조건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 

저작물 외에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저작물에도 동일한 

판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단서를 제공한다. 유양도 과정 및 저작권 관계에서 

소프트웨어 저작물에서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화, 음악, 스마트폰의 앱, 

49)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50)  UsedSoft GmbH v. Oracle International Corp.,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GrandChamber),C-
128/11,3July.2012.

51)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DVD등 유형의 저장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전송 받아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52)  유럽사법재판소의 인터넷상 다운로드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원칙 적용 기준은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권한을 부

여 할 것, 무한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할 것,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가를 저작

권자가 받았어야 하는 건을 조건으로 한다. 

53)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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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이용자에 의한 직접다운로드만으로 저작물이 전송되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회

원국들의 저작권 정책과 관련 입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아가 세계적으로 

디지털 중고 시장 형성의 움직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유럽사법재판소의 Oracle v. Usedsoft 판례와 미국 남부 법원의 ReDigi 
판례 비교

미국의 기존의 판례와 유럽 사법재판소의 Oracle사건을 유추해 보았을 때 저작물의 양도가 판

매인지 라이선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유럽과 미국 판

례의 근거가 일치한다. 즉 판매의 경우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되

고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판매에 의한 배포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일치한다. 미국과 유럽의 판례에

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 중고거래의 유통 유형의 판단과 최초판매 원칙의 적용 대

상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 유형을 배포가 아닌 복제에 의한 재생산

이라고 보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를 배포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

의 근거는 미국의 경우 최초판매 원칙이 유형의 콘테츠에만 적용되고 무형의 콘텐츠의 경우 적용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유형과 무형의 콘텐츠는 동일한 것으로 보

고 최초판매원칙은 유무형의 콘텐츠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

은 피고 ReDig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배포권 중고 콘텐츠를 구매한 자가 아닌 원

고 Capitol Records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유럽은 피고 Usedsoft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Oracle의 배포권은 최초 다운로드 이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판례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법원 내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견

해들이 제기되므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미

국은 디지털 전송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해 오고 있으나 불법복제 방지기술의 

발전으로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4]

구분

소송의 대상

해당 사건에의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 

유통 유형의 판단

콘텐츠 종류에 따른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

 

판결 결과 

미국의 ReDigi 사건

ReDigi의 중고판매 음원

X 

복제(재생산) 

유형에만 적용 

무형의 콘텐츠엔 적용 불가능

ReDigi의 중고 음원 제공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유럽의 Oracle 사건

Oracle의 소프트웨어

O 

배포 

유형과 무형이 동일하다고 

판단 모두 적용

Usedsoft의 중고소프트웨어

거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Oralce은 배포권 소멸

비교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에서 동일

 

배포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

된다는 점에서 동일

 

최초판매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피고의 불법성과 원고의 

배포권 소멸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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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콘텐츠 최초판매원칙의 한국에 적용가능성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는 배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54)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5) 배포의 개념에는 복제물을 포함한 유형매체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작

권 중 온라인상에서 인정되는 ‘전송’과 구별된다. 전송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

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6) 인터넷을 통해 mp3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배포가 아닌 전송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의 예외로서만 인정되며 전송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전통적인 유형의 저작물과 유형의 매체를 수반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

해서는 배포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유형의 매체 

없이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배포를 인정하지 않은 ReDigi에 대한 미국 남부 법원의 판단과 일

치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형의 매체 없이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 해

석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문구상 논거와 저작권법의 목적상 논거라고 판단된다. 나

머지 입안맥락상 논거나 보통법상 최초판매원칙의 연혁 상 논거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저작권법 입법 과정이나 판례 연혁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논의에 시사점이 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판매 이론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이

론과 거의 흡사하다. Oracle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경우보다 

더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초판매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와 디

지털 저작물의 전송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배포와 전송을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고찰해 볼 때 전송과 배포는 

넓은 의미의 배포 개념 내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국내법에서 배포와 전송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해도, 유럽사법재판소에서의 배포와 국내법의 배포와 전송의 개념 간에 충

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7) 그러므로 유형의 매체를 수반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매매와 온라인상에서 직접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동등한 것으로 보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내 저작권법 규정의 적용 시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소결

2012년 7월 Oracle과 Usedsoft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

해서도 전통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상으로 다운

54)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55)  저작권법 제 2조 제 23호.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56)  저작권법 제 2조 제 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7) 노현숙,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7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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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2013년 3월  

ReDigi 사건에 대해서 미국 남부 법원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는 배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저작

물의 양도가 판매인지 라이선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판례의 근거와 일치한다. 유럽과 미국의 판결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배포로서 인정하는지의 여부이다. 디지털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미국과 

유럽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럽 각국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유럽각국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미국의 판례의 입장이 또 다른 판결

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유럽 국가들의 판결에 보다 강

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로 전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많은 판례

를 가진 미국을 비롯하여 IT 환경이 발달한 한국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유럽사

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적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미국 법원에 제소되느냐 또는 유럽법원에 

제소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내 법원에서도 어느 법

원에 제소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유형의 매체를 구분하는 저작물과 유형의 매

체없이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저작물과 관련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

을 통한 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들이 제기 되고 있어 확정된 기준을 제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판매원칙의 목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사법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영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개발자에게는 경영상의 부분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지

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시장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한편으로는 오히려 폭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디지털 저작물

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을 인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오프

라인 상거래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판매원칙을 신중하고 엄격하

게 적용하되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이익배분의 문제  

(1) 기존 디지털 시장에의 파급 효과 

Amazon은 특허 모델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58) 재판매를 무한

대로 허용할 경우 콘텐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물론 중고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신품 

58) Forbes. Is Amazon Ready To Sell Used Digital Products?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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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 콘

텐츠의 재판매 시장 형성이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59) 유형

으로 판매되는 콘텐츠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항상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따라서 중고 시장에

서 판매되는 콘텐츠는 새 제품과 다름없다. 따라서 중고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신품과 같은 디

지털 콘텐츠를 정가 이하로 판매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들은 중고 콘텐츠만을 소비하

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속성 상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도 저작권자의 매출을 잠식할 수 있는 요인이다.60)

(2) 이익배분의 문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로 판매되는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는 중고디지털 콘텐츠를 저렴한 가

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

될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업체 및 저작권자 측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고 디지털 콘

텐츠 판매 가격을 책정할 때 저작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책 등 일반적인 실물 콘텐츠의 경우 중고 거래 시에 별도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 진영은 거래 내용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물 콘텐츠

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소유권 변동 및 판매 가격 등에 대한 추적이 가능 한 만큼 이에 대

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문제점 극복방안

1. 법리적 극복방안

(1) 최초 다운로드 원칙의 고안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은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한 혁신적 사고이며 지금껏 출현하

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매커니즘이 적용된다. 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중

고 시장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법리적 

고찰이 요구된다. 중고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 현상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법적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

한다 해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존치 여부

가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한 명확한 저작권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남부 

법원은 ReDigi가 저작권법을 저촉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사실관계만을 따져

59) Nikkei Trendy.コンテンツのデフレを促進する、アマゾンとアップルの新たな特許 .(2013. 4. 4)

60) Digital Experience. iTunes音樂の中古賣買に違法判決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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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현숙,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750~757p.

본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 환경의 기술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법 적용

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미국과 달리 유

럽은 해당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생각한

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는 판매의 형태인지 라이선스의 형태인지

에 관하여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아닌 ‘최초 다운로드 원칙’61)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초 다운로드 

원칙’은 기존의 ‘최초판매원칙’의 판매의 개념을 ‘다운로드’한 시점으로 대체함으로써 디지털 환

경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다운로드 시점과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

합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에 ‘최초 다운로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

권자로부터 전송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은 허용하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로부터 처음 전송받은 자의 하드 디스크나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디지털 저작물

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리적 논의가 진행 될 때 디지털 콘

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2. 경영상의 극복방안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Apple과 Amazon과 같은 플

랫폼 사업자들도 특허를 통해 그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고 

콘텐츠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후생이 균형을 이루는 경

영상의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이익배분의 문제

우선 중고 콘텐츠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자의 이익배분의 문제 해결에 관하여 

Amaznon의 경우 그 이익배분이 명확하지 않고 Apple의 경우 콘텐츠 제작 시점과 재판매 횟수

에 따라 재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한다. ReDigi의 경우 수익금을 판매자, 

ReDigi, 저작권자 순으로 60:20:20으로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익배분에 관하여 합의된 기

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의 창출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의 측면에서 콘텐츠의 

제작 시점과 재판매 횟수를 고려한 Apple의 수익배분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 공식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측면과 경영상의 

효율 그리고 저작권자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콘텐츠 중고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2) 가격 기준 제공  

소비자들의 사회적 후생에 적합한 가격 기준이 제공되어야 플랫폼 사업자간의 과도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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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고 디지털 중고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중고 콘텐츠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존

의 디지털 거래가 감소하고 중고 거래만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이익이 감소한다. 반대

로 중고 콘텐츠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중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격 기준이 정립되어야한다. ReDigi의 경우 아이튠즈에서 

0.99달러에 판매되는 음원파일을 0.49달러로 판매하고 있다.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가

격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새것과 다름없는 디지털 콘텐츠를 왜 더 싸게 파

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은 새로운 영역이므로 

앞으로 이 가격 책정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현명한 경영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3) 가격 차별화 

콘텐츠 산업계가 우려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 형성에 따른 기존의 신품 콘텐츠 가격 하

락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법은 중고 콘

텐츠와 신품 콘텐츠 간 차별화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고 콘텐츠와 신품 콘텐츠 간의 차별화는 기

술 개발 등을 통해 신품 콘텐츠 가격 하락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book의 경우 사전

(dictionary) 연동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E-book 생산 시기에 따라 차별 적용함으로써 

신품 콘텐츠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음원 파일의 경우 신품 콘텐츠에는 가사가 적용되

고 중고 콘텐츠에는 가사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영상의 극복 방안은 디지털 콘텐츠 중고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기술적 극복방안

기술 발전은 정보 복제와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보 이용과 배포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저작물 유통을 좀 더 강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중고시장이 형성되

고 경영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1) DRM

Apple은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시장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DRM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

라고 발표한바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사용자만 허용된 사용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

는 기술로서62)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저작권 관련 당

62)  DRM 시스템 상에는 콘텐츠 공급자(Provider), 배급자(Distributor), 거래소(Clearinghouse) 그리고 소비자의 네 종류의 주

체가 있으며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공급자는 콘텐츠를 암호화(Encrypt)하여 배급자에게 넘기고, 암호해독 키

(Decryptionkey)와 사용규칙을 담은 디지털 라이센스를 거래소에 보낸다. 소비자는 배급자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내려받고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요청한다. 거래소는 소비자의 신원 및 기타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과금 후 라이센스를 보낸다. 또한 거래소

는 공급자와 배급자에게 거래 사실을 보고한다. 소비자는 콘텐츠를 해독한 후 라이센스에 정해 있는 사용자 규정에 따라 콘텐츠

를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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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이익을 관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단순 보안기술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으로 저작권승인과 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보안기술, 지술, 결제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다. 

DRM은 사용자가 특정 곡을 몇 번 감상하는지, 특정 곡의 파일을 몇 개 복제하는지, 얼마나 자주 

그 파일을 하나의 재생기기에서 다른 재생기기로 옮기는지, 샘플링과 같은 파일 조작행위를 하

고자 하는지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고 그 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을 책정할 수도 있다. 

DRM 기술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에서 적법하게 거

래한 사람만이 이를 소유, 운용할 수 있고 중고 거래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이전 소유자가 더 이

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점, 또 불법 복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시장에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DRM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의해 우회(circumvent)당하거나 무력화될 수가 있다. 또한 DRM은 

합법적인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63) 따라서 DRM 기술만으론 디지털 중고시장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 DRM 기술과 함께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DRM 기술의 단점이 보충

되어야 할 것이다. 

(2) 포렌식 워터마크

ReDigi는 자체 포렌식 워터 마킹 기술로서 디지털 중고 시장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포렌식 워터마크는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삼아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어떤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이다.64) 

포렌식 워터마킹은 사용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배포된 멀티미디어 저작물

의 불법 배포자를 추적한다.65) 포렌식 워터마킹 알고리즘이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디오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에 적용하기에는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성공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Verimatrix에서 스트리밍 포렌식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발표함으로써 실

용성을 높였다.66) 포렌식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를 DRM 기술을 우회하여 복제해 소유하는

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에 이용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시장과 관련하여 

DRM이 사전적 조치라면 디지털 포렌식은 사후적 조치로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3) 신뢰 컴퓨팅 환경 구축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IT 업체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

반 보안기능들만으로는 계속되는 보안 패치를 양산해야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드웨어 기

반 보안 모듈을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고자 산업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신뢰 컴퓨팅 기반 

63)  일반적으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 또는 영상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파일 크기가 증가하므로 

이러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제품가치가 하락한다.

64)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1990년대에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로 개발되었고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의 하나가 사용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배포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불법 배포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은 은닉되는 정보가 사용자 정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워터마킹 기술과 

구분된다. 기술적인 원척은 같지만 워터마킹 기술에서 권리자 정보는 다른 저작물이라도 같은 정보가 삽입되며, 포렌식 워터마

킹 기술은 같은 저작물이라도 사용자가 다르면 다른 정보가 삽입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은 일반적

인 워터마킹 기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공모하여 포렌식 워터마크를 제거하려는 공격에 대

해서도 은닉된 정보가 제거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다.

65) 정익래, 홍도원, 정교일,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 1호 2007년 2월 97~104p

66) 김종원, 새로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의 등장 copyright issue report 제 13호 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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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Computing Base)67)은 운영 체계(OS) 와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 내의 총체적 보호 메커니즘이다. 신뢰 하드웨어를 위한 개방형 TCG 표준68)은 안

전한 PC의 초석을 제공하고 향후 차세대 개인 통신 디바이스나 서버에 더욱 견고한 보안 기능들

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단말 및 주변 장치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에 노출되

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실, 조작 유출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

해 TPM(Trusted Platform Moduel)69)이라는 반도체 칩을 사용한 하드웨어 기반의 신회컴퓨팅

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TPM을 탑재한 PC 및 모바일 PC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천만대를 이

르고 있다.70) 신뢰 컴퓨팅 기반은 컴퓨팅 실행 환경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와 

기업의 자산을 보호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저작권 침해 보호 기

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의 안전한 중고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Ⅴ. 결론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 될수록 사람들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디지털 환경에 요구한다. 디지털 콘

텐츠의 중고시장은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함께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시스템을 구축 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은 디지털 중고시장

의 실현을 이루어낸다. Apple과 Amazon 그리고 ReDigi가 그 대표적 주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디지털 중고시장의 본격적인 도입은 당분간 실현되지 못할 전망이다. 디지털 중고시장은 그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 때문에 실물 중고 시장과 달리 많은 문제점을 가진다. 디지털 콘텐

츠가 가진 비파괴성, 변형가능성, 재생산성은 중고 물품의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한 의

문을 남긴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가 가져오는 기존 콘텐츠 시장에의 경제적인 영향

력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이익배분이 그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올해 미국에서는 ReDigi를 대상으로한 Capitol Records의 소송이 ReDigi의 저작권 침해로 판

결이 났다. 미국 법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는 저작물의 배포가 아닌 복제에 의한 재생산이

기 때문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 중고판매 시장

의 등장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인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한 Usedsoft에게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상

67)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8)  TCG(Trusted Computing Group)는 Intel, Amd, IBM, HP 및 MS등 세계적인 IT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써, 각종 데이터를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킹을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컴퓨팅 환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69)  TPM은 TCG에 의해 제정된 산업 표준 규격을 기초로 한 보안칩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암호엔진, 표준 입출력 인터페이스, 안

전한 메모리를 갖추고 공개키, 디지털 인증서, 암호, RNG(Random Number Generator), 인증, 보증, 민감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TPM은칩 자체에 물리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센서와 내부 보안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에 저장된 보안 정보

들의 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70) 김영수 외 9명, 신뢰컴퓨팅과 TCG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1호 2007년 2월 83~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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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운로드로 전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함으

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많은 판례를 가진 미국을 비롯하여 IT 환경이 발달

한 한국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

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포와 전송을 구분하고 있어 디지털 저작물은 배포 보단 전송에 

속해 그 적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송역시 배포에 속하

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도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적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형의 매체

를 구분하는 저작물과 유형의 매체 없이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저작물과 관련한 최초판매

원칙 적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통한 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변화

하는 기술에 맞추어 최초 판매 원칙의 일환으로 최초다운로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에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으로서 그 기준을 판매가 아닌 다운로드로 하여 거

래관계의 정확한 정립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기존의 신

품 콘텐츠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켜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개발자에게는 경영상의 손해가 발생한

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재

판매시장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폭넓은 의미에서의 저작권자에게 경영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신품과 중고품 콘텐츠 간에 차별화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간의 이익배분의 문제 또한 경영상의 방법을 

통해 적합한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물론 디지털 콘텐츠 중고시장

의 형성과 경영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 거래 전후에 복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Apple의 경우 DRM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Amazon의 경우 개체

이동 임계값을 고안하여 거래횟수를 제한한다. ReDigi의 경우 자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을 사

용하여 복제의 방지와 불법 유통을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TCG에 의한 신뢰컴퓨

팅 환경의 구축은 앞으로 보다 안전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여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 할 수 있

게끔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 시장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술 발전은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법률적인 차원을 벗어나 보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가

깝다.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자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저작권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유형의 저작물을 

창조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디지

털 콘텐츠 중고 시장은 아직 법리적 경영적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

후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 하여 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의 형성의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많은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제점의 제기와 논의를 모색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콘텐츠 중고 시장이 형성될 것

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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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콘텐츠(특히, 드라마와 K-pop)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류’가 

형성되고 한류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우리 저작물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수출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사칭 등 권리 분쟁이 발생하여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콘텐츠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안전 및 저작물의 신뢰보호를 위

해 정당한 저작권 확인에 대한 관련 산업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는 정당한 저작물의 유통 환경 조성 및 한류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 하기위해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

입하였다. 저작권인증 제도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용허락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활발한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작권인증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활용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관련 시장의 수요가 낮다.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이 존재하지만, 제도의 미비와 규정의 불명확성 등이 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저작권법 하에, 저작권인증 규정 및 제도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

고 부실인증에 대한 책임 법리 및 인증기관 선정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등록과 상

충되지 않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증 제도가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에 있어서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도입 된 저작권인증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인증에 관한 규정과 법적 성질을 확인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저작권등록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저작권인증 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하

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인증에 대한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가 단순

히 학술적 기술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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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루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불

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문제의 질적 수준은 지식 재산 산업 진흥의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잡하고 난해해진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 산업 분야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빈

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내·외의 콘텐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

회는 지난해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 저작물 권리관계를 문의받아 저작권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이에 1,202건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활성화한 바, 저작권인증을 받은 콘텐츠를 수출

하여 지난해 약 230억 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하였다.1)

저작권인증은 해외에서 관련 업계의 인증 요구에 따라 산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으

로 규정하였으나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저작권에 있어 인증 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인증 제도는 법 규정이 미비하고 인증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당한 저작권에 대해 인증을 반려하거나 불법저작물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의 인증 판단 오류

에 대한 책임 법리가 없어 신탁기관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의 저작권

인증 이용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콘텐츠의 수출 활성

화와 저작권인증 제도의 이용 확대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작권인증에 관한 규정2)에 대한 검토 및 국내·외의 유사 제도와 관련 사례를 비

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저작권인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요소를 

점검·제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지식

재산 분야의 시장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저작권인증에 대한 산업계의 의

견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활용과 발생 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본 연구가 실무에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

1)  한국경제, “저작권 인증, 작년 中서 230억 벌어”, 2013.01.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415531>, (최종방문일 2013.08.06.)

2)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동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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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어령, “한류(韓流)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上)”, 신동아, 2005.06.01,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5/23/200505230500001/200505230500001_6.html>, 
(최종방문일 2013.09.11.).

4)  Anackne, “국내저작권산업100조 시대”, 2013.01.1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ackne&log No=110156843785>, (최종방문일 2013.09.11.).

5) 신일순 외 2인, “저작권 통합관리 등 저작권 유통인프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5면.

6) 이규호, “저작권 인증 업무규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5면.

7)  심재석, “저작권인증으로 분쟁 사전 차단한다.”, 디지털데일리, 2012.02.22.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7980>, (최종방문일 2013.08.15.)

8)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service/prroom/bid/bid_view.do?hm_seq=116&bd_seq=10408>, 

(최종방문일 2013.08.16.)

Ⅱ.  저작권인증 제도의 의의와 
저작권등록과의 관계

1. 저작권인증 제도의 도입 배경

중국에서 한류는 1997년 CCTV를 통해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되면서 시작되었다. 

최고 시청률이 15%대를 돌파했고 당시 외화 시청률 2위를 기록했다.3)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서 우리 콘텐츠의 권리자를 사칭하는 자로 인해 산업계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4)

디지털의 발달과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콘텐츠의 수출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보호되어져야 하는 저작권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

은 실정이다.5) 저작물은 사실상 이용허락에 의해 대부분 이용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이용허락의 

범위나 수출지, 원산지 등은 등록 사항이 아니어서 저작물 이용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거래 및 한류 콘텐츠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 안전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저작권인

증이 요청됨에 따라 2006년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6)

저작권인증은 권리와 이용범위의 명확성 그리고 저작권자,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이용자가 함

께 지켜나가야 할 정당성을 위한 제도로써,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와 건전한 유통질서 및 저작물의 

수출 증대에 공헌할 것이다.7)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저

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의 그리고 인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인증 제도와 저

작권등록 제도의 연계활용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8) 두 제도의 시스템 단일화를 통해 저작권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저작물의 합법적이고 원활한 유통을 기대해 본다.

2. 저작권인증의 정의

(1) 저작권인증의 개념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저작권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

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에 규정되어있다. 저작권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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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헌영 외 3인, “저작권인증 총괄기관 역할정립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6면.

10) 오승종 외 1인, “저작권법상 ‘권리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408면.

11) 오승종 외 1인, 전게 연구(주10), 2010, 406면.

1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646면.

13) 종정선, 『행정법특강』 제12판, 박영사, 2013, 229면.

14) 김항규, 『행정과 법』 제2판,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8, 276면.

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저작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9) 즉, 저작권인증이란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보유 사

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해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저작권인증의 종류

저작권법 상 인증은 동법 제2조에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저작

권인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서 정당한 권리자와 그로

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에 따라 권리보유자에 대

한 인증은 ‘권리자인증’으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은 ‘이용허락인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권리인증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저작권등록은 형식적

인 요건만을 심사 하는 반면 권리인증은 실질적 심사를 통해 권리관계가 증명되므로 진정한 저작

권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용허락인증은 이용허락을 등록할 수 없는 저작권등록 제도와 달리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이

용허락에 대한 권리의 존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허락을 확인하

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콘텐츠 관련 업체 종사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이

용허락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저작권등록 제도를 통해서는 이용허락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저작

권인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다.11)

 (3) 저작권인증의 법적 성질

저작권법에 규정된 인증은 진정한 권리자 등을 ‘증명’해 주는 일종의 공증으로 보이나, 저작권

법은 인증의 법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12) 저작권인증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증명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은 

일종의 ‘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증’과 ‘확인’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지만, ‘공증’

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고 ‘확인’은 증명하려

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 또는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3)

저작권인증 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이용허락에 대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권리의 존재와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확인행위’로서 판단표시행위이다. 다시 말해

서, 저작권인증은 일종의 ‘확인’으로 판단을 요하는 요식행위이고, 확인된 내용을 처분청이 임의

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의 특징을 갖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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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등록제도와의 관계

(1) 저작권등록의 의의

1) 저작권등록의 개념

저작권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저작권등록의 성질은 공증행위, 즉 준법률적 행정행위이다. 공증은 다툼이나 의문

이 없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형식적 증명을 통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이

며 공적 추정력은 일종의 증거력으로 반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 행위 없이 번복이 가능하다.15)

2) 공시제도로서의 등록

저작권은 배타성과 우선적 효력을 갖는 하나의 물권인 무채재산으로 물권의 변동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한 공시제도를 갖춤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시를 토대로 안정적인 물권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 체계 하에서도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저작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나, 등록제도로부터 공시적 기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16) 저작권

등록 제도는 공시 제도로서 저작권권의 배타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저작권거래의 안전에 기여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17)

(2) 저작권등록의 법적 효과

우리나라는 저작권등록에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은 저작된 때로부터 발생하여 어떠

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18) 따라서 등록은 저작권 

발생요건이 아니나 등록을 하면 대항력, 추정력 그리고 보호기간19)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20)

1) 대항력

저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

우에도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효

를 주장할 수 없다.21)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이다.22) ‘제3자’란 권리변동에 관하여 당사자 및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

1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237면.

16) 정진근,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243면.

17) 김형배 외 2인, 『민법학강의』 제11판, 신조사, 2012, 443면.

18) 정진근, 전게서(주16), 243-244면.

19)  저작자의 실명이 없거나 저작권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공표 후 70년이 되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권등록을 하면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되어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저작권법 제40조 제2항 제2호.

2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903-904면.

2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우리가알아야할저작권상식➓ 저작권등록』, 2001, 15면.

22)  대법원 1995.09.26. 선고 95다3381 판결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

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써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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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고등법원 2008.07.08. 선고 2007나80093 판결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이중 양수인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라는 취지로 대항할 수 없게 되지만, 여기서의 “제3자”라고 함은 위와 

같이 계약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13개정판, 세창출판사, 2012, 501면.

2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게서(주21), 15면.

26)  형식적인 심사권이라 함은 신청서의 내용이나 물품의 사실조사 없이 당해 물품이 법률상 명백한 저작물인지 판단한다는 의미라

고 해석한다. 형식적인 심사만으로도 물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

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스럽더라도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한다.; 이성호,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

의 저작물등록심사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법원도서관, 1996, 610면.

27)  미국 저작권청(The Copyright Office) CompendiumⅡ에 따르면 등록 심사(범위)는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에만 충족되면 언제

든지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이러한 등록이 저작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108.02 “Scope of examination. 
The Copyright Office registers claims to copyright whenever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ppear to be met. It does not 
grant copyrights.”)

28) 배대헌,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론”, 법무부, 2000, 90면.

29) 김동혁, “저작권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19면.

30) 이규호, 전게 연구(주6), 28면.

31)  저작권인증시스템, <https://cras.copyright.or.kr/front/right/ccnt/ftaq/ftaq_detl.do?board_seq=250>, 

(최종방문일 2013.08.29.).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해석해야 한다.23) 

2) 추정력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

의 최초 저작자로 추정된다.24) 저작자의 추정이란 저작권침해소송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저

작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자신이 저작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저작권등록을 한 경

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가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반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5)

(3)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 제도의 관계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은 법적 성질 상 공증행위 즉,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비슷하게 보이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심사 여부에서 두 제도는 차이가 있다. 등록 제도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26)를 통하여 제출된 등록 신청 자료를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

여 진실성이 담보되지 못한다.27) 만약 진실한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등

록증을 믿은 상대방은 저작권 위원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못한다. 한편 저작권인증 제도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한다. 인증신청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증기관의 부주의로 권리관계를 성

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부실인증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정당한 권리

자와 이용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증신청자와 인증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28)

양자는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저작권등록은 ‘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 연장’의 효

력이 있지만29) 저작권인증의 경우 인증서 발급 외에 법적인 효력을 찾아 볼 수 없다.30) 한국저작

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등록처럼 ‘추정력’,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31)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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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 제도의 비교

 

정의 

종류

법적 성질

법적 효과

심사

손해배상

저작권등록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변경등록

공증행위

대항력, 추정력

형식적 심사

배상책임 無

저작권인증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것

권리인증, 이용허락인증

확인행위

無

실질적 심사

배상책임 有

4. 해외 유사 제도 분석

우리 콘텐츠의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 안전 및 신뢰보호 등에 대한 요청으로 저작권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저작권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베른협약32)에 따라 당사국들과의 권리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류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는 당사국과의 조약 및 이해관계, 그리고 각 국의 제도와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중국 콘텐츠 인증제 

20세기 후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현이라는 개혁·개방시대를 열어 경제성장을 이

루었다.33) 경제발전과 문화 산업의 발달은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성장시켰다. 이에 따라 저작물

의 합리적 사용제한, 법정허가사용, 허가관리 제도 등이 규정된 저작권법이 발전하였다.34) 중국

은 황금 시간대에 수입드라마 방영을 제한하여 판권을 보호한다. 또한 자국 콘텐츠 활성화 및 저

작권인증과 유사한 합리적 사용제한과 법정허가사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5) 중국판권보호중

심(中国版权保护中心)은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출판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합적인 판

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권국으로부터 허가·비준 받은 ‘해외저작권인증기구’가 증

명한 권리자 증명서는 저작권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자를 보호하며 불법저작

물의 유통을 차단한다.36) 중국판권보호중심은 5개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외 음악, 영상, 

Software(SW), 출판 등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운영한다.37) 중국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를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등록에 사용하고 있다. 즉 저작권인증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를 통하여 권리자 및 라이선싱 계약 정보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32)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무방식주의는 ‘저작권의 향유 및 행사에 대해서, 등록, 저작물의 기탁, 저작권표시 등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33) 민석홍 외 2인, 『세계문화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86-587면.

34)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365-366면.

35) 이재민 외 5인, “중국 콘텐츠산업 규제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8면.

36) 최진원, “중국에서의 영상콘텐츠 유통과 권리자 증명제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49면. 

37)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단체이다. MPA(미국영화협회), IFPI(국제음반협회), BSA(미국상업SW연맹), RIAJ(일본음반 

협회),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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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마크제도

일본은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 개

혁을 착수하여 문화 콘텐츠의 강국으로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출하고 있다.38) 그러나 일본의 콘텐츠 

수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모방품, 해적판의 생산·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침해로 간주하는 행위)39) 40)는 의제침해 혹은 간주침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거래에서 저작권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

본 정부는 복잡한 저작권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일본 저작권법을 허가제에서 등

록제로 전환하였다.41) 이는 인증제도가 아니나, 저작권 등록이 인증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42)

일본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에 관련된 권리 위탁 사업, 사용료에 관한 업무를 하는 일본레코드협회

(이하, RIAJ)43)를 운영하고 있다.44) RIAJ45)에서 운용하는 ‘L마크’46)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의

미하는 라이선스(License)로 이용자의 인증 여부 파악과 실제 콘텐츠의 권리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

어 합법적 이용허락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47) 전반적으로 ‘L마크’의 신뢰도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지만 단지 레코드 협회와 계약일 뿐이라는 점과 영세한 음악 사이트 운용자에게는 

이용허락 계약이 어렵다는 점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48) 또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49)

에서는 정품콘텐츠 확인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정품 인증 마크(Content Japan마크, 이하 CJ마크)” 

제도를 두고 있는데, ‘CJ마크’는 권리인증과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의 확인 및 보증이 어려워 권리관계의 분쟁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담보하기 어렵다.50)

(3) 미국

미국은 저작권에 관하여 인증 제도는 없지만 등록제도가 저작권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및 보

호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 지고 있다. 저작물의 등록은 특허의 출원주의와 달리 자발적 요건이

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미국의 등록주의는 베른협약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적 제도로서 활

성화되어지고 있다.51) 한편 미국의 등록제도는 등록을 저작권의 권리자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prima facie evidence)로 권리자에게 증거력을 보유하게 하여 등록 권리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38)  마이니치신문, “일본 지적재산 전략회의, "지적재산 전략대강" 정식 결정”, 2002.07.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해외 

과학기술동향, <http://bric.postech.ac.kr/bbs/trend/0207/020706-13.html>, (최종방문일 2013.07.23.).

39) 中山信弘, 윤선희 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447-451면.

40) 이호영, 『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시간의 물레, 2010, 220-222면.

41)  저작권 관리 단체의 운영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저작권 사용료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저작권에 대한 위탁과 지분선택 등이 가능해 졌다.

42) 오상훈, “저작권인증 해외사례조사 및 한중일 상호인증 방안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10, 33면.

43)  일본저작권협회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RIAJ), <http://www.jasrac.co.jp/>, 
(최종방문일 2013.06.27.)

44) 일본저작권협회 2013.02.01. 통계, <http://www.jasrac.or.jp/ejhp/international/index.html>, (최종방문일 2013.06.27.)

45) 일본레코드협회 <http://www.riaj.or.jp/>, (최종방문일 2013.06.27.)

46) ‘L마크’는 사단법인 일본 레코드 협회의 등록상표이다. 일본 특허청 등록 번호 제 5101818호/5161484호.

47) 오승종 외 1인, 전게 연구(주10), 411면.

48)  김은관, “[일본]레코드협회, ‘L마크’ 2012년 9월 현재 1,493개 사이트에 발행”, 

「저작권동향」 제2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3면.

49)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 <http://www.coda-cj.jp/>, (최종방문일 2013.09.10.)

50) 오상훈, 전게 연구(주42), 35면.

51)  미국저작권청, “라이센싱”, <http://www.copyright.gov/eco/>, 
<http://www.copyright.gov/licensing/index.html#overview>, (최종방문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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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구제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52) 그 외에도 사전등록 제도를 두어 미발표 작품에 대한 

보호를 한다.53) 한편 특허에 있어서 판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54) 

이는 인증 제도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4) EU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등록 제도는 없다. 다만 창

작 사실의 증명을 위해 저작권 기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탁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명확한 권리귀속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다. 독일은 저작권에 있어 

철저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에서 「익

명 및 무명 저작물등록 제도」로서 저작권등록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55) 영국에서도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공식기관으로써 저작물등록을 

관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다.56)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유럽에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저작권등록이나 저

작권인증 제도는 없지만 각국이 무방식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자

국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52) LINDA A. TANCS, 『Understanding Copyright Law: A Beginner's Guide』, Oceana NEW YORK, 2009, pp.13-14.

53) MARY LaFRANCE, 『Copyright Law in a Nutshell』, West group, 2011, p.111.

54)  ARTHUR R. MILLER·MICHAEL H. DAVIS,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 in a Nutshell』, 
West group, 2012, pp.16-17.

55) 서달주,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7-79면.

56)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영국 저작권등록 및 납본제도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7)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4면.

58)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590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류 콘텐츠 수추로가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를 위한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인증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57) 저작권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도입된 권리인증 제도는 도

입과 인증기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심사기준 및 범위, 운영에 관하여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인증 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한류 콘텐츠 수출 시,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실무

적인 요청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기존에 권리자 확인을 위해 활용되던 제도들에 비하여 보다 효

율적인 절차나 수단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58)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

떠한 방법으로’ 확인 할 것인지가 실질적 시행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Ⅲ.  저작권인증의 문제점 및 저작권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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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무방식주의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 및 국가 간의 상호관계의 조화를 검토해야 한다. 국내 저작물에 한하여 저작권인증을 

시행 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 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군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을 반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약과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최원엽 외 1인, 『국제법의 이해』, 책마루, 2013, 344면.

60) 박철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제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84면. 

61) 명호인, 『한국 저작권법』, 육법사, 2012, 216면.

62)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둘째,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셋째,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이다.

63) 권헌영 외 3인, “저작권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정보인증, 2010. 31-32면.

64)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는 인증기관이 손해배상 능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65) 오승종 외 1인, 전게 연구(주10), 418면.

66)  저작권등록증은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저작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록사항, 등록연월일을 표기한다.

1. 국제협약과의 정합성(整合性)과 저작권인증의 법적 효과

베른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한다. 저작권인증 제도는 일

정한 형식을 요하므로 무방식주의와의 무모순성(無矛盾性)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9) 생각건대, 

무방식주의는 해외에서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저작권법상의 ‘등록’이나 ‘인

증’ 등의 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저작권 인증은 부동산 등기와 같이 공시의 효과만 있을 뿐 법적 효과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베

른협약과 상충되지 않는다.60) 한편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견해

가 있으나,61) 저작권법상 인증기관 지정에 있어 기관의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인

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의 법적 효과는 없고 다만, 책

임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 

2. 인증 절차와 심사 기준에 관한 법 규정의 미비

(1) 운용 주체 및 업무 체계

저작권인증의 주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

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다.62) 법률과 시행규칙은 기관의 수준 및 전문성이나 부실인증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신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운용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63) 현행법상 인

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능력을 요하는 규정64)에 따

라 업무의 낮은 수익성과 권리분쟁의 위험성으로 신탁기관신청은 기피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제

도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관 선정의 구체화 기준을 

정해야 하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활용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야 한다. 또한, 기관의 무과실로 인하여 실체적 관계를 밝히지 못한 경우의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면책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5)

(2) 인증의 구체성

저작권인증에 관한 법률은 정치적(精緻的)이지 않아 저작권인증서는 저작권등록증66)에 비해 

간단하게 인증번호, 인증 저작물 제호, 인증신청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인증내용, 인증 유효

장
려

상
 ㅣ

 “저
작

권
인

증
” 제

도
의

 개
선

을
 통

한
 한

류
 콘

텐
츠

의
 확

산
 방

안
 연

구
 _ 문

수
미

, 송
상

덕



174

2013
년

 제
8
회

 대
학

(원
)생

 저
작

권
 우

수
논

문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기간 7가지 항목만을 기재한다.67) 따라서, 구체적 인증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자 사이의 권리관계, 수출계약을 위한 권리관계, 이용허락 범위(수출지) 및 원산지

를 구체적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3. 부실 인증에 대한 위험 및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저작권인증은 누가 혹은 어떠한 기관이 어떻게 실체 관계를 확인할 것인지와 더불어 인증제도

의 위험과 보상책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저작권인증은 인증기관의 책임능력에 대

한 언급만 있을 뿐 제도의 법적 효과나 책임 법리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위험부

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명자

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청자의 허위신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4. 저작권등록과의 저작권인증의 운영 실황 비교분석  

저작권인증을 저작권등록과 차별화된 제도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심사를 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고 양도나 이용허락 사실을 확인 할 

때,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 또는 권리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권리관계와 권리변동 과정을 밝혀

야한다.68) 저작권법 제37조는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실체적인 인증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69)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인증 제도를 통하

여 인증기관이 어떻게 진정한 권리자를 알아낼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 

<그림 1> 현재 이용허락인증서(左)와 인증서의 제안(右)

67) 강병화, “저작권 권리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2면.

68) 권헌영 외 3인, 전게 연구(주9), 16-17면.

69)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게 저작권인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준균,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컴퍼런스(코엑스),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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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폴 골드스타인, 오연희 역,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사)한국물가정보, 2009, 64-65면.

71)  본 논문의 저자들은 2013년 08월 19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담당자와 만나, 저작권인증 제도와 등록 제도의 연계 활용

방안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생각건대, 등록 시스템과의 단일화 또는 연계를 통하여 실질적 권리관계를 명백히 확인하는 인

증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절차에 의해 권리를 확

인하되, 다수의 경우 등록 후 보다 실질적인 권리 확인을 위하여 저작권인증을 신청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등록을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증 시 중복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인증의 창구 또는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저작권인증 절차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저작권인증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저작권법은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경제의 추세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화한다. 저작권법이 강경하게 제정되면 새로운 기술 발전과 창작을 억제하므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해야한다. 지식재산권법의 예측가능

성과 불안정성은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입법기관의 이정표와 함께 해당 분야의 고유

한 발전 속도 및 당사자 정서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70) 법적 결정은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

치고 사업적 결정은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당사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이에 영상, 방송, 음악, 게임 등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저작권인증 제도

의 운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1)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담당자와의 인터뷰71)

영상분야에서는 국내의 저작권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

수출 분야에 있어서 원산지와 저작권자 등에 관한 확인 요청이 늘어나고 복잡한 계약관계와 원활

한 수출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과 인증 제도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 영화 분

야는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등록이나 인증에 있어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기관의 인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법

적 근거의 부재는 부실인증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에 관한 신탁기관 선정과 

운용기준 및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하고 인증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여 저작권인증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화분야에서는 국내 거래의 인증에 대한 수요가 낮지만 배급사와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오래된 영화

의 경우 권리가 평균 7년 전후로 제작사와 투자사 간의 권리가 이동하게 되어 저작권자에 대한 확

인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하여 Old Movie에 대한 수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인증

을 통하여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인증 제도의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등록과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인증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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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관련 업계의 의견7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는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인증에 대한 충

분한 신뢰와 보증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등록과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증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진정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책임 법리의 구체화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의 실연권집중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에 따르면 업무상 계약 대상의 권리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제도의 활성화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작권인증을 신뢰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이 확대된다면 저작물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 되고 저

작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거래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의 공시·공신력의 재고를 통해 저

작물의 일부에 대한 인증이나 대표권의 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호보완적으로 등록과 연계

하여 인증을 거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등 절차를 정비하고 운영 및 인증의 판

단 오류에 따른 대비책과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출판 및 게임분야의 현황

출판과 게임분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저작권인증뿐만 아니라 등록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 출판물이나 게임 콘텐츠의 수출 시 등록이 요구되지만, 등록된 저작

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 따라서 저작권인증 제도의 홍보 및 점진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증을 활성화하여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72)  본 논문의 저자들은 2013년 09월 10일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담당자의 의견서를 받아, 저작권인증 제도

와 등록 제도의 연계 활용방안에 관한 산업계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73) 조정환, 『행정법(상)』 제5판, 진원사, 2012, 572면

74)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도서출판 한울, 2010, 645면.

Ⅳ.  저작권인증 제도의 개선 및 
저작권등록과의 연계방안

1. 저작권인증 관련 조문의 개정 방안

(1)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는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증을 공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증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의문 또는 다툼이 없음 전제로 한다.73) 따라서 저작권인증은 불법 복

제물이나 권리관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4) 그러므로 

본 규정의 ‘정당한 권리자의 증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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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

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

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76) 이규호, 전게 보고서(주6), 18-21면.

77) 이규호,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45-49면.

(2) 정당한 권리자와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인증은 저작물의 창작자와 권리변동 및 이용허락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지

만 이러한 파악은 쉽지 않으며 심사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

와 이용허락 범위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서 발급을 저작권료를 지불

하는 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로 운영할 것인지 또 다른 업무로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의 구체적 제언

최초 창작자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물의 창의적인 표현형식을 확인해야 한다.75) 창의적인 표현

형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청서 또는 제출소명자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인증을 

신청한자가 창작자가 아닌 경우, 창작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면 양도증서를,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면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

여 정당한 권리자와 이용허락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2)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인증의 이용허락인증은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라는 조문에 있어서 그 허락의 재이용

허락 등 범위가 문제된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권리자 이므로 재이용 허락이 가능하다는 견해

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76) 저작권인증 제도는 유통에 있어서 현실적 수요에 따라 입

법되었으므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재이용허락을 제외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법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화 할 수 있기 때

문에 재이용허락의 수요가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의 재이용을 허락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른 배타적이용권의 도입을 전제로 우리 

저작권법은 배타적 발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인증이 요구된다. 

저작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하면 이용자는 그 권리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배

타적 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는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에 따라 침해행

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77) 이용허락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어

느 정도의 재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라

는 표현을 삭제하고, 양도 범위에 대하여 인증서에 표기하는 등 이용허락 범위의 구체화가 필요

하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후 서류상 결격사유 없음이 확인되면, 이용허락의 범위를 수

출계약을 위한 인증인지 국내 거래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위한 인증이라면 수출

지의 범위와 원산지를 구체적 항목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이나 기준에 있어서 인증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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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단체를 통한 저작권인증 운용의 활성화

(1)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면 인증을 통

한 콘텐츠의 유통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지침과 시스템의 구현 또는 관

련 전문가의 육성 및 인적 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78) 

심사가 허술 하면 분쟁 발생하고 그 피해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전문 인력이 확보된 

관련 기관과 학자를 통한 명쾌한 판단과 운용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인증이 요구되는 기준

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합한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인증 업무를 위한 법적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편, 선정된 기관은 인증 제도의 독립성과 신

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권리자 그리고 각 단체 간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운용방안

현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인증기관 지정 요건들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

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인증기관이 손해배상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능력의 범위를 알 수 없다. 한편 책임능력은 인증기관 내부 문제로 보아 사전에 손

해배상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인증위원회에서는 손해

배상에 대한 내부 규정을 두면서도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79) 하지만 저작

권인증의 안정적 운영의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80) 

전자서명법과 같이 자본금81)을 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

2호와 제3호에서 인증기관이 갖추어야하는 설비요건이 있지만 구체적 설비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82) 그러므로 인증 관리 프로그램과 침입감시 장치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동법 시행령은 설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모호한 기준을 개정하여 인증서의 

보안이나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시스템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83) 

3. 부실 인증의 문제 해결방법

(1) ‘확인’ 업무 및 책임 범위의 구체화

78) 오증종 외 1인, 전게 연구(주10), 417면.

79)  저작권인증 내부규정 FAQ, <https://cras.copyright.or.kr/front/right/ccnt/ftaq/ftaq_detl.do?board_seq=250>, 

(최종방문일 2013.09.05.); “인증에 참고 된 사실과 조건 등의 범위에서 인증서 또는 인증정보의 이용자 스스로 권리 증명 및 거

래 등에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인증서 및 인증정보에 대한 신뢰는 강요되지 않으며, 인증기관이 이를 법률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인증서 또는 인증정보를 활용하는 계약 당사자 그 밖의 분쟁 당사자와의 관

계에서 인증기관이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0) 이규호, 전게 보고서(주6), 52-53면.

81)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자본금은 8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82) 권헌영 외 3인, “저작권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정보인증, 2010, 11-13면.

83) 권헌영 외 3인, 전게 보고서(주8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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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오증종 외 1인, 전게 연구(주10), 414면.

85)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86) 이규호,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조문별 특허법해설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7, 414면.

87) 서을수, “특허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면.

인증은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므로 ‘증명’이라는 규정 대신 ‘확

인’이라는 표현을 법문에 사용하여 인증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의 업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인증확인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보험제

도 그리고 기관의 권리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권리관계의 단순화

저작권은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업무 처리의 시

간과 비용이 높아져 부실인증의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권리인증기관은 저작권인증을 통해 권리

관계를 단순화 시키는 업무가 필요하다.

(3) 확인 판단 오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의 제도의 도입

저작권의 실질 관계 확인은 정신적 작용에 의해 판단하는 행위이므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제도를 생각 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자 확인을 위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저작권 요건과 효과

의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으로 심사가 어렵다.84) 인증 신청자의 허위 소명자료 등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오인하여 인증을 한 경우와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인증이 반려된 경우,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관의 책임 부담을 높이고 권리관계의 분

쟁 발생 시 손해의 위험이 크므로 인증 절차상 이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인증이

의제도는 구 특허이의신청제도(現, 무효심판제도85))와 같이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공정성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저작권 보호와 이용

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86) 하지만 특허를 등록공고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

청을 하도록 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87)와는 달리 인증이의제도는 심사 과정과 인증 후 일정기간

을 두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과정 중인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확인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인증 후에는 부실인증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리 분쟁

에 의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보험제도의 모색

1) 전문성의 확보

인증기관의 실체관계에 대한 심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

업이며 수익성에 비해 높은 위험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계적 

운용을 선두로 법조계 및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증진하고 인증기준의 구체화를 발전시키며 이

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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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기관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모색 

인증기관이 저작권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관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

호할 수 있으나 인증기관의 위험을 높이게 되어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저하하므로 인증기관의 책

임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이 무과실인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인증기관의 책임법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배상책

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증기관은 모든 피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한다.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과실입증은 사실상 어렵다.88)

마땅한 권리구제방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보험제도이다. 책임보

험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89)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은 기관의 운용비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90) 책임보험은 기업우산배상책임보험,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91) 

기업우산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인증기관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배상하는 제도이다.92) 영업배

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영업과 관련한 사고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이다.93) 보험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지만 인증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부

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제도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기관이 책임의 부담을 줄이도록 스스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심사 기준을 

체계화하여 인증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

현 시점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인증기관의 책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책으로 보험제도 도

입을 주장할 수 있다.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작권인증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인증 수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 본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저작물 각각은 이용비용이 정

해져 있으나,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그 가치를 대량으로 정하기 어렵다.94) 그러나 저작

물의 창작 비용은 대략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창작 비용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저작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수수료를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영화 제작 비용 및 가치를 평

가하여 이에 비례한 저작권인증 수수료를 책정한다. 저작권인증 기관은 저작물의 가치에 비례하

도록 액수를 책정하고 기준에 따라 복수의 보험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88) 이규호, 전게 보고서(주6), 86-89면.

89) 신인식, “책임보험에 있어서 배상청구의 의의 및 효력”, 한국법학원, 2006, 113면.

90) 박상범, 『손해보험론』, 문영사, 2001, 411-412면.

91) 김동훈, 『보험론』제4판, 학현사, 2011, 199-202면.

92) 차일권,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⑴』, 보험연구원, 1998, 16-17면.

93) 김은경,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접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400-403면.

94) 손계성, “저작권 가치의 계량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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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의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처벌규정 제정

실체 관계에 대한 인증심사는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수행되므로 신청자가 허위자

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신청서의 허위 사실이 기재 된 경우, 인증

신청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95) 허위소명자료의 제출은 형법상 공정

증서부실기재죄96)에 해당되지만 저작권법에 이를 명백히 규정하여 권리분쟁소지를 방지해야 한

다. 예컨대 ‘부실인증 또는 부정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제안 해 본다.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에 앞서 저작권등록증을 이

용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면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한편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상 강제조사권을 명문화하여 사전에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기관의 운영을 보장해야한다. 

4. 저작권등록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인증제 활용

(1) 사전등록 기능으로서 저작권인증 제도 활용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의 경우 우리 콘텐츠의 보호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

권인증이 요구된다. 예컨대, 10부작인 드라마가 1회 방영을 마치고 다음 회의 방영 전이거나 제

작 중인 경우, 드라마가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회별 저

작권도 보호 받지 못한다. 따라서 완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저작권인증을 통한 저작권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다. 사전등록 기능으로서 저작권인증을 활용하면 연속저작물의 단편 각각의 저작

권을 보호하여 불법 유통을 규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인증 제도가 없으나 사전등록 제도가 있다. 사전등록은 작품이 공개되거나 

저작권의 제약이 풀리기 전에 침해할 수 있는 특정 작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7) 이는 

저작물의 제작 업무를 등록 하는 제도이므로 저작물이 완성되면 저작권등록을 해야 하지만 저작

물의 완성 전에 작업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98) 미국에의 사전등록 제도는 3가지의 

요건이 있다. 첫째, 작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둘째, 작품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작

품으로 상업적 공개를 준비 중 이어야 한다. 셋째, 작품은 상업적인 배포에 앞서 유통 시 침해당

한 적이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99) 사전등록은 저작권등록과는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저작권 

보호 제도이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의 기능에 사전등록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권리

보호 확대를 기대한다.

(2)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시스템의 연계

저작권인증과 저작권등록은 심사 절차가 유사하지만 심사 기관과 시스템이 다른 이유로 중복

95) 강병화, 전게 논문(주68), 58면.

96)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97) 17 U.S.C. §408(f) 

98) Boden Davidson, “미국저작권법의 등록과 사전등록” <http://bodendavidson.com/node/8>, (최종방문일 2013.08.19.)

99) 미국저작권청, “사전등록”, <http://www.copyright.gov/help/faq/faq-prereg.html>,  (최근방문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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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저작물 적법성 확인을 위한 이용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 규정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을 다운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적

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용자의 다운로드 행위는 위법이 아니나, 사적복제라는 이유로 불법물이 유

통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사적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이용자가 저작물의 불법여부를 일일이 확인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

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이 되지 않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만약 이 규정이 개정되면 이용자들은 이용하려는 콘텐츠

의 합법여부를 이용에 앞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인증 제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100) 따라서 저작권인증 제도는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 확인에 대한 도움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질서를 기대 할 수 있다.101)

5. 국내 이용 확대 방안

(1) 지원의 필요성 및 국내 시장 인식의 제고

저작권인증 제도의 이용을 통한 콘텐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지원과 전문가 양성 및 

<그림 2> 저작권인증 신청서(左)와 저작권등록 신청서(右)

100) 강병화, 전게 논문(주68), 65-67면.

101) 최경수, 전게서(주75), 646면.

되는 서류를 각각의 창구를 통해 두 번 심사받아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소하기 위

하여 저작권등록과 저작권인증 창구의 단일화를 생각해본다. 두 시스템을 연결한다면 등록과 인

증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심사를 

위한 창구와 인터넷 서버를 단순화 하여 이용자는 한 곳에서 양 제도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하여 등록과 인증 업무를 처리하고 심사 시간과 비용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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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저작권지킴이교육연차보고서, 2013.03.04, 
<https://www.copyright.or.kr/pr/news_view.do?hm_seq=141&bd_seq=10303> (최종방문일 2013.09.02.)

1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에 따르면 2012년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이하, 저

작권 지킴이 교육)운영 결과 저작권을 침해한 설문 대상자 중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단지 1.9%에 불과했다. 

104)  이재훈,  “저작권 침해, 대졸 2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른다.”, 뉴시스, 2012.07.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12144> 

 (최종방문일 2013.09.02.)

105)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교육포털사이트(http://portal.edu-copyright.or.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 

(http://www.ac.copyright.or.kr/lu/index.do?m=getPortal)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용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6) 강병화, 전게 논문(주68), 56-58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사실에 입각한 최초 창작자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법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령을 보다 정치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

과의 연계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저작권인증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제도의 점진

적 확대를 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102) 설문조사 대상자들이었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103) 저작권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제

도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를, 침해자들은 백지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가 된 것이다.104)

한류는 지금도 확산 중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전 세계의 협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우리의 콘

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가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할 때 다른 나라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오늘날 선택조건이 아

닌 필수조건이다.105)

(2) 인증 요구 분야에서부터의 점진적 확대

저작권인증은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이며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을 수출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용을 확대하여 저작권의 진실한 권리보호와 거래비용

을 축소시키려면 단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인증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

증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확산 그리고 수요분야에서부터의 점차적인 이용 확대를 해야 한

다. 이를 통하여 인증의 내실화를 확립하면 저작권인증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106)

예컨대, 저작권 인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서서히 인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영상분야 특히, 영화는 우리 콘텐츠의 수출에 있어서 저작물의 대한 정보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Old Movie에 대한 외국의 수요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래된 영화

의 저작권은 배급사와 제작사 등의 관계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 제도가 요구

된다. 게임분야 중 아케이드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저작권인증은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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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고정민, “한국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인문 콘텐츠」, 제27호, 2012, 148면.

108)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2&bbs=INDX_001& 
clas_div=C&rootKey=1.48.0>, (최종방문일 2013.08.13.)

109) 김선정,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현황과 활성화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22-23면.

110) 남형두,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 약장수와 차력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49면.

111) Willian M. 외 3인, 정갑주 외2인 역, 「지식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주)일조각, 2011, 42면.

112) 권헌영 외 3인, 전게서(주9), 99면.

1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2012, 7면.

114) 강병화, 전게 논문(주68), 49-50면.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 활성화 정보화전략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91-92면.

문화콘텐츠 수출 산업은 문화적 교류가 높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

고 우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형성되었다.107)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산업의 총 매출액은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만,108) 인터넷의 발달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심화되고, 관련기업의 수익성과 수출채산성이 낮아지고 있다.109) 한류신드롬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활성화 하기위한 지식재산권법 상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110) 

이를 위해 수출 콘텐츠의 권리 보호 및 수출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국내에 저작권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인증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효용에 비하여 시장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

다. 이용자의 인증에 대한 인식부족과 낮은 수요가 그 원인이며, 인증기관이 되고자하는 단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실질관계 확인에 대한 어려움과 부실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의 

부담 및 수익구조의 불명확성이 문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인증 제도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운용방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형식적인 증서에 의한 권리와 실질적인 권리를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111) 

등록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심사 창구와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사전등록 제도로서 인증을 활용하

는 등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등록과의 다른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위해 저작물의 실질적 인증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112) 이를 통하여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

인하여 우리 콘텐츠 수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저작권 사이트 및 기관

을 신설하여 인증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해외 주요 국가와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주요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113)

저작권인증의 이용이 일상화되려면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홍보하고, 저작물에 대해서 그 즉시 인

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체계와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작권인증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수출관계에서 우리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경로를 확보하는 등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활성화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114)  저작권

인증을 통하여 콘텐츠 관련 기관 체제를 구축하고, 인증 전문 기관의 설립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인증 초기부터 획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보다는 양초에 불을 

밝혀 주변을 밝게 하는 것처럼 점차 활용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이용허락인증 활

성화 계획에 따라 제도 이용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정책적인 지원과 인증 판단의 오류에 대한 보

상체계가 정착된다면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115)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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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환

올해 대회에 제출된 논문들은 학부, 대학원 공히 기대이상의 수준작

이었다. 심사과정을 통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인

식도를 느낄 수 있었다.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최신 연구쟁점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이색적이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심사위원들간의 평가가 완전히 일치한 아니었지만, 수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 같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심사결과

에 관하여 전혀 이의가 없음을 밝혀 둔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논거를 

충분히 밝혀 두어야 한다. 즉, 어떠한 쟁점에 관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동감을 느끼기 위하여는 아무래도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외에 

제3자의 지지가 있어야 독자들이 이해하게 된다. 만일 혼자 하는 논리

를 전개한다면 자세한 설명은 설득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주

제를 다룬 논문을 심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 관한 이

해도였다. 기본적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

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연구는 힘들고, 남이 잘 알아주지도 않으므로 

기피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용적인 연구

만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법리의 

이해가 선행된 뒤에 이를 응용하는 수순의 연구가 바람직하다.     

아울러 형식적인 측면을 지적해야겠다. 각주를 작성하는 정하여진 

규칙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제각기 형식이 사용되었다. 앞으로는 주

최측에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만일 그러한 규칙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관한 학술지들이 요구하는 논문작성방

식중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심사총평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졸업(법학석사)

미국 UCLA Law School 졸업(LL.M.)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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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올해 대학, 대학원생이 제출한 참신한 논문 수십 편을 즐겁게 감상하

고, 그들로부터 논문 주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즐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

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논문이므로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정도

로 학술적 완성도가 높다거나, 기존 학자들의 논문과 비교하여도 손색

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일일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조숙성이나 공부에 대한 성급함은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저에게 미리 주어진 객관적인 심

사 기준에 더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저작권법/제도의 어떤 곳을 

향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생다운 투지와 의욕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저작권계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아울러 가늠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와중에 특히 몇 몇 논문들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특별히 더 끌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미술품의 저작인격권 문제를 미

술가의 예술적 지향과 미술품 소유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

로 논구하고자 하였던 논문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권리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에 대하여 더 높은 점수

를 부여하였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지식사회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 

제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번에 논문 공

모전에 응모한 여러 학생들의 발전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심사총평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경영학사, 199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2000)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J.D., 2003)

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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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대학,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 공모전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결국 논문의 우수성과 참신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논

문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치는 과정

에서 논문 작성자가 기본적인 학술적 능력의 토대위에서 논문이 작성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저작권 논문 공모전이 소위 스

펙 쌓기의 일회적인 이벤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작성자의 지속적인 학

술적 관심사가 제출된 논문에 잘 녹아들어있는지를 판단해보려고 애

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법적인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는 학술적인 태도를 살피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학 이외에도 많은 학술적 영역에서 관심을 두게 되는 저작권 

논문 공모전이 그러한 측면에서 특별함을 지니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모전에서도 여러 다양한 전공자들의 발표가 빛났음

을 밝혀두고, 아쉽게 상을 받지 못한 많은 참여자들에게도 앞으로의 학

문의 길에서 지난 여름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리라는 말로 

격려에 대신한다.

심사총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1997-1999)

전) 문화관광부 법무팀장(2006-2007)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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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현

저작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그 나라의 문화산업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경제적 대가를 정한 규범이므로 문화산업이 융성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 논문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의는 앞으

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

문은 저작권산업을 둘러싼 기술적, 산업환경적 변화 요인들을 식별하

고 재기발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논문 공모전에서의 수상 경

험이 앞으로 저작권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

대해 본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공모전에 참여한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

수를 보낸다.

심사총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경제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2006-2008)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2011-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분과 PM(2010-2012)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기술위원회 위원(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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