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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0년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조약 26개 중 16개의 조약에 가
입함으로써 일반적인 중진국보다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02년에는 WIPO의 지원
을 받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제정하였고, 2012
년에는 저작권법을 수정⋅보충하였고, 2004년에는 저작권사무국을 설립하였다. 그
런데 2011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
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한 이후 북한의
저작권 환경 내지 상황은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공식 발언, 북
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 정책변화,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북한 저작물
의 북한 국내 및 해외(한국 등)에서의 수출과 유통 증가(인터넷상 북한 저작물의
배포 포함) 노력, 저작권사무국과 같은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
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과 같은 기관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대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대리⋅중재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는
첫째, 2011-12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의 저작권 정책
의 변화를 추적⋅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사업(추진과제)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곧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
력을 하는 경우 한국이 북한과 어떠한 사항을 협의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과 관련된 추진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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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의 단계 및 각
단계에서 추구하여야 할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천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 및 공공 등
주체 및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저
작권 교류에서 ①남북관계의 진전 단계, ②추구 목표, ③실천 주체, ④실천 기간(추
진 기간⋅목표)을 ‘상수’로 보고, 이에 대한 변수로서 추진과제 및 실천전략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 및 추진 기간을 대략 ㉮남북관계 교착기(교
착기 목표⋅전략), ㉯저작권 교류개시기(단기 목표⋅전략),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
화기(중장기 목표⋅전략)로 분류하였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 모
두이지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의 주체는 ㉮민간 및 ㉯공공주체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는 교착기의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추진 목적으로서, 교류협력 개시,
교류협력 대비, 인적 교류 개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정부⋅민간기관
의 적절한 역할 분담, 민간 저작권 창구의 마련,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
시하였다. 교착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정부 측에서는 남북 저
작권 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연구, 교류협력 원칙
의 제시, 동서독 및 중국⋅대만 교류 연구, 민간 역량구축⋅강화 교육프로그램 운
영, 민간교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저작권 공동연구 등을 제시하고, 민간주체
에 대해서는 WIPO⋅중국을 통한 저작권 세미나⋅학술대회 개최⋅참여 및 저작권
공동연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단기적인 목적으로서, 남북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 인적교류 및 민간주체 교류협력 확대, 상호 저작물 이용의 허용⋅확
대, 남북 저작권 상호보호 원칙 관철,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및 강화 지원, 북한
저작권 기관(기구)의 역량 강화 지원, 남북 저작권 법제도 차이점의 최소화 방안
마련 준비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작권 합의서(1단계) 체
결, 남북 저작권 공식 창구(공동위원회) 마련, 북한 저작권 기관 역량 구축⋅강화
지원, 민간기관 교류협력 확대, 공공기관 교류협력 개시,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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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남북 저작권 교
류협력의 지속성 유지(저작권합의서 합의서 규정, 다자간 조약 체결, 남북한 및 국
제기구⋅제3국간 저작권 교류협력 공동 추진,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남북의
저작권 창구(채널)인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지원, 민관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창구의 구성, 납북자 저작권 문제 등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저작권 쟁점의
논의 필요성, 저작권 공동연구의 확대, 세미나⋅학술대회 남북한 직접 개최,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지원(민간⋅공공기관 교육 지원, 저작권 인프라 지원, 저작권 인
식 향상 교육 지원), 북한 저작권 교재 개발⋅지원, 북한 저작권 연구 지원⋅공동
연구,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교류협력주체의 확대,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등),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개시⋅확대,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
⋅반입 용이⋅자유화 및 제한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중장기 목적으로서, 상호 저작물 이용의 확
대(중기) 및 완전 정상화,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확보(교류협력의 정례화), 상호 저
작물 이용의 완전 정상화, 교류협력의 질적 확대,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화
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상호 저작물 유통 확대의 지원, 북
한 저작권 대외 개방 지원, 북한 저작권 법제의 선진화 지원, TV⋅라디오 상호 허
용 및 인터넷 개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
략으로서, 단기 과제 확대⋅강화 실천,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확
대. 저작권 상세 쟁점 논의, 저작권합의서(2단계)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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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Agenda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arly 2000’s, copyright was not new any more in North Korea.
North Korea legislated the Copyright Act in 2002 and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Act in 2003, and it established the Copyright Office in 2004.
However, emphasis has been placed on copyright since 2011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ok power. Knowledge economy has been one of
the keywords of his regime’s economic policy, and copyright seems regard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nowledge economy.
Copyright as well as other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emphasized
to develop knowledge economy in North Korea, which is reflected in several
respects. Articles on the importance of copyright has been published numerous
times in recent years in North Korean media including Rodong Sinmun. Kim
Jong-un emphasized the knowledge in the Party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North Korea has ratified 16 of the 26 WIPO-administered treaties
including the Berne Convention, surpassing 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Recently, North Korea makes many video contents including movies available
on internet.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what is going on copyright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by

tracing

developments

in

current

situations,

copyright

institutions, or distributions of copyright work. Based upon the analysis of
copyright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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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divides the periods of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to three terms depending upon fluctuating inter-Korea relations:
stalemate, short-term, and mid- and long-term.
During the stalemate, this study suggests as goals of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copyright communication channels be opened
by civil organizations such as academic associations, copyright personnels
exchanges be expanded, and that the Government prepare for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it recommend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elp, financially and organizationally,
civil organizations to hold joint academic seminars together with WIPO or
China.
As short-term goals of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try to keep the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North and South Korea
expand the reciprocal availability of copyright works, that South Korea help
North Korea enhance copyright awareness, and that South Korea also help
copyright institutions of North Korea strengthen their copyright cap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s, this study recommend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ign the Copyright Agreement, establish the Copyright Joint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copyright experts from both sides, exchange copyright
information each other, and consult and compromise urgent copyright issues
between both sides. This study, in particular, recommends that inter 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 accompanied by WIPO or China in
order to keep its sustainability.
As mid- and long-term goals of inter-Korean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and North Korea expand the
reciprocal, or allow complete, availability of copyright works, that they expand
- xii -

Abstract

copyright

exchanges

and

cooperation

qualitatively,

and

that

they

unify

copyright law and system each other. In order to achieve those goals, this
paper recommends that South and North Korea make available TV and radio
broadcasting each other, allow people to use internet completely, consult
detailed copyright issues, and sign the advanced Copyright Agreement.
This study would hopefully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inter-Korean
copyright law and system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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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이나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일
부분으로서, 남북간에 저작권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상호 저작권 보호,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구축⋅강화, 상호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저작물 이용료의 징수⋅분배,
저작권 관련 민간⋅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저작권 학술회의⋅워크숍 개최, 저작권
관련자의 인적 교류⋅확대, 남북간 저작권 현안 해결,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
등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군사적⋅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70여년 이상
서로 격리되어 관계가 두절되었던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일한 민족임을 확인
하고 문화측면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고, 북한이 저작권 분야 등 여러 분야
를 개방하여 북한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통일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저작권에 관하여 교류협력하여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교류협력에는 정치, 군사, 사회, 문화⋅예술, 이산가족 등 매우 많은 의
제(어젠다)가 존재하고, 이들 큰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의제도 매우 많이
존재하는데, 저작권은 이들 큰 의제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의제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이 여러 세부 의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의제는
남북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북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협력
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이 대외
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의 성격을 가진다. 요컨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모든 의제 및 세부 의제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저작권 의제는 문화⋅예술 교류의 밑바탕이 되는 분야이다. 북
한은 2011년부터 과학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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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도자의 연설, 노동당 대회, 북한의 주요 언론⋅선전 매체 등에 의하여 명확
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질 수 있고, 한국이 북한의 저작권 인프라를 지원한다면 남북간 긴장완화 및 화해
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 의제는 남북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
로 남측 땅을 밟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이후 남북
관계는 교착국면의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2020년 12월 현재에도 남북간 교류협력
은 교착상태에 있으나 남북간 교류협력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재의 교착국면에서
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개시하기 위한 시도 및 준비를 하여야 하고, 교류협력
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한이 2011년경부터 ‘지식경제’를 강조해 오고 있다는데 있
다. 북한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후 ‘저작권’으로 지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저작권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인
정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북한의 저작권 정책변화는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저작권사무국 등 지적재산권 기구를 설치하고, 언론⋅
선전 매체를 통하여 저작권의 의의 및 인정근거 등을 설명하는 등 저작권 인식
(copyright awareness)을 향상시키는 것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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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0년 12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지재권조약 26개
중 16개 조약에 가입해 있는데, 일반적인 중진국이 가입한 숫자 이상의 조약에 가
입한 상태이다. 2002년에는 WIPO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2001.
3.21.), 2012년에는 이를 수정, 보충하고(2012.2.24.), 2004년에는 저작권사무국을
설립하고,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인 “지적소유권국”을 설치
하였다.
저작권사무국과 같은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남산저작물교류
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과 같은 기
관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대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대리⋅중재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저작권 집중관리 및 법률적 지원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도 저작권 인식은 물론이고 저작권 산업을
위한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예컨대 “새
기술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
을 집중하여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 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제
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김정은의 언급1)을 인용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교육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많은 보도를 하고 있
다. 이러한 보도들은 저작권 관련 소식을 전한다기보다는 주로 저작권의 의미나 중
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특히 북한 매체들이 선전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도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기 시점에서 저작권 교류협력이 지금 당장, 또는 빠른 시
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이 한반도를 둘
러싼 대내외 환경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는 점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구상하고 실시하고자
한 것은 사실상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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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부속합의서)가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9),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서(§9⑤) 시작되었다. 물론 이러한
남북간 합의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하고(2006), 이
에 따라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도 저작권 교류협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가피한 것이므로, 현재의
교착기 시점에서도 한국은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의 교류협력은 현재와 같은 교착기를 벗어나 교류협력을 개시하고, 교류협력을 활
성화하고,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시기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
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착기, 교류 개시기, 교류협력 활성화 시기에 한국이 어
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문제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저
작권 교류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많은 사
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교착기를 타개하여 저작권 교류협력을 개시하
기 위한 방안,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주체, 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
일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논의하여야 할 주제(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러한 주제를
위하여 대비하여야 할 사항 등 많은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기구 현황, 정책변화, 저작물 유통
등에 대한 부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의제 발굴,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시기는 물
론이고,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강조하고 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목표나 의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목표나 의제는 물론이고 방법이나 전략도 반드시 각 단계별로
존재한다거나 단계별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교류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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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 하나인 북한에 저작권 인프라 지원은 교착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교류협력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의제, 목
표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남북 관계의 진전 단계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단계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전략은 특정 시기에 강조되어야 할 수도 있다. 요컨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
한 목표나 의제, 추진전략이나 방법론 등은 남북관계 진전의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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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북한 헌법2)은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예술정책을 밝히고 있
다. 헌법 제51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
려 세운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
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정책을 밝힌 제52조는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
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학기술⋅예술정책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74조는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을 토대로 북한은 ‘저작권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발명법’ 등의 지
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이후로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2004년 내각 산하
에 저작권사무국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저작권 역사는 법제도적 측면에
서 약 20여년 정도라 할 수 있다.3)
북한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 시점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
2)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3) 물론 북한이 구 소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저작권 분쟁이 1980년대이므로 전
반적인 측면에서의 저작권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Deming Liu, Copyright in
North Korea: Reality or Hoa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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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공식 발언, 북한 집권당인 조선노
동당 정책변화, 북한의 선전매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내용, 북한 저작물의
북한 국내 및 해외(한국 등)에서의 수출과 유통 증가 노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최고 지도자와 북한 노동당의 과학기술 강조
1.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도⋅소개를 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먼저 소개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북한사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주된
지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새해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 당국자와 주민들
의 한 해 업무지침을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년사나 조선노동당 회의에서의
발언을 활용해 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나 노동
당 회의에서의 발언은 북한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
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
적 전환을 일으키자면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며 과학
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
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꾼들과 당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확립하
는데 앞장서자.》4)

7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2018년 4월 20일)
《국가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업
이며, 우리 세대, 과학자, 기술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
제9차 전국과학기술자대회 (2013.11.13.-14.)
《새 기술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 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 연구기관과 기업체들
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
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신문,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 (2019.3.19.)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
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３) (2019.3.3.)
노동신문, 저작권과 우리 생활 (2019.2.10.)
노동신문, 지적소유권과 경제발전 (2018.10.21.)
노동신문, 지적소유권과 록색미래: 지적소유권국, 발명총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2020.4.26.)
노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2) (2019.1.27.)
노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1) (2019.1.13.)
노동신문,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2019.1.9.)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여야 합니다.》
노동신문,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선 청년과학자들 (2019.1.17.)
《상표는 제품의 얼굴입니다. 상표를 시대적 요구에 맞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게 잘 만들어야 제품이 돋보이고 빛이 납니다.》
노동신문, 지적소유권대상으로서 상표의 기능 (2020.1.12.)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나라를 지식경제 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
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지적소유권과 발명 (2018.12.9.)
《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

8

제2장

북한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위상 변화

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
리는 겨울철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４월전원회의 결정
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
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였었니다. ... 문
화예술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
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 사회
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
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
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북한 최고지도자의 위 언급들은 과학교육, 지식, 지식의 힘, 지식경제, 경제의
지식화, 지적창조력, 기술개발 등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러한 언급들이 상표를 제
외하고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따로 언급하고 않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 매체
들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홍보 내지 보도하는 경우에 이러한 언급을
상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와 북
한 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직후부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되어온 정책노선으로서
4) 북한의 맞춤법이나 철자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편의를 위하여
북한에서의 원문을 일정한 한도에서 한국의 철자나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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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이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시기에는
“자원배분의 변화를 거의 수반하지 않는 이전과 달리 실질적인 투자를 수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과학기술 및 교육훈
련 등을 위한 자원배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5) 과학기술
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발전의 법
제도적 토대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조선노동당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변화는 북한 노동당의 정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해 왔는
데, 2018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하여 대북제재에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 2018.4.20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를 사호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릴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부문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55-56 (2017).
6) 연합뉴스, 북한 "과학기술은 제1척후전선…홀대하면 나라 망한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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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에 게재된 논문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 각급 과학교육 기관들에서는 김정은 동지가 제시한 '과학으로 비약
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
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북한을 온 세계가 우러러 보는 과학기술
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며 과학과 교육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
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7)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
노동당의 과학기술 강조는 “자체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속히 끌어올려 당장의 경제
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산업 부문의 생산성 극대화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속
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12.28.-31)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전략자산이 과학기술이라고
밝혔고, 북한 노동당은 첫 번째로 경제발전을, 두 번째로 과학 중시를 결정서로 채
택하였다.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019.12.28.-31
김정은 위원장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
같이 경제 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
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
《당 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사회주의건
설의 전 전선이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이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
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라를 전망적으로 발전시
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
히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로승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구호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자자!>의 진수와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64권 제4호.
8) 연합뉴스, 북한 "과학기술은 제1척후전선…홀대하면 나라 망한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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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
《우리나라(북한)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 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이 더 없이 기쁘며 이것이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
결정서
1. 나라의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 발동해 경제발전과 인
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
2.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이다.
.....

북한은 노동당의 결정서에서 첫 번째인 경제발전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두 번째
로 명시할 정도로 과학기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
한 김정은 위원장 및 북한 노동당 등의 접근자세는 “과거와 달리 내부 자원, 노동
력 동원과 더불어 과학기술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9) 상당히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평가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나 노동당의 정책(결정
서)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실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나 인재양성 등 이외에도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도⋅홍보하면
서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제일 먼저 인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고지도자나 북한
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는 사실상 지적재산권과 직간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처음 강조된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에 대하여 취하는 북한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의 최근 결정서가
9) 임을출, 2020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 및 북한 현황 분석(제16회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 2020.
1.16.) (토론). 사이언스타임스, 과학기술 중심 남북 학술교류 시도해야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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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저
작권 내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접근태도가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의 언론매체
1. 언론매체의 역할
공산주의체제에서는 언론이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의 노선과 정
책 관철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활용된다.10) 따라서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저작권이
나 지적재산권을 취급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를 인민들에게 선전⋅홍보⋅교육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언론매체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취급하는
내용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실이나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적재산
권의 기본 이론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당국이 최근 지
적재산권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내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음의 보도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북
한 당국의 전략을 고찰해 보자.
• 지적소유권과 록색미래 (4/26/2020,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대상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1/12/2020,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경제활동 (1/12/2020, 10/21/2019, 7/5/2019, 중앙TV종합)
• 날로 높아가는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 (11/26/2019, 노동신문)
• 저작권과 우리 생활 (10/02/2019, 우리민족끼리)
•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 (8/18/2019, 내나라)
• 지적소유권과 체육 (4/27/2019, 노동신문)
•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3/19/2019, 노동신문)
10)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고유환⋅이주철⋅홍민,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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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의 특징 (３) (03/03/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의 특징 (2) (1/27/2019, 노동신문)
• 저작권과 우리 생활 (10/02/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의 특징(1) (1/13/2019, 우리민족끼리)
•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1/9/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발명 (12//9/2018,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경제발전 (10/21/2018, 노동신문)
• 저작권과 사회문화발전 (05/06/2016, 노동신문)
• 나이제리아의 저작권보호노력 (10/20/2015, 조선중앙통신)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에 대한 보도

2. 저작권 교육⋅홍보에 초점
북한은 대표적인 언론 매체이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국영 통신사인 조선
중앙통신 등을 통하여 최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이 사실 언론 매체라기보다 북한 당국과 당의 선전 매체
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 당국이 저작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저작권에 대한 소식을 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어
서, 북한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인식(copyright awareness)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내지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
한의 주요 매체들이 취급하는 저작권 보도를 분석하면 북한의 저작권에 대한 입장
이나 정책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저작권 내지 지적재산권을 교육⋅홍
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저작권 역사가 상대적으로 단
기간이라(2001년 저작권법 제정) 북한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
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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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신문(2019.3.19.)
2019년 3월 19일자 노동신문의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라는 기사는 저작
권에 대한 교육⋅홍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108(2019)년 3월 19일 로동신문>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기술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높여주어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발전을 추동하
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이다.
공업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 있어서는 등록이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
를 위하여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혹
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침해로
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침해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
는 행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침해에는 저작물의 비법이용과 부당한 이용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
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금지권이다. 그런 것만큼 저작권자로부
터 허가를 받거나 법이 예견하고 있는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비법 이용으로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표절과 무허가 이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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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부 그대로 옮겨 베끼고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
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를 자기의 저작물에 인용하고도 그 출처를 전혀 밝
히지 않고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전시, 촬
영, 공연하거나 개작, 번역하는 것 등이 속한다.
저작물의 부당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의사와는 배치
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에 정해진 대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초과하는 것,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침해에는 발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들이 있다.
발표권 침해는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물을 사회에 공개하
거나 혹은 그가 허가한 형식과 방법에 배치되게 저작물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재
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발표
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성명표시권 침해는 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그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에 본명이나 가명
지어 무명 등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 등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제멋대로 수정,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 등은 저작
자의 창작적구상과 설계, 독창적 표현의 응결체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수정,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된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비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것과 같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에는 해당되
지 않지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침해와 직결되여 있는 예비적, 준비적인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한다.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비법적인 접근, 복제를 방지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보호장치들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그에 맞게 그러한 기술
적 보호장치들을 해제, 제거,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방임해두면 저작권보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므로 법적으로 기술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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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누구나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
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저작물들이 더 많이 창작보급되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교류소 실장 최명희

위 기사에서 인용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루어진 것인
데, 이 발언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
다.11) 위 기사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인
용한 것은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것의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지식경제 강국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사는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교류소의 실장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북한의
교육위원회12)는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내각 산하의 기관이다.
따라서 위의 기사는 어느 일반 개인이 저작권에 관하여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북
한 당국이 선전을 주요 기능으로 담당하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저작권을 교육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다. 저작권을 교육⋅홍보하는 위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매우 논리적이고, 저작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비교적 용이하
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1.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 준수 ➜ 저작권 보호, 창작 인센티브 ➜ 경제⋅과학기술
⋅문화 발전
2. 저작권의 종류: ①재산적 권리 + ②인격적 권리13)
3. 산업재산권과의 구별: 보호요건으로서 등록 여부
4. 저작권 침해: (1)저작재산권 침해, (2)저작인격권 침해, (3)저작권침해로 간주되

11)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비전과 과학기술 육성정책 (R&D Spotlight, Part 01)(기술정책
연구소).
12)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지도 총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면, 정책집행
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성
과 보통교육성을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직할시)⋅시⋅군 인민위원회 교
육국⋅교육처⋅교육과가 담당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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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1) 저작재산권 침해: ①저작물의 비법이용, ②저작물의 부당한 이용
① 저작물의 비법이용: 저작재산권 ➜ 배타적 금지권 ➜ 저작물 이용(저작권자
의 이용허락/법률상 일정한 근거14) 필요) ➜ 충족 못한 경우에는 비법이용
▴비법이용: ㉮표절, ㉯ 무허가이용
▴표절의 의미
②저작물의 부당한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으나 의사와 배치되는 저작물
의 이용
▴예: 계약상 대가 지급하지 않은 이용, 발행부수 초과,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이용
(2) 저작인격권15) 침해: ①발표권, ②성명표시권, ③동일성유지권 침해
①발표권 침해
②성명표시권 침해
③동일성유지권 침해
5. 기술적 보호조치16)
6.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

13) 북한 저작권법 제13조(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
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14) 북한 저작권법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이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15) 북한 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16) 북한의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은
규정하고 있다.
북한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제34조(허가없이 할 수 없는 행위)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
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쏘프트웨어를 이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2.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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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신문(2019.2.10.)
<주체108(2019)년 2월 10일 로동신문>

저작권과 우리 생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
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소설이나 영화대본, 음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창
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들을 머리에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명절 혹은 생일에 동
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찍는 사진이라든가 일기나 즉흥시 같은 것은 물론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성별과 나이, 직
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 나온 노래의 곡과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사상과 내용을 풍부한 예술적 기량과 세련된 형상수법으로 재현해내는 성악가,
연주가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다. 이로부터 저작권법에서는
소설, 음악, 극대본을 창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율동,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
용수, 영화배우는 물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해준다. 지어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녹음, 녹화한 자기테프, 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저작인접권자로 되며 해당
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
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작물은 그 어느 것이든 인간의 사상감정, 자연과 사회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 가지 표현수단과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건
전하고 고상한 사상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한다.
저작물에는 그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속한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콤퓨터쏘프트웨어,
전자자료기지, 다매체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3.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4. 쏘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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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
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금지권이다.
저작물의 이용방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도
록 허가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방법에 따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방송권, 2
차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그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기의 저작물을 공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
는 발표권,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겠는가 말겠는가를 결정하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구성되여 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사망
후에도 계속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자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떨어뜨
리고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가치 있는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
께 창작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진보와 문화발전을 추동하는
것, 이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근본목적이며 그를 통하여 저작자와 사회의 전반적이
익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기본원리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저작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훌륭한 저작물들이 더 많이 집필, 창작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철순

위 기사에서 인용된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
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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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고 있습니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저작권 내지
지적재산권을 설명⋅보도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정
은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외개방을 하고, 지식경제시대
에 맞는 경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17)을 강조한 것이다.
위 기사는 저작권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교육⋅홍보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저작자
▴소설, 영화대본, 음악 등 문학예술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들 이외에
누구든지 저작자 될 수 있음
3.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역할
▴권리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18) 소설이나 영화대사의 번역자를 저작
인접권자로 인정하고,19) 무선통신망을 통한 것도 방송으로 설명하는 점이 특징.
4. 저작물
▴개념: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
▴역할: 인간의 사상감정, 자연과 사회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 가지 표현수단
과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건전하고 고상한 사상생활과 문화
정서생활에 이바지
▴유형: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
물 등20)
▴콤퓨터쏘프트웨어, 전자자료기지, 다매체편집물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증가
5. 저작권 종류: ①재산적 권리, ②인격적 권리
6. 저작재산권
▴의의: 본질에 있어서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
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금지권
▴저작물 이용방법: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21)
▴저작권자의 금지권 및 이용허락22)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23)
17) 아시아경제, 北김정은 “저작권 보호로 지식경제 시대 대비해야”, 2019.2.11.

21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종류: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방송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24)
▴존속기간: 창작-저작권자 사후 50년25)
7. 저작인격권:
▴의의: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종류: 발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특성: 상속이나 양도 불가, 저작권자 사후에도 보호26)
8. 저작권 보호 필요성
▴인센티브(유인론)
▴국가의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등의 발전27)
9. 저작권 보호제도의 근본 목적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창작
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진보와 문화발전을 추동28)
10. 저작권 보호제도의 기본 원리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 사이의 균형 보장
11. 저작권 보호제도의 완비 필요성

18) 북한 저작권법 제33조(저작인접권자의 의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
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는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19) 북한 저작권법 제10조(저작인접권의 대상)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작품
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20) 북한 저작권법 제9조(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람저작물
21) 북한 저작권법 제26조(저작물 이용의 기본요구)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
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22) 북한 저작권법 제27조(저작물의 이용, 허가)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
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3) 북한 저작권법 제46조(손해보상)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
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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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저자인 장철순의 소속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철순은 북한저작권사무국의 국장이다.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원고나 기사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사가 북한저작권사무국을 대표해서 장철순 국장이 로동신문에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29)

(3) 조선의 오늘
조선의 오늘

저작권과 사회문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30)
24) 북한 저작권법 제15조(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25) 북한 저작권법 제23조(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
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
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후 50년까지 보호한다.
26) 북한 제20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
진다. 인격적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27) 북한 저작권법 제3조(저작물의 이용원칙) 저작물의 이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28) 북한 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29) 김기헌, 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21권 1
호, 186-187면.

23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작권이란 과학과 기술, 문학, 예술분야에서 창조된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정신
적 및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적창조물들에 대한 저작자(저자 또는 창작
가)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대상에는 과학논문, 소설, 시와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과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등 영상저작물, 회화, 조
각, 공예, 서예, 도안과 같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과 같은 도형저작물,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 등이 속한다.
공업소유권과 함께 지적소유권의 2대 구성부분으로 되는 저작권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것은 해당 나라의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발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되는 저
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나라의 문화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31)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조한 당사자와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의 권
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당사자 또는 그의 권리
를 넘겨받은 당사자로서32) 발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와
복제권, 공영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개작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저작권자의 허
가를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해당 법적절차들을 규제하였다.
이와 함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당사자 또는 그 권리
를 넘겨받은 당사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규제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
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하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었다.33)
이러한 저작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사회문화발전을 추동하는 지적재부의
창조자들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고 그들의 열의를 최대한 발동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성과들과 명작들,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
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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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법률적환경
이 튼튼히 마련되고 발전되여 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공화국 헌법에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권
과 발명권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주
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
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왔다.
모든 사회성원들은 저작권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온 나라에 비약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지적재부의 창조와 보급, 유통, 저작권의 보호관리가 튼
튼한 법적환경 속에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
수님의 구상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
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연구사 김희숙

위의 기사는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상세
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제도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0) 북한이 저작권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48년 헌법 제20조에서 “공민은 과학 또
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은석 236. 북한의 헌법(2019년 개정) 제74조는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
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북한 저작권법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32) 북한 저작권법 제13조(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
리를 가진다.
33) 북한 저작권법 제42조(저작권사업의 지도)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
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
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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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유권 보호필요성에 대한 기사
북한 언론매체들은 저작권 이외에 다음과 같이 지적소유권의 보호 필요성이나
역할 등을 홍보⋅교육하고 있다.
⋅ 지적소유권과 녹색미래 (4/26/2020,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대상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1/12/2020,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경제활동 (1/12/2020, 10/21/2019, 7/5/2019, 중앙TV종합)
⋅ 날로 높아가는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 (11/26/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 (8/18/2019, 내나라)
⋅ 지적소유권과 체육 (4/27/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의 특징(３) (03/03/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의 특징(2) (1/28/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의 특징(1) (1/13/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1/9/2019,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발명 (12//9/2018, 노동신문)
⋅ 지적소유권과 경제발전 (10/21/2018, 노동신문)

이러한 기사 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인 김철웅이 3편에 걸쳐 연
재한 지적소유권의 특징은 지적소유권의 개념, 보호필요성, 외국제도 등 지적재산
권에 대하여 비교적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체108(2019)년 1월 13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1)
지적소유권은 한마디로 지적재산의 취득, 리용, 처분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지적재산에는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각종 저작물과 함께 발명, 공업도안, 상표,
봉사표식, 원산지명, 영업비밀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지적창조물들이 속한다. 이처
럼 개개의 지적창조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이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보호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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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콤퓨터쏘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발명이나 상표와 같이 동산도 부동산도 아닌 지적창조물이 보
다 더 중요한 재산으로 지어 기업들의 기본생산력으로,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그 어떤 형태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형재산 혹은
사람의 지적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지적재산이라고 부른다.
발명,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은 바로 지식에 토대하여 만들어지고
지식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지적재산들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주체108(2019)년 1월 27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2)
지적재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소유권의 취득과 보호의 필수적전제로
한다. 유형재산과 달리 지적재산은 일종의 지식, 정보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지적
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는 등록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등록의 목적과 방법 등에서 지적재산과 유형재산은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지적재산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등록과 같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새로운 발명, 도안들을 사회에
널리 공개하고 보급하려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은 유형재산과 달리 일단 공개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가 다 매우 적은 원가로 혹은 전혀 원가를 들이지 않고 복제, 모방할 수 있다.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통하여 침해현상들에 대한 감독통제와
권리보호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그것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기술, 도안들을 더 많이 발명, 창작할 수 있
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적재산의 등록은 새로운 발명, 창작의 동기와 조건을 마련해주
고 지적재산의 류통과 창조를 촉진시켜 경제와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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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과 유형재산은 또한 등록의 절차와 보호범위, 효력에서 서로 구별된다.
발명과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등은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만
비로소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강한 전파성을 가지며 따라서 그에 대한 등록이 어느 한 나라
나 지역으로 한정되여서는 법적보호가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다.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둘 또는 그이상의
나라에 등록하게 되면 지적재산은 국제적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주체108(2019)년 3월 3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의 특징 (3)
지적소유권은 법에 규제된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지적재산은 일종의 정보인 것만큼 그에 대한 소유자만의 점유는 사실상 불가능하
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임의의 사람들에 의하여 손쉽게 전파, 리용될수 있다.
지적재산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배타
적인 효력을 부여해준다.
다른 한편 지적소유권의 배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적소유권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하여 국가발전과 사회적
진보에 저해를 주는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연구개발과 창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적재산의 원활한 류통과 리용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것이 바로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근본사명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지적소유권법은 보호의 기간과 지역 그리고 기타 조건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효력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와 수요에 맞게 지적재
산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금지한다.
지적소유권의 효력은 무엇보다 먼저 일정한 기간과 지역의 범위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법에 따르면 특허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은 각각 15년(특허권
자의 요구에 따라 5년 연장 가능)과 10년, 공업도안권은 5년(공업도안권자의 요구
에 따라 5년씩 두 번 연장 가능), 상표권은 10년(상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동안 보호된다. 영화를 비롯한 일부 저작물을 제외하고 저작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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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지적소유권은 또한 그것이 등록된 나라나 지역에서만 보호된다.
저작권에 있어서는 등록이 효력발생의 필수적전제로 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
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적소유권의 효력은 다음으로 법에 규제된 기타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지적소유권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한 다음 일정한 기간 리용하지 않
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
이 강제허가가 적용된다. 그리고 지적소유권법은 지적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적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1. 지적소유권의 개념
2. 지적재산 및 소유권의 종류
3. 유형재산 v. 무형재산(지적재산, 지적창조물)
▴유형재산(동산 및 부동산) 및 지적재산(발명, 실용기술,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의 의미, 특성
▴지적재산 ➜ 지적소유권
▴유형재산 및 지적재산의 공통점
▴유형재산(부동산) 및 지적재산의 구별
➜ 등록의 목적 및 방법, 보호범위, 효력의 차이
4. 지적소유권의 효력
5. 지적소유권의 범위(시간적⋅장소적) 및 남용금지
6. 지적소유권의 제한

지적소유권에 관하여 3개의 기사로 이루어진 위의 시리즈 기사는 지적재산권의
의의, 특성, 유형재산과의 구분⋅차이점, 지적재산권의 효력⋅범위, 지적재산권의
제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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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발전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노동신문에 게재된 글은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체107(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
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전파, 응용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모든 나라의 경제토대와 산업구조, 생산방식과 경영관리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
어나고 있으며 경제발전정책 역시 지난 시기의 자연부원확보로부터 지적자원 확보
에로 방향전환되였다.
지금 날이 갈수록 치렬해 지고 있는 기업들 사이, 나라들 사이의 경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재를 누가 더 많이 선발하고 육성하는가, 지적재산을 누가 더 많이 창조하
고 보유하며 능숙하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가
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되는 지적소유권경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 회의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과
학기술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명실공히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하여
서는 사회경제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생산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전략자원으로 하
는 지식경제체계에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는 산업부문
과 과학연구부문들 사이의 경제기술적 련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자원을 합리적
으로 효과있게 활용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 수
있는 경제적조건과 법률적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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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환경, 수단을 사회경제관계의 공고한
체계와 질서로 고착시키고 담보해준다.
지식경제는 생산자원과 사회생산물이 전적으로 지식과 정보, 지적재산으로 일관된
지적창조순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경제형태이다.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유통, 이용이 바로 지
적창조순환이며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적 재생산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되고 있다.
지적창조순환은 지적재산의 창조과정뿐 아니라 보호와 유통, 이용의 전 과정을 포
함한다. 그것은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 이용이 창조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지
는 필연적이며 불가분리적인 과정인 동시에 창조의 끊임없는 반복과 갱신으로 맞물
려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회경제관계는 새로 창조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관계, 창조와 류통,
이용과정에 맺어지는 관계, 창조순환을 위한 자원배치와 구조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지적창조순환을 위한 사회경제적환경과 조건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
도적으로 고착된 것이 다름 아닌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이다.
현대과학기술이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라면 지적소유권 보호제도는 지식경제의 전
반적 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 힘 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이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도안, 저작물에 대한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
해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발명과 창작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체 없이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여 중복연
구와 지출을 없애고 모든 지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
을 지어준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 창조자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고 이미 이룩된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보다 가치 있는 지적재산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켜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힘 있게 추동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떠난 지식경제의 존재와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관
철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
년토대를 마련하는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사업이다.
우리 식의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끊임없이 발전, 완성시켜 나가야만 지식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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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적요 구에 맞는 경제관계를 확립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창조적 지혜와 열
정을 적극 불러일으켜 경제강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다질 수 있다.
사색과 탐구, 창조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생활방식으로 되고 그것이 지적소유권보
호제도에 의하여 담보될 때 비로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될 것이며 멀지 않은 앞날에는 우리나라가 지식의 힘으로 장성
하는 지식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 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
고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창조와 혁신을 기본발전방식으로, 지적소유권보호제
도를 추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해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경제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지적재산을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
사에서 김철웅은 “나라의 경제를 명실공히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
신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경제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생산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전략자원으로 하는 지식경제체계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식
경제체계에서 지적재산이 전략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전략)자산의 기본
법인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신문, 날로 높아가는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국제적관심 (2019.11.26)
지적소유권은 지적창조물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인간의 정신로동, 지능로동의 산물인 지적 재부를 창조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이다. 지적소유권은 매개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제
거래를 주도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특
히 고도기술이 밀집되여 있고 기술창조에 의거하여 생존하고 발전하는 첨단산업분
야에서는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기회를
틀어쥐고 경쟁에서 주도권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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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지적소유권과 경제발전 (2018.10.21)
오늘날 지적자원은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산업의 기초로 되고 있기 때문
에 누구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
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노동신문,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2019.01.19.)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하루
빨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기본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지적소유권사업을 철두철미 사회주의적소유를 옹호고
수하고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
이 발휘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국가적이익, 전사회적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발명가, 창작가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절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저작물 유통
1. 서론
북한의 저작권 주무기관은 2004년 내각 산하에 설립된 저작권사무국으로서, 내
각이 북한 최고의 행정집행기관이므로 북한도 저작권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대회에서
저작권법을 채택(2003.3 저작권 시행규정, 2003.4 저작권 시행세칙 마련)하고
2003년 4월에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한 후, 이듬해인 2004년
4월에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을 내각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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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북한의 체제는 중국과 매우 유사한데,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 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 노동당 선전부가 사
실상 각종 매체는 물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책임지며, 대외적으로는 내각 부처
혹은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당의 결정
을 행정부 관련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인데, 현재 북한의 경우 당의 기관과 정부의
기관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저작권사
무국이 북한의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WIPO) 홈페이지에 소개된 북한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처는 총 3개로 그 중 저
작권 업무는 저작권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4) 하지만 저작권사무국과
지적소유권국(지적소유권사무소)의 관계 나아가 지식소유권국과 산업소유권국(산업
소유권사무소)의 관계가 문제된다.
WIPO 홈페이지는 북한의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Country Profiles, Contact
Information)으로서 다음의 4가지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1

Copyright Offi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Deputy Director/Directeur adjoint: Mr. Jang Chol Sun

저작권사무국

2

Invention Offi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Director General / Directeur général: Mr. Kim Tu Man

발명총국

3

Trademark,
Industrial
Design
and
Geographical
상표 및
Indication Office (TIDGIO) of the DPR Korea
공업도안,
⋅ Director General/Directeur général : Mr. Jang Kyong Su 원산지명사무소

4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Commissioner : Mr. KIM Yong Chol

지적소유권국

34) https://www.wipo.int/directory/en/contact.jsp?country_id=94&typ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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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개 기관이 소개되기 이전에는 ① Copyright Offi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② Invention Offi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③

Trademark,

Industrial

Design

and

Geographical

Indication Office (TIDGIO) of the DPR Korea State Administration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QM)
등 3개 기관이 소개되었었다35)

2. 저작권사무국
북한은 2004년 6월 저작권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
을 설치하였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저작권사무국은 앞으로 국내 저작권이 외국에서 침해,
훼손되는 사례를 감시‧통제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다.36) 2003년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이 저작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
를 취하기 위한 북한의 첫 조치라고 한다면,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저작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첫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여러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해
당 기관’(§§8, 21, 27, 30, 45), ‘가격제정기관’(§31), 각종 ‘지도기관’(§§42,
43),

‘감독통제기관’(§45)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등록기

관’(§8 등), ‘가격제정기관’(§32),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37, 38), ‘감
독통제기관’(§39) 등이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북한 저작권법의 “해당(감독통제)기
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7) 그렇다면 저작권사무국은 북한 저작권법
상 (i) 저작권의 대상을 정하고(§8), (ii) 저작재산권을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승인을 하고(§21), (iii) 저작권자 불명인 경우 저작물 이용을 위한
승인을 하고(§27), 부득이하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승인을 하며(§30), (iv)
35) 2015.10.16 archive.com. https://web.archive.org/web/20151016132610/http://www.wipo.int/
directory/en/contact.jsp?country_id=94.
36) 한국경제, 북한, 저작권 보호기구 '저작권사무국'(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보도를 인
용 보도)(2004.11.29.).
37) 김기헌⋅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 21권 1
호 18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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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및 침해방지의 역할을 한다(§45).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화성 산하 기관 또는 별도의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인구와 저작권의 비
중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 사무를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WIPO에 북한의 저작권법 관장 기관으로 저작권사무국이 등록된 것을 봐도
‘저작권법’에 관한 한, 저작권사무국이 위에서 말하는 ‘해당 기관’, ‘가격제정기관’,
‘지도기관’이나 그 ‘대리기관’, 또는 ‘감독통제기관’ 전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
고 그 중 어느 일부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 사업을 지도⋅통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43조 “출판지
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 기관은 저작권 사업에 필요한 대리 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21조 “재산권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
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한국을 포함
해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해오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위임과 저작권사무국 자체의 공증까지 담보하고
있어서 한국의 이용자들은 이곳만 통하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저작권사무국이 2005년 3월에 보낸 ‘저작권 교류조건에 관한 통지’를 한국 당
국이 수용함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한국 저작물의 북한에
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음)에 관한 한 남북 저작권 교류가 이루어진 계기를 열었
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통지와 한국 통일부의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사무국 <통지서>, 2005.3.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
확인서가 없는 한 남한에서의 우리 저작권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
립니다.”
한국 통일부 입장 표명
① 통일부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 2005.4.19.
“북한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 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저작권 교류 절차
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앞으로 우리 부는 북한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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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통지사항을 반영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임.”
②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명의 <안내문>, 2005.4.20.
“앞으로 북한의 각종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상영 등 이용하시려는 분은 북
한 저작물 반입 또는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를 받아들
임으로써 남북 저작권 교류가 전환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저작권사무국
이 설립되기 이전에 북한의 저작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출판지도국 판권처
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베른협약 가입 이후, 노동당이 북한을 대표하는 기구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저작권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을 느끼고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은 “국내의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장악, 관리하는 국가기관"
으로서, 저작권사무국의 개설은 "조선(북한) 저작물 보급의 전환적 계기"이고 "앞으
로 국내 저작권이 외국에서 침해, 훼손되는 사례를 감시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인 대응책도 적극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38) 북한은 2004년 4월 저작권 보호를 위
한 '베른조약'에 가입한 후 저작권 관련 사업을 "국제적 수준에서 벌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비해 왔는데 그 결과로 저작권사무국이 발족된 것이고, “이전에는
도서출판물을 비롯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기관이 외국의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저작권 사업을 추진했으며, 외국과 출판계약은 출판지도국 등
해당 국가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39)
저작권사무국이 발족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저작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저작권 사업을 위한 기능이나 조직 체계가
상세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간의 업무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
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저작권사무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사업’이 정비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보도에 따르면, 저작권사무국이 저작권 사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벌이기 위해 저작권사무국을 발족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저작권사무국은 해외 저작
38) 한국경제, 북한, 저작권 보호기구 '저작권사무국'(재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보도를 인
용 보도)(2004.11.29.).
3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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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역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0)

3. 지적소유권국
‘지적소유권국’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
나라’가 2019년 8월 18일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기사
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직함인 김영철이라는 인
물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 기사에서 김영철 국장은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이
바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2020년 4월 26일 노동신문은 ‘지적소유권과 녹색미래-지적소유권국, 발명
총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적소유권국과 발명총국 관계자를 인터
뷰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보도에서 지적소유권국 국장 및 부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지적소유권국 국장 김영철: 최근시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전통지식, 전통문화,
유전자원, 민속분야의 보호체계를 더욱 완비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지적소유권과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되게 할
데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지적소유권과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적소유권분야에서 최근시기 주목되는 것은 또한 어느 한 나라가 제기한 수자화
환경의 개선이다.
그 나라에서는 1㎢의 도시구획을 5명의 인원이 관리, 운영하는 수자화환경의 개
선구상을 내놓고 지적소유권제도가 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기본은 인공지능 기술을 리용하여 도시의 생태환경을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다.
40) 최경수, 국제조약에 비춰본 북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8년, 164-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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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국 부원 조영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심의등록과 보호관계를
규제한 법조항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보충하였으며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적소유권보호사업과 관련한 강습과 강의를 실정에 맞게 진행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적인 지적소유권발전전략에 제시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지적소유권 보호사업을 당정책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진취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
을 다해 나가겠다.”

북한에서도 지적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지적재산권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하
여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언론매체에 소개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 국장의 성명(김영철)과 WIPO 홈페이지에 소개된 책임자
(Commissioner)의 명칭(KIM Yong Chol)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WIPO 홈
페이지의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지적소유권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소유권국이라는 명칭이
2019년에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하고(2019.8.18), WIPO의 홈페이지에서도 최근 추
가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지적소유권의 설치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지적소유권국이 저작권사무국, 발명총국 등과 구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기존조직과의 관계나 조직의 구성, 기능, 역할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4. 대성산저작권대리소41)
(1) 설립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그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외’ 저작권 봉사기관으로서

41) 이하 내용은 대성산저작권대리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에 기반한 내용임. http://www.
pyongyangtimes.com.kp/taesongsan/introdu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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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에 설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
실적 요구에 맞게 조선에서 국내외의 저작권자(저작권관련기관)와의 위임계약에 의
한 그들의 인격(도덕)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대리(소송법상 대리,
민법상 대리)를 하는 민간봉사단체로서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설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의 한 단체인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법적
성격을 띠는 저작권 부문의 봉사기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국제조약 및 협정에 맞게 저작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하여 저작권 대리사업42)을 진행하는 신용 있는 기업.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기본적으로 ① 조선출판물수출입사가 설립한 것으로서,
② 저작권사무국에 소속된 단체이며,43) ③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법률대리와
④ 저작권 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42) 북한 저작권법 제43조(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
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43)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대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2018년 4월 25
일 자로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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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역할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대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제기되는 민법상
분쟁을 대리위임을 받아 민사소송법이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 해결. 저작물 이용
에 대한 저작권료의 공정한 분배를 바라는 저작권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저작
권료를 제때에 정확히 해결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조직, 진행...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문화교류 및 출판활동을 희망하
는 다른 나라 출판사들과 저작권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안내와 대리업무
(저작권과 상표 및 특허의 등록, 보호, 허가, 양도 등)를 진행하여 국내외의 저작권
자, 출판사들의 업무활동과 생활상 편의를 친절히 보장하는데 복무함. 저작자와 출
판사들을 도와 그들의 저작물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사용할 수 있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저작물들을 종합적으로 등록한 목록과 우수한 저작물들의 개요를 대외에
소개, 선전함. 조선의 해당 기관들과 일군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저작물(도서, 영화, 전자출판물, 쏘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
동출판, 판권판매, 저작물과 상표 및 특허의 양도(허가) 등의 문제에 대한 자문과
봉사를 진행함.
다른 나라의 저작권자(출판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저작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에 등록 및 보호하기 위한 사업 진행. 출판사들의 위탁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들
의 최신과학기술 도서들과 체육, 역사, 문화, 상식, 세계명작들을 조선글로 또는 우
리나라의 저작물을 다른 나라 글로 번역출판하기 위한 저작권(양도, 허가 등) 사업
을 진행함.

대성산저작권대리소의 기능 내지 역할로는 대체로 ①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
분쟁 해결(소송⋅중재), ② 저작권료 해결,44) ③ 외국 권리자(출판사 및 저작권자)
와의 교류협력사업 안내, ④ 대리업무(저작권⋅상표⋅특허의 등록⋅보호⋅허가⋅
양도 등), ⑤ 북한 저작물의 목록 및 우수 저작물 개요 소개⋅선전, ⑥ 북한 저작
물의 공동출판, 판권판매, 저작물⋅상표⋅특허의 양도(허가) 등의 문제에 대한 자
문⋅봉사, ⑦ 외국 권리자의 저작물 등록 및 보호, ⑧ 북한⋅외국 저작물의 번역⋅
출판을 위한 저작권(양도, 허가 등) 사업 등이라 할 수 있다.

44) 문맥상 저작권료의 징수 및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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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첫째, 저작권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상표 및 특허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둘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집중
관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소송⋅중재 등 법률적인 대리뿐
만 아니라 저작권 대리 및 자문⋅봉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넷째, 외국⋅북한 저
작물의 번역⋅출판 및 북한 저작물의 대외 소개 등을 담당하고, 다섯째, 저작권⋅
상표⋅특허의 등록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서, 마치 법률적⋅비법률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에 저작권 대리를
위임한 다음의 계약서를 보면,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임장
국립민속예술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그와 연관 있는 기타 법규들
에 입각하여 국립민족예술단 저작권에 대한 대리인 자격으로 대외 출판활동과 저작권
보호 및 법률대리(소송법상 대리, 민법상 대리)를 진행하는 것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에 위임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저작권 대리를 대리위임계약에서 부여받은 범위
안에서 하며, 그 행위를 벗어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국립민족예
술단저작권 대리위임 기간은 저작권 대리위임계약에서 지정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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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위임 계약서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김일성상계관인 남대헌 선생과 대외 저작권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아래부터는 김일성상계관인 남대헌 선생을 저자라고 한다.)
1. 저자는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저작권 대리인 자격으로 대외 저작권 사업을 진
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저자는 대외 저작권 사업에서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대리를 대성산저작권
대리소에만 위임한다. 저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법률대리(소송상 대리,
민법상 대리)를 대성산저작권대리소에 위임하며 저작물 목록과 자료를 보장한다.
2.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저자의 저작권 대리인으로서 대외 저작권 사업을 진행
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저작권 대리인으로서 대외에 저자의 저작물을 광고, 선전하
며 저작권 무역으로 제기되는 저작물은 건당 저자와 계약을 맺은 다음 상대방과 저
작권 무역을 진행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저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법상 분
쟁을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이 규제한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로 해결하며, 대리위임계
약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국제조약 및 협정
에 의해 담보되는 저자의 저작물을 이용한데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지불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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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을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대리인 자격으로 저작권 양도 또는 허가를 진행하여 저작
물 사용자로부터 받은 저작권료의 5%는 국가저작권사무국에, 10%는 대성산저작
권대리소 수수료로 떼고 85%를 저자(공동출판, 판권판매인 경우 출판사에, 출판사
는 저자에게 85%의 30%를 저자에게)에게 지불한다. 저작권료는 저자와 합의하여
저작권료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불한다.
4. 저자와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대외 저작권 사업과 관련하여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용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이 합의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저작권 대리위임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만기 한 달 전에 계약파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5. 본 계약서는 쌍방이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소송 등)하거나 대리인 자격에
의한 저작권 양도⋅허가 진행 및 저작권료 분배 등의 역할은 한국에서의 집중관리
단체의 역할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
개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업과 달리, 신탁이나 대리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고 있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에 저작권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는 조선작가동
맹중앙위원회, 산림연구원, 공업출판사, 국립민족예술단,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인민
보건사, 금성청년출판사, 조선태권도위원회, 농업출판사, 조선건축과학기술교류사,
근로단체출판사, 조선중앙사진선전사 등이 있는데,45) 일부 북한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46)도 담당하고 있다.47)
“북한이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설립하고 저작권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 것은 북
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성산저작권대
리소는 민간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정치적 논쟁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북한이 민간기관을 설립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45) 대성산저작권대리소 홈페이지.
46) 예컨대 김일성상계관인(북한의 문예부문 최고 상훈) 남대헌의 ‘저작권대리위임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7) NK경제, 북한 저작권사무국, 대성산저작권대리소 설립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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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48)

5. 룡남산저작물교류사
(1)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소개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
고 있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지적소유권기구로서 저작권대리사업, 특허대리사업, 지적제
품 류통사업을 진행하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른 나
라 저작권관리단체, 대학,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저작권대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박사원생들, 학생들이 창
조한 새 기술, 도안, 소설, 영화문학, 프로그람을 비롯한 지적재산을 보호, 관리하며
유통시키기 위해 특허 및 저작권대리사업을 맡아하는 지적소유권기구로서 2016년
에 설립되였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대학에서 창조되는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에 대한 종합적이
며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저작권관리기구이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저작자들,
저작권관리조직들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하는 봉사기구이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을 제품화하고 그에 대한 류통과 리용을 활성화하여 창작
가, 개발자들의 창조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
⋅ 대학에서 창조되는 모든 저작물들을 대학의 무형재산으로 등록하고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증서발급사업을 진행하여 대학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실현하며
저작권침해방지 및 분쟁해결을 통하여 창작가, 개발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는 사업
⋅ 실무강습과 학술토론회의 조직, 망홈페지 운영 등 지적재산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
⋅ 저작물의 창작과 류통, 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봉사와 자
문봉사활동
4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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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저작권관리단체들
과의 저작권대외교류,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와 개발, 위탁개발,
공동출판, 저작권위임관리와 같은 대외저작물거래 및 저작권보호사업
⋅ 세계적인 사회발전추세와 나라의 경제발전실태, 대학의 지적자원실태와 발전적
잠재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지적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초안
을 작성하여 대학비상설 지적소유권협회에 제출하고 건의하며 수정, 보충하는
사업
⋅ 각종 통신공보수단들을 리용하여 대학의 창작성과, 개발성과들을 소개, 선전하는
사업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룡남산저작물교류
사에 대한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특허 및 저작권대리사업을 맡아하는 지적소유권기구인 《룡남산
저작물교류사》가 2016년에 새로 설립되였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박사원생들, 학생들
속에서 창조되는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
는 저작권관리기구이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을 제품화하고 그에 대한 류통과 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하여 창작가, 개발자들의 창작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에서 창조되는 모든 저작물들을 대학의 무형재산으로 등록하는 한편
해당 국가기관들과의 련계 밑에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증서발급사업을 진행하여 대
학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실현하며 저작물의 류통과 리용과정에 발생하는 모
든 권리침해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대학과 창작가,
개발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학안의 모든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 속에서 지적재산
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
보봉사와 자문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과 류통, 리용이 보다 활력 있
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로, 다른 나라의 대학,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및 개발, 위탁개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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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저작권 위임관리와 같은 대외 저작물거래 및 보호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로, 세계적인 사회발전 추세와 나라의 경제발전 실태, 대학의 지적자원 실
태와 발전적 잠재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지적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초안을 작성하여 대학 비상설 지적소유권협회에 제출하고 건의하며 수정, 보충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각종 통신공보 수단들을 리용하여 대학의 창작성과, 개발성과들을 널리
소개, 선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 룡남산저작물교류사의 기능⋅역할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의 소개에 의하면,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① 대학 구성
원(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이 창조한 지적재산(기술, 도안, 소설, 영화문학,
프로그램 등)을 보호⋅관리⋅유통을 위한 특허⋅저작권 대리사업을 하고, ② 북한
내외의 저작자 및 저작권 관리조직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하는 봉사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의 구체적인 기능⋅역할(사업) 및 그
수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역할

수단

창작가, 개발자의 창조적 활동 촉
진

저작물의 제품화 및 유통⋅이용 활성화

2

대학의 지적재산 권리화 실현

㉮대학에서 창조되는 저작물을 대학의 무형재
산으로 등록
㉯관련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저작권등록 및 저
작권증서 발급

3

창작가, 개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분쟁해결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

실무강습⋅학술토론회의 조직, 망홈페지 운영
등 다양한 활동

5

저작물의 창작⋅유통⋅이용 활성
화

지적재산의 전략적 관리 실현을 위한 과학적
방안 수립, 정보⋅자문 봉사활동

대외 저작물 거래 및 보호

WIPO 등 국제기구, 외국의 저작권 관리단체⋅
대학⋅과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위탁
개발, 공동출판, 저작권 위임관리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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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지적재산관리 규정의 작
성⋅제출⋅건의⋅수정⋅보충

세계적인 사회발전 추세, 북한의 경제발전 실
태, 대학의 지적자원 실태와 발전적 잠재력 등
에 대한 조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지적재산 관
리를 위한 각종 규정 초안 마련

8

대학의 창작⋅개발 성과 홍보(소
개, 선전)

각종 통신공보 수단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지적재산(특허, 저작물)의 권리화⋅상업화, 지적재산권 보
호 및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홍보(인식 강화), 저작물의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정보 제공 및 자문, 대외 저작물 거래⋅보호 및 협력, 지적재산권 관
련 각종 보고서 발간, 규정 마련, 대학의 창작⋅개발 성과 홍보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종합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곧 김일성종합대학 구성원
이 창작⋅개발한 지적재산의 권리화⋅상업화⋅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
적재산권 관련 대외 교류를 위한 기관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대학 내에 룡남산저작물교류사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뿐만 아
니라 대학이 지적재산을 창작⋅개발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TLO(technology transfer officer) 등을
설치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특허⋅저작물의 권리화⋅상업화 등을 지원해왔고, 한국
에서도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였다. 룡남산저작
물교류사는 저작권⋅특허 등록 업무, 지적재산권의 보호⋅분쟁해결, 지적재산권에
대한 홍보⋅교육 업무, 대외 저작권 위임 등 마치 집중관리단체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적재산권을 창작⋅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구성원의 지적재산을 권리화⋅상업화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창작자⋅개발자인 대학
의 지적재산권만이라도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
로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가 대학 구성원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학 외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기관이 완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룡남산저작
물교류사를 설치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려는 강
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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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1) 소개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으로 등록되여 주체
98(2009)년 4월 7일에 설립된 지적소유권 대리기관이며 현재 평양시 중구역 중성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저작권대리 및 특허대리, 지적제품교류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적소유권관련 법률에 따
라 지적소유권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적제품들의 개발과 보급, 교
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식경제시대의 국가사회와 경제, 인류문화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해나가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대리로 자기 활동을 시작한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지난 기간 저작권
대리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가 저작권 대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국내외의 많은 저
작권 관리기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저작권 대리사업에
돌려준 깊은 관심과 진지한 협조,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이룩된 결과입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주체103(2014)년 8월 1일부터 특허대리봉사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대리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내외 특허대리기
관들, 그리고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사심 없는 협조와
후원,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특허대리업도 활기 있게 발
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의 소개에 의하면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지적소유권 대리기관으로서 저작
권⋅특허 대리 및 지적제품 교류를 기본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대리기관으로서 삼
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지적소유권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적제
품들의 개발과 보급,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저작권등
49) 연합뉴스, 北김일성종합대 저작권관리기구 신설…"세계 흐름 동참",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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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신청대리, ② 저작물 대외유통 봉사, ③특허등록 신청대리, ④ 특허기술 무역활
동, ⑤ 중재 및 변호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저작권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에서는 저작권자의 위탁에 따라 저작권 등록신청과 관련
한 대리봉사를 진행합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에서 취급하는 저작물은 출판저
작물, 음악저작물, 영화, TV 편집물, 다매체와 같은 음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
작물, 쏘프트웨어, 자료기지 저작물들입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교육부문 저작권 집체관리기구이기도 합니다. 교육부문 저작권집체관
리기구의 회원들로는 대학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기관에서 사업하
는 저작권자들입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국내외의 출판단위들과의 공동출판
사업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또한 우리나라의 출판저작권
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영화저작권협회들의 위탁에 따라 다른 나라 저작권관련 기구
들과의 저작권 교류사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국내외 저
작권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저작물 리 용상황을 정상적으로 조사하며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상담봉사, 저작권 침해소송 및 중재를 비롯한 법률봉사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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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홈페이지 소개 및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이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가 저작
권 대리기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교육위원
회 산하의 ‘저작권 집체관리기구’로서, 대학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저작권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는 ① 저작권 등
록신청의 대리, ②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담⋅침해⋅소송⋅중재를 하며, ③ 북한
내외 출판사들과 공동출판, ④ 북한 외부 저작권 기구와의 저작권 교류사업의 대리
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저작권 대리업무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저작권 대리업무로서 ① 저작권 대리등록, ② 저작권
보호, ③ 저작권 교류 사업이라 소개하고 있다.
1) 저작권대리등록사업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에 의하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1부), ㉯저작물(1부) (다매체저작물인경우CD—ROM,DVD-ROM), ㉰대리
인위임장 1부, ㉱저작권 등록요금(300€)을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사무국에 심의등록을
의뢰하며, 저작권사무국은 15일 내에 심의와 등록을 진행하여 국가저작권증을 발
급⋅수여한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가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등록 양식(저작권등록신청서)
에 의하면, 날짜, 대리소 이름(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신청형태(등록), 저작물 분
류, 저작물명, 판형페지, 저작자(들)(이름, 국적, 주소), 대리소 대리인 이름, 등록
날짜, 동봉 문건(위임장, 조선어번역본, 저작물 1부), 신청번호, 신청자(대리인), 신
청번호⋅신청날짜, 신청자(대리인) 이름⋅서명을 기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콤퓨터쏘트웨어법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이 저작권 등록을 심의하
여 국가저작권등록증을 발급⋅수여한다는 것은 저작권등록이 북한의 저작권법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무국의 내부 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를 통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문 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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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Copyright)도 제출하여야 하고,
300 유로에 해당하는 등록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모두 ‘국외’ 또는
‘external’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를 통한 저작권 등
록은 외국 저작권자의 저작권 등록을 위한 것으로서, 등록을 통하여 상당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외국
저작권자가 저작권사무국에 저작권을 대신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을 등록한 예로서
북한 저작물을 제시한 것을 보면, 저작권 등록의 대리가 외국 저작권자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에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문예도서 장편사
화 《피절은 락조》(2018년)를 비롯하여 60여건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등록사
업을 진행”다고 하고 있다. 이 저작물은 저자 장성철, 발행인 평양출판사로서
ISBN(994631102X, 9789946311029)이 부여된 591 페이지의 북한 저서(장편 소
설, 2018년)이다.50)

50) Googl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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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신청서양식(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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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신청서양식(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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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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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사업에 대하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
다.
우리는 베른조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수여
받은 저작물들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실시합니다. 저작물의 비법이용, 부당이용, 저
작권방해와 같은 저작재산권침해와 발표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
해와 같은 저작자인격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중재, 재판소송을 대리합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중재나 소송에 의한 보호를 대리하는 것이다.
3) 저작권 교류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저작권대리를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과 전파를 위한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① 북한의 가치
있는 지적 제품들과 개발 단위들을 북한 내외에 소개하고, ② 지적제품 교류와 관
련한 각종 계약 실현을 대리하며, ③ 지적 제품(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허가
와 양도, 기술봉사와 자문, 주문개발, 공동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들을 국
내 및 국제법에 준하여 진행한다고 한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실제로 저작권 관련 대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저작권 대회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족토론회 (2011.4.6-4.7)
- WIPO 주최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② 핀란드 저작권 강습 (2010.10.16-10.29)
- WIPO 주최로 핀란드에서 개최된 국제강습 참가
③ 싱가포르-조선교류회 대표단과의 만남 (2010.9.15-9.15)
④ 평양주재 길림성 종합 무역대표부 상주대표 면담 (2012.9.25)
⑤ 중국 단동미호새에네르기 유한공상 총경리 면담 (2011.10.20)
- 소프트웨어 저작물 교류 관련 실무 면담
⑥ 중국 연변 교육출판사와의 면담 (20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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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대표단 중국 연변교육출판사 방문 (2017.7.19-7.25)
⑧ 지리적 명칭과 리스봉 체계: 지역발전과 국제적 보호 (2019.8.20-21)
-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상표, 및 원산지명사무소, WIPO 공동 주최, 장
소 평양
⑨ 중국 조선족 지적소유권 전문가 협회 대표단과 회의 (2019.8.22)
- 지적소유권 등록, 보호, 양도에 관한 회의, 교류에 협력문제 토의
⑩ 일본 AI Magic 주식회사 사장과 면담 (2019.1.29)
-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문제 논의

7.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영화수출입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
(예술, 기록 및 과학, 만화, TV 문예물)들에 대한 유일한 저작권 소유자”라고 소개
하고 있다.

2005년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경문협이 북한의
57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영상물 이용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51) 경문협은 2006년 영상저작물을 대
상으로 하는 합의서를 통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일
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이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경문협은 (i) 한국에서 북한
영상저작물의 불법 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배상을 받으며, (ii) 저작권사무국과 민
화협을 대리하여 방송사 등 북한 영상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한국 사용자와 협상
을 하고, (iii) 저작권사무국 및 민화협과 협의하여 북한 영상저작물 사용을 허락하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2)
조선영화수출입사가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저작권사무국이 저작권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관이다(북한 저 §45). 현재 한국
에서 북한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이용은 조선영화수출입사-북한 저작권사무
국-경문협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면, 북한 저
작권사무국이 국에서의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조선영화수출입사로
부터 이용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저작권사무국이 집중관리기관으로
서 역할을 하거나, 이용허락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
한국에서의 북한 영상물 이용은 저작권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모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하는 조선영화수출입사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영상저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
화의 해외 합작이나 수출은 조선대외영화합작사에서 담당하는데, 조선영화수출입사
는 완성된 영화필름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영화제작에 관여하지는 않고, 수출이나
판권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53)
북한 영상물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구매⋅이용 가능한 상태이다. 2018년 7월
12일 개막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는 북한 영화 9편(장편 3
편, 단편 6편)이 특별 상영되었는데, 저작권은 남북경제협력재단을 통하여 해결하
였다. 조선영화수출입사가 북한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의 저작권자라면, 저작물
이용허락의 측면에서는 경문협-조선영화수출입사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51) 한국에서의 북한 영상물 이용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말 북한 권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중개회사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
에서 계약서 위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11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52) Id. at 111 .
53) 북한영화 최근 동향,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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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상물의 제공⋅유포는 과거의 비디오나 DVD 형태가 아니라 YouTube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시대 들어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전반적으로 선전선동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데,54) 북한 영상물도 YouTube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다.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비교
적 복잡한 절차를 거쳐 상영되었던 장편 불가사리(1985년 작)(2012.11.30 업로드),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20.7.15 Korean World 업로드), 우리집 이야기(elufatv
업로드) 등이 YouTube에서 그대로 상영되고 있다. YouTube에는 북한의 영상물은
체제 선전⋅과시용도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도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 YouTube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영화는 일반적인 이용자가 업로드
한 것도 존재하지만 상당수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업로드된 것으로 보인다.
YouTube에 주로 ‘조선영화’라는 명칭으로 비교적 상당히 많은 북한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주된 주체로는 ①Korean World(2011.12.20 YouTube 가입)(251편 검
색), ②우리민족강당(2017.9.7 가입)(http://ournation-school.com)(282편 검색),
③조선영화(조선의 오늘)(2020.1.16 가입)(https://dprktoday.com)(518편 검색)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북한 측 기관인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북한 영상물을 YouTube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영상물로는 일반 영화, 아동 영화(애니메이션)⋅만화 영화, TV 연속극(TV 기록
⋅예술 영화) 등의 영상물이 가장 많이 업로드되어 있고, 그 외에 재담(코미디)⋅
화술소품⋅촌극, 단막극, 화면음악, 문화 영상물(문화재 소개 등)⋅소개 편집물, 독
연(獨演)⋅여성독창, 연극, 특집, 회고록, 상식(사회분화⋅자연⋅과학기술⋅건강 상
식 등으로 분류된 다양한 영상물이 업로드되어 있다. YouTube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광고, 채널 멤버십, 상품 섹션, Super Chat 및 Super Sticker,
YouTube Premium 수익 등의 형태인데, 위의 3개 주체는 YouTube를 통하여 일
정한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OTT서비스사인 아이치이(爱奇艺(iQIYI.COM))에서도 북한
영상물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조선목란강극단’이라는 공중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어 자막도 제
공하고 있다.
54) BBC News Korea, 북한: 먹방, 브이로그, 키즈 유튜버… 진화하는 북한의 유튜브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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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북한에서 출판물의 수출입을 맡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출판물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동 목록에는 1. 도서, 2. DVD, CD, 3. 정기간행
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어와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외국문 도
서'라고 해서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한 책을 발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
한 번역서는 보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과 주체사상을 소개한 서적이다.
또한 우편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발송료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동 목
록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법률학)는 1년에 2회에, 사회과학원 학보는 1년에
4회 발행되며, 이외에도 1년에 4회 발행되는 '법률연구'라는 학술지가 존재한다.
한편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거의 모든 북한 내 출판물의 저작권을 지니고 있다
고 추정된다. 저작권사무국 설립 이전에 북한의 출판물과 영상물은 조선출판물수출
입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대외영화합작사, 목란비데오사,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
위원회를 통해 반입되어 출판 또는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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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북한의 저작권 관련 산업
“아직까지 북한 저작권법과 제도, 관련 산업 정보에 관한 정보는 매우 희귀하다.
북한 저작권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 민사나 형사 사건이 존재하는
지, 정부나 관련 기관은 법에서 정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저작권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관련 종사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문헌
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 체계는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저작권법’과 일부 북한 학자들이 쓴 짧은 논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55)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56)

구분
어문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0

17

16

17

31

100

89

97

50

75

74

89

685

3

6

3

1

4

4

3

1

2

5

5

6

43

1

1

-

-

-

-

-

-

-

-

-

-

2

1

6

6

10

9

10

13

13

15

16

15

16

130

35

30

25

28

44

114

105

113

67

96

94

111

860

제6절 북한의 WIPO 등 대외 저작권 관련 활동⋅동향
1. 북한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약 가입 현황
“북한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국제 무대에 발을 디딘 것은 꽤나 오래 되었다.
1974년 WIPO 설립협약에 가입한 뒤, 산업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조약에
55) 최경수, 국제조약에 비춰본 북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제15면.
56) 아래 표는 김기헌, 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
구 21권 1호, 195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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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왔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만큼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주
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지 2년 뒤 2003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2016년에는 베이징조약과 마라케시조약을 비준했다.”57)
<북한의 지적재산권 조약 참여>
조약

서명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
협약
베이징조약

2012.6.26.

베른협약

비준 또는 가입

발효일

1974.5.17.(가입)

1974.8.17.

2016.2.19.(비준)
2003.1.28.(가입)

2003.4.28.

2016.2.19.(비준)

2016.9.30.

2001.11.21.(가입)

2002.2.21.

헤이그협정

1992.4.15.(가입)

1992.5.27.

리스본협정

2004.10.4.(가입)

2005.1.4.

로카르노협정

1997.3.6.(가입)

1997.6.6.

마드리드협정(표장)

1980.3.7.(가입)

1980.6.10.

1996.7.3.(승인)

1996.10.3.

니스협정

1997.3.6.(가입)

1997.6.6.

파리협약

1980.3.7.(가입)

1980.6.10.

특허협력조약

1980.4.8.(가입)

1980.7.8.

2000.6.2.

2018.5.22.(비준)

2018.8.22.

2006.3.28.

2016.6.13.(비준)

2016.9.13.

2001.11.21.(가입)

2002.11.21.

마라케시조약

2013.6.28.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의정서

1989.6.28

나이로비조약

1983.6.28.

특허법조약
싱가포르조약
스트라스부르그협정

2. 조선사회과학자협회58)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1979년 11월 15일에 창립된, 북한사회과학분야의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의 학자들을 망라하는 전국적인 비상설학술단체이다. 조선사회과학
자협회의 사명은 조선사회과학부문의 모든 학회들과 학자들의 학술연구사업을 통
일적으로 조정하며 그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장려, 후원함으로써 나라의 사회과학발

57) 최경수, 국제조약에 비춰본 북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제18면.
58) http://www.kass.org.kp/index.php/main/call_index/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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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와 함게 세계 여러 나라 사회과학연구기관들과 단체 및
교육기관들 및 개별적 학자들과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
극 노력하는데 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지적소유권, 저작물, 발명권, 특허권으
로 검색하면 관련 자료 9건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저작권과 관련 있는 기사는
총 5건이다.

조선의 지적소유권분야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2019.10.14.)
조선에는 지적소유권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로서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함으
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법이다.
(중략)
지적소유권관련법들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지적소유권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
장되고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2020.6.5.)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은 주체90(2001)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
작권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조선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
술저작물,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회화, 조작, 공예, 서예, 도안 같
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콤퓨터
프로그람저작물.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저작자 본인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것이
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지적 창조물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거나 혹은 저작물에 <을,
를>과 같은 토를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을 그대
로 옮긴 저작물은 지적활동으로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역,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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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만든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편집하고 구성한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 역시 저작
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
어야 한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자면 정보적가치가 있어야 하며, 과학, 문학,
예술, 혹은 음악 등의 범위에 속한것이여야 한다.
통계자료, 시사보도물, 통보자료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것들, 법령
과 개별적인 국가기관들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건 같은것은 저작자의 사상, 감정을
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대상
으로 될수 없다.
저작권자의 권리(2020.6.4.)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철
저히 보장되고 있다.
조선에서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인격적권리에는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한 권리(발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
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 권리(동
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며, 양도, 상속할 수 없고
무기한 보호된다.
재산적권리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품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
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가 속한다.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저작권
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하여 재산적리득을 얻을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와 양도받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가지는 권리자가
하나의 저작물을 놓고 병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
리만을 가지며 양도받은 자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만을 가질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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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조선에서 저작물은 어떻게 리용되는가(2020.6.5.)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의 리용이 법적
으로 담보되고 있다.
조선에서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그의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 만일 저
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
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
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저작권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
불하며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할수도 있다.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할 경우, 그리고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렬, 열람, 대출용으
로 복제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한다. 학교교육과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정기간행
물에 내년 경우 등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한다.
조선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2020.6.5.)
저작권보호사업은 저작물리용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지
도와 통제가 없이는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
조선에서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
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들이 맡아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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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위하여 제
출한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철저히 금하도록 하고있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한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저작권사
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만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
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에는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이 완비되어 있다. 그중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
보호법이 있다.
저작권의 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모
방하거나 표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의 공식문건과 시사보도물, 통계자료 등은 저작권법
의 보호객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에서 저작자가 향유하는 권리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
며, 법인저작물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의 제한과 법정허락에 대해서 설명하
고 있다.
북한 저작권 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에 의한 지도와 통제가 강력하다는 점
이다. 즉 북한에서 저작권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출판, 문화, 과학기술
지도기관이 책임진다. 또한 북한에서는 저작권법을 문학예술은 물론 과학기술발전
을 추동하는 법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서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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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류협력 총론
1. 저작권 교류협력의 목적 및 의제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의 목적은 저작권의 보호와 활발한 저작물 활용에 의하
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copyright policy)를 달성하도록 하여 남북 모두
에게 이익이 되고, 저작권 교류협력에 의하여 그동안 70여년 이상 분단되어 토착
화되고 있는 남북 이질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교착단계로서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
에 있고,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부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남북
이 저작권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진행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 내지 연결채널도 존재하지 않는
다. 그렇다면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은 우선 남북 저작권 연결채널을 개설하는 것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도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사항에 의하여 좌우되고 이러한 사항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영향받는다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곧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하고 유일한 변수는 남북의 정치군사 및 국제관계이다. 이러한 변수에 의하여 저작
권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도 좌우될 것이므로, 남북 당국의 ‘공식적인’ 저작권 교
류협력은 남북의 정치군사 및 국제관계가 해소된다면 언제라도 가능하게 될 것이
다. 또한 공식적인 저작권 교류협력이 정치군사나 국제관계의 해소와 관계없이 가
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추진단
계는 ①(공식⋅비공식)연결채널의 개설(주로 비공식 채널이 될 것임), ②㉮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공식 채널의 개설, ㉯상설 회의체 설립 및 정기적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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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의 교류협력 추진⋅진행, ③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진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결채널의 개설은 한국이 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식 채
널 개설 등은 남북이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의제 내지 안건, 교류협력의 목표⋅주체, 목표달성을 위
한 추진전략 등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기

교류협력 개시기

본격 교류협력 시기

⋅연결채널 개설
⋅교류협력 추진⋅개시

⋅공식 채널 개설
⋅비공식 채널의 추가
개설
⋅상설 회의체 설립
⋅정기적 회의 개최
⋅교류협력 실시

⋅남북 교류협력 본격
개시 및 저작권 쟁점
논의

의제

한국 입장의 의제

남북 논의 의제: ①교류협력의 절차적 의제 및
②저작권 의제

전략

⋅교류협력 민⋅관
역량강화
⋅민간교류 지원

의제 진행을 다양한 전략

⋅북한 저작권 연구
⋅민간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세부전략

목표⋅
내용

세부전략
(예)

교착기

남북관계 교착기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목표는 주로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
공식 연결채널을 개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연결채널이 개설된 이후에야 학술회의
참가나 개최 등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교류협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착기
에는 저작권 교류협력이 주로 민간주체를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민간주
체 및 정부가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역량을 갖추거나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
은 물론이고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항상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서는 정부의 유도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민간주
체의 교류협력은 교착기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류가 개시되는 이후에도 계속 이
루어질 수밖에 없고, 교류협력이 확대⋅강화될수록 교류의 주체도 많아지면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교착기의 교류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준비
하고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 시기의 의제는 주로 한국 내에서의 의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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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을 합의하는 시점이나 그 이후의 시기에는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공식 채널을 개설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이 시기에는 상설 회의체를 설립하
거나 회의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형태가 된다. 이 시기의 의제는
남북이 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
법론 내지 절차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남북간 저작권 문제
가 시급한 주제부터 의제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기에는 남북간 현안이 되는 것은 물론 모든
저작권 쟁점이 의제가 될 것이다. 다만 남북이 모든 저작권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남북이 해결하여야 하는 쟁점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
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의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시기별 추진과제, 의제 및 전략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는 교류협력에 의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결과물이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단독으
로 또는 한국과 북한이 논의하여야 할 것이 의제(논의대상)가 되며, 이러한 추진과
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추진과제, 의제 및 전략은 남북
관계의 진전과정과 주체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의제, 전략과 직접 연관되는 남북관계는 대체
로 현재와 같은 ①남북관계 교착기(긴장완화⋅화해 분위기 조성 필요시기), ②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본격 화해⋅해빙시기, ③남북관계 정상화가 완전한 궤도에 도달
한 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교류협력의 주체는 ①민간주체와 ②공공주체
로 분류할 수 있고, 공공주체로는 ㉮중앙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①민간 및 ②공공주체 이외에 ③외국 및 국제기구 등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내용
교착기
남북관계

교류협력 개시기
본격 교류협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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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민간주체

학술단체, 집중관리단체, 대학

공공주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주체

제3국, 국제기구, 외국 학술단체⋅대학⋅집중관리단체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교류협력을 ‘약속’
하는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채결하였고 실제로 저작권 부분에서도 합의를 하였
다. 곧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
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9⑤).
또한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의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
서’는 ‘투자자산’을 정의하면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
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시켰다(§1 다).
남과 북의 이러한 합의에는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이
고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현재의 교
착기, 화해 무드, 교류 시작, 본격적 교류 진행 등의 단계로 진행되면 바람직하겠
지만, 대내외 관계에 따라 교류 및 파행 사이를 얼마든지 오갈 수 있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교착기, 교류 개시기, 본격 교류기에 따라 한국이 준비할 수 있는 사항
이 존재하고, 남북이 함께 협의⋅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실천 전략 연구가 의의를 가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많은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 국제조약에 바탕한
국내규범인 각국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제도가 유사하다는 것 등은 남북한 법제도
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북의 크나큰 체제 차이, 70여
년 이상에 걸친 분단, 북한의 상대적으로 짧은 저작권 역사, 국제조약에도 불구하
고 북한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여러 이질적인 규정,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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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저작권 제도, 북한 및 북한 주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한국과 상당히 많
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사법제도 등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이행하여야 할 많은 의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추진과제, 의제, 전략은 남북관계나 교류협력의 진전 정도
나 교류협력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단계를 대체로
①교착기, ②교류 개시기, ③본격 교류기(교류 활성화 시기)로 구분하고, 교류주체
를 ①민간주체 및 ②공공주체, ③국제주체로 구분한다면, 추진과제⋅목적, 의제, 전
략(세부전략 포함)도 각각 시기별로, 그리고 주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저
작권 추진과제 중에서 교착기에 특별히 필요하거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
면, 남북간에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그런데 일정한
추진과제는, 예컨대 남북 저작권 학술대회와 같이, 교착기부터 저작권 교류가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교착기, 교류 개시기, 본격 교
류기에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의제도 존재한다.
또한 남북 교착기에는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교류 개시기 이후에는 남북이 함께 논의하여야 하는 의제가 일반적인 형태
가 된다. 곧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추진과제 및 의제는 남북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교착기의 경우와 같이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요컨대 저작권 교류협력 추진과제 및 의제,
그리고 추진주체는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의제나 특
정 시기에서의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3. 저작권 교류협력의 원칙과 단계별 목표⋅전략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교착기, 교류 개시기, 본격 교류기의 목표, 전략,
세부전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서로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본 보고서는 교착기 교류협력의 목표 중 하나로서 남북 저작권
인적교류의 개시⋅확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적교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민간교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세부적으로는 WIPO⋅중국을 통한 세미나⋅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적교류의 개시 및 확대는 교착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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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개시기에 중요한 교류협력의 목표가 되지만,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인적교류가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주된 목표는 될 수 없을 것
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교류협력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수 없으며 교류협력이 지속
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저작권 합의서(또는 저작권
협정서) 체결과 같이 일정한 사항은 교류협력의 목적이자 전략이 되기도 한다. 곧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여 저작
권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이 저작권 합의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남북
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합
의서 채택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목적이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제2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원칙
1.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 천명⋅관철
남북이 저작권에 관하여 협의할 때 첫 출발점은 저작권 보호의 원칙을 선언하여
보호원칙의 이행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베른협약 등 저작권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데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이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집행
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유예하거나 저작권의 상호보호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유예 및 예외는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저작권 분야를 협의하기 위하여 꿰어야
하는 첫 단추는 저작권 보호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
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였다(§9⑤). 이 부속서는 남북 당국간에 저작권 내지 저작물에
관하여 언급한 유일한 합의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분야에서 남북 각자 상대
방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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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당시에는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저작권법을 제정하지도 않았
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합의한 것은 당시의 시점
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규정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쌍무협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저작권법을 제정한 현재 이후에는 저작권
보호의 원칙은 내용이 약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각자 상대방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5), 한국의 저작권법도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
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①). 따라서
1992년의 부속합의서가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6)하고 있는 북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많은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과 저작권 보호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의 이러한 규정이 베른협약을 준
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남북이 저작권 합의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보호원
칙을 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
지 않는 남북의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조 (저작권의 보호)
① 남과 북은 다음의 협정을 준수한다.
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3.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1996)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4.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1996)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5.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3)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② 남과 북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범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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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과 북은 본 합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집행하
는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조약을 언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약을 언급하는 방식에 의한 보호원칙 천명은 한-EU FTA와 유
사한 방식이다(§10.5).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의
무를 언급하는 대신에 조약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보다 더 용이한
것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조약들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조약들이다. 위의 조약들 중에서 로마협약,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은 아직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조약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상세히 살펴보았
듯이 북한도 2011년 이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34-36)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고, 인터넷 내지 디지털 환경에서
의 저작물 이용 및 유통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북한이 위의 조약에 가입하
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의 규정은 베른협약 등 여러 조약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체법적인 규정만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한-EU FTA가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TRIPs 협정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9.1).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법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동맹이나 조직 등에 관한 것으로서, 남북이 저작
권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제안된 내용과 같이 실체법적인 내용의 조문 준수
에 대해서만 규정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용료 지급 및 상호주의
남북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에는 남북이 각각 상대방의 저작권을 보호하
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반되는 저작물 이용료의 지급이 포함된다. 현재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과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방송사
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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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하는 방식으로 ‘북한 저작물의 국내 이용’에 대한 저
작권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부 ‘북한 저작물의 국내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
지만, ‘한국 저작물의 북한 내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상호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 저작물 이용은 2005년 3월 15일자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의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한에서의 우리 저작권의 리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05년 3월 15일 “북한 저작권 담
당기관의 입장 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저작권 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앞으로 우리 부는 북한의 금번 통지사항을 반
영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고, 2005년 4월 20일 “앞으로
북한의 각종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상영 등 이용하시려는 분은 북한 저작물
반입 또는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시 북한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
국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통지와 통일부의 안내는 상호주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주의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저작권 원
칙이기도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또는 저작권법
적으로 북한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예외, 이용료 지급의 유예⋅면제 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예외, 유예, 면제는 상
호주의를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
지 않는 예외⋅유예⋅면제나 지원 등은 무의한 것이다.

3. 상대방 저작물 이용의 상호 허용 및 확대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하여 가장 우선하여 고려할 사항은 한국의 저작물이 북한
에서, 북한의 저작물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은 남북 상호간의 특수한 정치적 이유에 기인하
는 것이므로 최소한 일정 시간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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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
어야 할 것인데, 결국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점 해결을 선결과제로 하게 된다. 상대
방 저작물 이용은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남북의 사회문화 및
남북민을 통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독 이전의 서독과 동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86년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은 문화교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교류가 통독을 앞당기는데 상
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와 같이, 남북한 체제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일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용을 완전히 허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존재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그리고
저작권 교류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축소되어야 하지만, 저작권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도 반입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
므로,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비하여 반입이 허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저작물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은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9). 30여년이 경과
한 현재에도 남북 저작물의 이용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저작물 이
용에 대한 이용료 지급이나 인터넷상의 SNS를 통한 저작물 이용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논의로 하더라도,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이 각각 상대방의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남북 화해, 통합, 궁극적으
로는 통일로 가는데 중요한 과제이지만, 상대방 저작물 이용은 각기 체제유지와 관
련된 민감한 문제이다. 본 보고서가 상세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각자 상대방
저작물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 저작물 이용이 체제유지
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대
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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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예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
로써(phaseout) 남북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저작물을 확대하고 일정한
시점을 목표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보장)
① 남과 북은 상대측의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에서 상대측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 제한을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④ 남과 북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저작물이나 내용을 매 3년마다 상대측
에 통지하여야 하고, 10회의 통지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상대방 저작물
이용 제한을 철폐한다.

4.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향상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중요한 원칙 내지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저작물 이용이 활발해진다면, 북한 당국, 특히 북한 주
민에 의한 저작권 인식 향상이 이루어져야 저작물의 창작이나 저작권 준수 등의 문
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홍보 및 교육
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은 저작권 교육 등에 의하여 북한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 교육에 의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교류협력의
단계에 따라 정도 및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예컨대 교착단계 및 교류협력 초창기
의 저작권 교육은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나 저작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은
학술회의나 워크숍(workship)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시작되거나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북한 일반 주민을 대상
으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교육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북인의 일반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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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저작권 인식 향상 및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의 주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북한에서 각종 저작권 쟁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주
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워크숍),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한국의 초중등 및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재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WIPO가 관장하는 여러 조약, 특히 베른협약의 당사국이지만, 북한의 저작
권법 이외에는 북한의 저작권 산업 등 저작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는 사건이나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제도를 설명하
는 것이다. 북한 매체가 저작권 제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저작권에 관하여 북한 정권
차원에서 저작권 인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 매체를 통한 저작권 선전 내지 홍보는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 제도를 인식
하고 저작권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저작권 인식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다. 특히 후진국 및 중진국에서의 저작권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에서의 저작권 인식 운동은 먼저 저작권 전문가를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주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작권 인식 운동은 사실상 저작권 전문가 내지
엘리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라 할지라도 국
제규범의 측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에 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에 대한
저작권 인식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저작권 전문가가 저작권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이들 전문가 이외
의 보다 광범위한 계층이나 일반 주민이 저작권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이다. 저작권 인식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용하는
주체, 곧 일반 국민이다. 따라서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북한의 일반인이
저작권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 인식 필요성은 북한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6)은 과연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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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몇몇 기관들은 저작권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등 집중관리
단체의 역할은 물론이고, 집중관리단체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역할이나 이용허락 등은 매
우 기초적인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 규범 측면에서의 북한 저
작권법이나 집중관리단체 등 저작권 질서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인식이나 인식향
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특히 현재와 같은 교착기나 교류 개시기에는
그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
교류는 문화예술 분야 교류의 일부분으로 시작될 것이고, 기존의 남북 교류를 고려
한다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사정에 의하여 언제 중단
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최소한 문화예술 분야 내지 저작권 분야의 교류는 대
내외 사정이나 군사⋅정치 문제로 인하여 파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서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뢰관계 형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
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지속성에 관한 사항을 남북 저작권합의서에 포함
시키거나, 남북이 각자 국내 입법화하거나, 남북한 및 WIPO 또는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을 많이
파기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최상의 방법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교류협
력이 이루어지거나, 교류협력을 남북한 및 WIPO나 중국 등 제3국과 함께 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속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저작권 기관의 역
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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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 인적교류 확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북 저작권 전문가 및 인사들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자 수반되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 교류의
시작은 남북관계 교착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교류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저작권
전문가⋅인사들의 인적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인적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
는 것이고, 인적관계의 구축 및 확대는 남북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남북 저작권 인적교류는 교착기에 학술단체 등 민간주체가 국제기구나 제3국과
공동으로 제3의 장소에서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참가의 형태로 시작된다. 이후
에는 민간주체의 세미나⋅워크숍을 한반도 내에서 개최하거나, 한국의 집중관리단
체와 북한에서 집중관리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거
나, 공공주체들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교류는 당연히 진
행될 것이다. 그러나 교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단계에서 공식적인 관계에
서 남북 공공기관 간의 교류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민간주체에 의한 교류
에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서 저작권 인적교류도 확대되고, 인적교류의 확대는 남북간 신뢰관계 구축에도 기
여하게 될 것이다.

제3절 북한의 특수성 고려에 따른 저작권 교류협력
1. 북한의 특수성에 바탕한 교류협력 필요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한국이 취하여야 할 접근방법⋅전략에는 저작권은 물론
이고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곧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이나 협력사업을 사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일
반적인 측면에서의 상황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측면에서의 상황을 의미한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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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특수한 상황은 북한 체제에서 비롯되는 상황과 저작권에 특수한 상황으로 분
류할 수 있고, 저작권 교류협력은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북이 과거에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59)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저작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정치⋅군사문제나 국제환경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저작권 등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북한의 현실이나 상황은 일반 국가, 특히 선진국
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사회주의헌법, 2019. 8. 개정)은 국민(공민)이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4). 그런데 북한에서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보다 넓은 차원
에서 일반 자본주의 국가의 재산권의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
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창작물을 창조한 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
고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지적창작물의 창조에 대한 대가를 얻도록 하
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 매우 충실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은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지
며,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
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며,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
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
북한 민법은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
고,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
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59)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9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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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지며(§58),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으며(§59),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62),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3).
이와 같이 북한의 헌법과 민법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사유재산
이 인정되고 있으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도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다면 재산권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큰 차이점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북한
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된 것도 비교
적 최근의 일로서 북한에서의 사유재산권 인정의 역사는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경험이 많을 수가 없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여서, 북한 저
작권법상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와 같이 개인의 권
리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의 저작물은 개인 창작자보다는 한국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많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교적 짧은 경험, 저작권
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 특히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 재산권과 상당히 구
별된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북한이 저작권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도 일반 자본주
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2011년 이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국제
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도 최소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것
으로서,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여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이 실제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
를 함에 있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 분야의 북한 특수성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지적재산권의 특수성은 WTO가 최빈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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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적용을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과 비교하여 고려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y, LDC)에 대하여 그 적용을 10년동
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RIPs 제66조 최빈회원국
최빈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의 특별한 필요 및 요건, 경제
적, 재정적 및 행정적 제약 및 자생력 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신축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이외의 이 협정의 규정을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로부터 10년동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재산
권위원회는 최빈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TRIPs 이사회(Counil)는 2005년 11월 29일 최빈국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적
용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였고, 2013년 6월 11일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TRIPs 협정은 서문(Preamble)에서 최빈국
인 회원국이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및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다고 선언하고 있다.
TRIPs 협정이 최빈국에 대하여 이러한 선언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빈국들
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건이 존재하거나 경제⋅제정⋅행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기인한다. 사실상 최빈국들은 지적재산 시스템이 추구하
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기타 발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으로 계속 협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TRIPs 협정은 최빈국들이 지
적재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며, TRIPs
협정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인정⋅준수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나 일반 국가들과 동
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TRIPs 협정은 선진국들
로 하여금 최빈국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빈국
의 요청이나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협력에 의하여 TRIPs 협정
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67), 최빈국들에게 TRIPs 협

87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정의 적용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2차례에 걸쳐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다(§66).

제67조 기술적 협력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 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 회원국과 최빈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
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
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을 포함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국내기구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북한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TRIPs 규정이 북한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TRIPs 협정이 최빈국에 대하여 접근하는 자세는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
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67조는 최빈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상호 협의된 조건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각 최빈국이 요청하는 것에 기초하여, 최빈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먼저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측이 제기하는 것
보다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한국측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WIPO가 관장하는 여러 지적재산권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저작권법도
2001년 제정하였으며, 재판이나 중재에 의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이 마치 저작권 법체제 및 제도가 완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013년 TRIPs 이사회가 최빈국에 대한 적용 유예를 연장
하면서 설명한 내용은 북한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TRIPs 이사회는 최빈국들이 균형잡힌 IP 체제에서 최빈국들의 개별적인 개발
및 기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곧 협력은 TRIPs 규정을 단순히 국내법으로 번역하는 것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IP 메커니즘이 최빈국들 각국의 개발 목적, 정책적 우선사항, 국내 상황
에 사법적으로 각국에 적절하게 맞춤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빈국 각국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88

제3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개관

사항 및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의하여 협력 당사국이 제공하는
원조가 각 최빈국의 국내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통합되고, 직접적으로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TRIPs 협정이 최빈국에 대하여 적용을 유예하고 적용 유예를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것은 최빈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TRIPs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지원 내지 협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TRIPs 협정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북한에 대
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북한의 저작권 체제가 일정한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이를 위하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부터 남북이 교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특수성 고려에 따른 교류협력 전략 마련의 필요성
일반적인 측면과 재산권으로서 저작권 측면에서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경
우,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우선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
제로 한다. 저작권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순
식간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교류협력사
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통일이나 민족화합에 기여할 것
을 기대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은 그 성질상 단기간에 성
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반 미국
의 통상압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
정⋅시행되었지만(1957.1.28.), 일반인들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은 1986년 대폭 개정된 이후(1986.12.31. 개정, 1987.7.1. 시행)였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한국에서 저작권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일반인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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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의식이 향상되고 저작권 법체제를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 갖춤에 있어서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와 상황은 1980년대의 한국 상
황과는 전혀 다르다. 요컨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수 있으므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도 이
를 위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북한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원 필요성
최빈국에 대한 TRIPs 협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적용 유예를 두 차례 연장하고
최빈국에 대한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저
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TRIPs 협정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이 ‘TRIPs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선진국이 기술적(technical)⋅재정적 협력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7). 이러한 협력에는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준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 등 지적재산권의 남
용방지와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준비를 함에 적절한 국내 사무소 및 기
관의 설립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67).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이 저작권
에 있어서 저작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capacity building)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작권과 관련하여 북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곧

남북 저

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저작권법을 단순히 베른협약 등의 조약규정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처한 현재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저
작권 법제도 내지 체제가 전반적으로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목적의 달성은 단순히 저작권법의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의 집행, 분쟁해결,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등록 등 입법, 사법, 행정 전반적인 체제에 의하여 달성될 있다. 저작권과 관
련하여 북한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반하
지 않아도 될 것이고, 국민의 공감대 및 참여를 얻어내기도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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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공감대 및 참여에 따른 추진 필요성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은 국민의 공감대 및 참여에 따라 추진⋅실시될 필요
성이 있다.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상호주의가 관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북한 체제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
라는 것이 문제이다. 곧 엄격한 상호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의 교류협력
은 최소한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 교
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여 추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호주의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구체적 상호주의와 ②포괄적
상호주의(또는 등가적 상호주의와 부등가적 상호주의)로 구분된다. 구체적 상호주
의(등가적 상호주의)는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 내에서 발생하는 어느 일방의 행위
가 다른 일방의 행위와 연계되어 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적 근접성과 질적
및 양적 상응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이고, 포괄적 상호주의는 “시간적 근접
성과 질적 및 양적 상응성 두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60)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북한도 저작
권을 준수하고 한국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도 지급하는 등 다른 국가와 동
일하게 저작권을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 및 경제상황,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구체적, 엄격한 상호주의를 관철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1998년 4월 중국 베이징의 남북차관급회담에서 한국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했으나 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다.61)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느슨한, 완화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완화된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적
60)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상호주의.
6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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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완화된 상호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완화된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부
족했던 것으로는 경문협에 의하여 북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62) 이것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이다. 특히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식이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필수적인 사항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함에 있어서
는 사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눈박이식 대
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63)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관계나 한국
에서의 정권 변화에 의하여서도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특수성 등에 따라 완화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상호
주의에 따른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경우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
주기론’이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64) 그런데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한국측이나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
는 현금 성격의 지원은 불가능하고(경문협의 저작권료는 이에 의하여 지급 금지된
상태임), IT 설비 등의 지원도 UN 의결 등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순수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이 협의하거나, 북한에 대하여 한국이 저작권 교육
등에 의하여 지원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것 등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없는 분야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요컨대 국내외 비판이나
제재와 관계없는 측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62)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중앙일보,
2017.07.19.
63) Id.
6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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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저작권 교류협력 개관
목적

교착
기

교류
협력
개시
기

교류
협력
활성
화
시기

⋅교류 대비
준비
⋅남북 연결
채널 개통
⋅인적 교류
개시

⋅교류지속성
유지
⋅인적⋅민간
기관 교류
협력 확대
⋅상호 저작
물 이용의
허용⋅확대
⋅저작권 상
호보호
⋅북한 저작
권 인식 및
강화
⋅북한 저작
권 역량 강
화
⋅남북 저작
권 법제도
차이점의
최소화 방
안 마련 준
비

⋅교류협력의
정례화
⋅상호 저작
물 이용의
확대⋅완전
정상화
⋅교류협력의

전략

⋅정부⋅민간기관
의 적절한 역할
분담
⋅민간 저작권 창
구(채널)의 마련

⋅저작권 합의서
(1단계) 체결
⋅남북 저작권 공
식 창구(공동위
원회) 마련
⋅공공기관 교류
협력 개시
⋅저작권 정보 상
호교환

⋅상호 저작물 유
통 확대의 지원
⋅상호 저작물 유
통 확대의 지원
⋅북한 저작권 대
외 개방 지원
⋅북한 저작권 법

세부 전략
⋅정부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연구
-교류 원칙의 제시
-동서독 및 중국⋅대만 교류 연구
-민간 역량구축⋅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작권 공동연구
⋅민간기관
-WIPO⋅중국 통한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정부의 지
원 필요)
-저작권 공동연구
⋅지속성 유지
-저작권합의서 합의서 규정
-다자간 조약
-남북한 및 국제기구⋅제3국간 저작권 교류협력 공동
추진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정부: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지원
⋅저작권 창구: 민관 전문가 구성
⋅저작권 쟁점 논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납북자
저작권 등)
⋅저작권 공동연구의 확대
⋅세미나⋅학술대회 남북한 직접 개최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지원
-민간⋅공공기관 교육 지원
-저작권 인프라 지원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지원
⋅북한 저작권 교재 개발⋅지원
⋅북한 저작권 연구 지원⋅공동연구
-차이점 및 통일화 초점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교류협력주체(집중관리단체, 학술단체, 대학 등)의 확
대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개시⋅확대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반입 용이⋅자유화 및 제한
단기 과제 확대⋅강화 실천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저작권 상세 쟁점 논의
⋅남북 저작권 특별규정(부속합의서)
- 저작권 합의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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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확대
⋅남북 저작
권 법⋅제
도의 통일
화

제의 선진화 지
원
⋅TV⋅라디오 전
면 허용 및 인
터넷 개방

1. 교착기
목적

전략

세부 전략
⋅정부

⋅정부⋅민간기
⋅교류 대비
준비
교착기

⋅남북 연결
채널 개통
⋅인적 교류

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민간

저작권

창구(채널)의
마련

개시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연구
-교류 원칙의 제시
-동서독 및 중국⋅대만 교류 연구
-민간 역량구축⋅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교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저작권 공동연구
⋅민간기관
-WIPO⋅중국 통한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정부의 지원 필요)
-저작권 공동연구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기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한국이 교류협력의 개시를 시도
하고,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 시기는 민간주체
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나 워크숍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
을 시작으로, 제3국에서의 학술세미나⋅워크숍의 공동개최, 북한 저작권 전문가의
외국 학술대회⋅워크숍의 초청 내지 참가 지원, 저작권 공동연구 등에 의하여 남
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채널(channel)을 개설하고, 민간주체에 의한 교류협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시기이다. 다만 민간주체가
이러한 수준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을 구축하고 지속적
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교착기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사실상 교류협력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시기이
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민간주체에 의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
94

제3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개관

고, 민간주체의 교류협력 역량 구축⋅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
고, 본격적인 저작권 교류협력에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교류개시기
⋅지속성 유지
-저작권합의서 합의서 규정
-다자간 조약
-남북한 및 국제기구⋅제3국간 저작
권 교류협력 공동 추진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개시기

⋅교류지속성
유지
⋅인적⋅민간기
관 교류협력
확대
⋅상호 저작물
이용의 허용
⋅확대
⋅저작권 상호
보호
⋅북한 저작권
인식 및 강화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남북 저작권
법제도 차이
점의 최소화
방안 마련 준
비

⋅정부: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지원
⋅저작권 창구: 민관 전문가 구성
⋅저작권 쟁점 논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납북자 저작권 등)
⋅1차 저작권합의
서 체결
⋅남북 저작권 공식
창구(공동위원회)
마련
⋅공공기관 교류협
력 개시
⋅저작권 정보 상호
교환

⋅저작권 공동연구의 확대
⋅세미나⋅학술대회 남북한 직접 개최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지원
-민간⋅공공기관 교육 지원
-저작권 인프라 지원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지원
⋅북한 저작권 교재 개발⋅지원
⋅북한 저작권 연구 지원⋅공동연구
-차이점 및 통일화 초점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교류협력주체(집중관리단체, 학술단
체, 대학 등)의 확대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개
최 확대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개시⋅확
대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반입 용이
⋅자유화 및 제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초기 단계는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남북이 상호간 저작권 사항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단
계)에 해당한다. 교류협력 개시기 내지 초기 단계에서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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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①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 ② 인적교류 확대, ③ 상호저작물 이용 허용⋅
확대, ④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남북 저작권 상호보호 등) 확립, ⑤ 북한의 저작
권 인식⋅인식 강화 지원, ⑥ 북한의 저작권 역량 강화 지원, ⑦ 남북 저작권 법제
도 차이점 최소화 방안 마련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1) 남북 저작권합의서 채택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가장 필요한 문서로는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나 의제 등을 규
정한 ‘남북 저작권합의서’를 채택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서에는 남북이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합의서에는 남북의 저작권 쟁점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포함시킬 수는 없지
만,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저작권 보호원칙, 상호 저작물 이용 보장 및
예외 허용의 원칙 등이 천명되어야 하고 남북이 가장 우선시하여 해결하여야 할
저작권 쟁점, 예컨대 납북자의 저작권과 같은 의제 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2) 남북 저작권 공식 창구 마련 및 공공기관 교류협력 개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저작권 교류협력 공식 창구(채널)
가 개설되어 남북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협력이 개시되거나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
용을 협의하게 된다. 물론 공식 창구의 마련 및 공공기관 교류협력은 ‘남북 저작권
합의서’에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된 이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이 저작권 교
류협력을 시작할 정도라면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도 시작될 것이므
로,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위원회(가칭)’ 산하에 설치
되는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가칭)’ 정도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공식 창구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창구를 구성할 인원이나 내용은 남북이 합의하여 결정되겠지
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가 주된 구성원이 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남북이 협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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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력을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
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저
작권과 관련된 한정된 지원이고, 저작권에 관한 지원이라도 역시 무조건적인 지원
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구축⋅향상⋅강화 및 북한 저작권 기관(기구)의 저작권
역량 향상⋅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북한의 일반주민, 저작권 전문가,
교육기관을 위한 저작권 교재의 (공동)제작 및 제작지원, 저작권 교육이나 인프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은 교착기에도 민간주체와 WIPO나 중
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교착기는 물론이고 교류가 개시되는 시기에
서도 한국 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4) 남북한 저작권 법제⋅환경의 최소화 모색
교류 개시기에는 남북 저작권 법제 및 저작권 환경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남북이 본격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한국정부는 교착기에 이러한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5) 정보교환
한국은 저작권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전에도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나
저작권 환경 등에 대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하여야
하지만,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개시되었을 경우 우선시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상
호 정보교환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의 저작권 관련 기관(기구)의 역할, 저작권 등
록 및 보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집행, 저작물의 유통 상황 등에 대해서는 외
부세계에 지금까지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은 북한의 저작권 역사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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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짧으며 저작권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다소 생소하다는 것과 북한의 폐쇄주의
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북 저작권
법제도를 최소화하여 한반도에 사실상 동일한 저작권법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 상호간 저작권 교류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하게
될 저작권합의서에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교환을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6)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및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반입
저작권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한국 및 북한의 연구자가 북한 및 한국
을 직접 방문하고, 남북 저작권 관련 물품들의 반입⋅반출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남북 상호 방문 및 물품의 반입⋅반출은 저작권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
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인사의 북한 방문이나 북한 저작권
인사의 한국 초청, 북한 저작물의 한국 반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방문증명
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한국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
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 9조의2). 또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3).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남북 저작권 전문가의 상호방문 및
저작권 물품의 반출⋅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물 내지 저작권과 관
련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주
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반입 절차가 복잡하여 반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정도의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상호방문 및 반입⋅반출이 현재와
같은 교착기에는 절차가 엄격할 수밖에 없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이 개시되고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현재의 상호방문 및 반입⋅반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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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교류협력에
한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저작권
인사들이 상호방문하고 저작권 관련 물품이 반출⋅반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교류협력 본격화 시기
⋅교류협력의
중기

정례화
⋅상호 저작물

⋅상호 저작물 유통 확
대의 지원

단기 과제 확대⋅강화 실천

이용의 확대
⋅상호 저작물
이용의 완전
정상화
장기

⋅교류협력의
질적 확대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화

⋅상호 저작물 유통 확
대의 지원
⋅북한 저작권 대외 개
방 지원
⋅북한 저작권 법제의
선진화 지원
⋅TV⋅라디오 전면 허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저작권 상세 쟁점 논의
⋅남북

저작권

특별규정(부속합의

서)
- 2차 저작권합의서

용 및 인터넷 개방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적 목표로는
①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 ②상호 저작물 이용의 확대⋅완전 정상화, ③저작권
교류협력의 일반화, ④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교류협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북간 신뢰관계는 하나의 큰 목적이 될 수 있지
만, 신뢰관계의 형성은 비교적 장시간의 시일에 걸쳐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관계의 형성은 남북 교류협력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
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1)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
한국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개시된 후에는 교류협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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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교류협력의 정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은 대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교착기는 물론이고, 저작권 교류
가 시작된 이후에도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교류가 시작된 시점에서의 단기적 목표로서 저작권합의서를 체결하거
나 남북 공동위원회와 같은 공식 창구 개설이 지속성 유지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합의서나 공동위원회와 같은 방안에 의하여 교류협력의 지
속성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성 유지는 항상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2) 상호 저작물 이용의 확대⋅완전 정상화 및 촉진⋅지원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남북한이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여 정상화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필요로 한다. 남북 상호 저작물 이용
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호 이용의 확대 및 정상화는 남북간의
긴장관계 완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더군다나 저작권 및 문화예술은 남북간 긴장
관계를 초래하는 정치⋅군사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는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는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상호 저작물 이용을 완전히 정상화되거
나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기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 저작물 이용⋅유통의 확대는 저작권 교류협력의 주된 목
표 중의 하나이자, 교착기에서부터 남북이 통일되는 날까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의 장기적인 목표가 된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교착기에서도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한국 저작물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북한 내의 법 위반은 별개 문제),65) 한국에서도
인터넷상 북한 저작물이 상당히 많이 이용제공되고 있으며 일정한 승인절차를 밟
으면 북한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북
65)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강동완⋅김현정, 예컨대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
권의 대응(통일과평화 제7집 제1호,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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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저작물 이용이나 유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이용될 수 있는 북한 저작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완전 정상화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 상호이용 유예 저작물 유형⋅기준 마련 필요성
남북의 체제 차이로 인하여 ①교착기- ②교류 개시기 – ③교류 활성화기에 남
북이 각각 이용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저작물의 유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도 남북교류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북한 저작물의 한국에
서의 이용을 유예하는 저작물의 유형이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저
작물 유형이나 기준은 특히 인터넷상에 이용제공되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TV⋅라디오 및 인터넷 개방
상호 저작물 이용 허용 및 확대는 TV⋅라디오 방송의 상호 허용도 포함된다.
특히 TV⋅라디오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가장 편리한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상을 인식함으로써 민족
적 이질감이나 문화적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디지털 융합시
대인 현대의 시대에는 TV⋅라디오가 인터넷상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상대
방 저작물 이용을 전면 개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다소간에 반대급부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TV⋅라디오를 전면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및 북한에서의 TV⋅라디오 및 인터넷 개방은 저작권이나 문화예술에 한정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TV⋅라디오 및 인터넷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
하여, 현재의 교착기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남북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V⋅라디오 및 인터넷을 개방하더라도 남북의 체제 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저작
물 이용은 유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을 유예하는 저작물 유형이나 기준을 적용시키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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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거나 TV⋅라디오 및 인터넷을 개방한다는 것은 한국
에 북한에 상당한 설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도 동일하게 개방하여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호 저작물 이용 허용 여부, TV⋅라디오 및 인터넷 개
방 등은 저작권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호 저작물 이용 허용, TV⋅라디오
및 인터넷 개방, 이용⋅개방의 유예 등에 대비한 정책과 함께, 이러한 사항과 관계
되는 여러 관련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의 확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 사업으로서의 교류
협력은 초창기 내지 교류시작 시점에 이루어졌던 공동연구, 세미나⋅워크숍 공동개
최,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 등 이외에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노하우의 전수, 세미나⋅워크숍 개최의 질적 향상⋅확대, 교육지원의
질적 향상⋅확대, 북한의 저작권 인프라 운용의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1) 저작권 경험 및 노하우의 전수
중장기적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의 저작권 경험⋅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는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 공식적인 역사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으로 시작
되었지만, 실질적인 저작권 경험은 한미 통상분쟁으로 인한 1986년 개정(1987년
발효) 이후라 할 수 있다. 이후 베른협약, WTO 가입, WCT 및 WPPT,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한미 통상 분쟁 등 1986년 이
후 한국사회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연구, 조정 및 감정제도,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저널 및 소
식지 발행, 국제협력(국제 저작권 회의⋅포럼 개최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대응, 집중관리업체의 수수료⋅사용료 요율(금액)에 대한 심의, 저작
권 인증, 법정허락 제도의 운용, SW 임치 등에 대하여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많
은 경험을 쌓아 왔다. 저작권위원회의 이러한 능력⋅경험을 북한에게 전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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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의 저작권 역량 구축⋅강화를 위하여 한국이 북한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경험 및 노하우를 북한 저작권
관련 공공⋅민간기관에게 전수하는 것은 교착기의 시점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겠
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 경험⋅노하우 전수는 비단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단체와 같은 민간주체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
단 등의 경험⋅노하우 전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집중관리기관도 저작
물 이용료의 징수, 수수료 공제, 분배, 권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분배 이용료의
처리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노
하우는 하루아침에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예컨대 대성산저작권대리소와 같은 주체가 저작권 대리 및 집중관
리단체 역할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최근 설치된
룡남산저작권물류사는 대학에서 생성되는 저작물이나 발명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이들 단체 및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도 저작권의 중요성 내지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험이 미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저작권위원회, 집중관리단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 등이 축적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북한의 각
기관에게 전수하는 것은 북한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저작
권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
작권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민간주체가 축적한 저작권 경험
⋅노하우를 북한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세미나⋅워크숍 개최의 일상화
중장기적으로 저작권 세미나⋅워크숍은 교착기나 교류 초창기보다 질적⋅양적으
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곧 저작권 세미나⋅워크숍은 WIPO나 제3국의 참여⋅
관여없이 남북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개최되는 장소도 제3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저작권 관련 세미나⋅워크숍이 개최되는 것
처럼 남북간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이 개최하는 세미나⋅워크숍의

103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수준도 향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주제도 단순한 저작권이 아니라 예컨대
첨단 저작권 쟁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저작권 교육지원의 확대⋅강화
북한에 대한 저작권 교육지원은 (가능하다면) 교착기의 시점에서는 물론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지원의 경우에도 교류 초
창기의 저작권 전문가나 저작권 교재의 제공이나 공동 제작을 벗어나, 현재 한국에
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청년 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에 의한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인프라 운용의 지원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초창기 또는 단기적 사업으로서 본 보고서는 저작권 역
량 향상을 위하여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제공을 제안하
였다. 저작권 인프라 지원과 운용은 별개의 것으로서, 저작권 인프라를 어떻게 운
용하는가 여부는 인프라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작권위원회나
민간 집중관리단체 등은 인프라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으므로
북한에 대하여 인프라 운용에 관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저작권위원
회는 저작권등록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지원하거나,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 저작권 대외 개방 및 저작권 법제의 선진화 지원
북한은 베른협약 등 여러 저작권 국제조약의 가입국이고, WIPO 회의에 참석하
여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도 저작
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작물이 대외적으로 진출하거나 경쟁력을 가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북한 저작권법도 베른협약이나 여러 국가들의 저작권
법과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
과 해외 저작물 공동시장을 개척하거나, 북한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저작권법제를 선진화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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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화
저작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저작권의 상호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북 모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저작권 법제도를 적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저
작권 법제도가 사실상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베른협약 가
입국이지만, 남북 저작권법 자체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의 저
작권사무국이나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알려
진 바에 의하면, 한국의 것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미세한
저작권 제도의 운용 부분에서는 북한에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
더라도 한국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남북
한 모두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여 사실상 동일한 저작권 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7) 강화된 남북 저작권합의서
남북 저작권 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상 남북의 동일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저작권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남북한 저작권법
에 반영하거나 기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류 개
시기에 체결한 저작권합의서는 남북이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절차나 저작권 원칙에 관하여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강화된 저작
권합의서는 남북이 모두 이행함으로써 남북의 저작권 법제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강화된 남북 저작권합의서에는 저작권 보호의 일반원칙 및 상호보호, 저작물 유
형의 예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인터넷 관련 저
작권 사항, 저작권 침해 및 구제수단의 제공 등 이외에 남북관계에 특수한 저작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저작물의 상호이용 허용 및 유예, 이용
허락, 이용료 징수⋅분배, 분쟁해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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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착단계에서 민간주체의 역할
1. 민간주체 주도 및 정부의 지원
현재는 당국은 물론이고 민간주체들도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이 사실상 전면 중
단된 상태에 있다.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정
치적⋅국제적 조건⋅문제들이 어느 정도 충족⋅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여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치적⋅국제적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남북관계가 화해 또는 긴장⋅대결을 반복해 왔듯이 현재의 긴장⋅대결 국
면이 화해의 국면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국제적 문제가 완
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의 민간주체에 의한 부분적인 교
류협력은 가능하다. 곧 현재의 교착단계에서도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착단계에서의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주체는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상
황에서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주체로는 저작권 관련 학술단체, 대학,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민간주체에 의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은 비용 등의 문
제로 인하여 민간주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교류협력에
따라 민간주체에게 발생하는 당장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교류협력을 위한 동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민간 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교
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대학, 집중관리단체, 학술단체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주체가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민간주체가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민간주체가
북한의 저작권 관련 단체나 개인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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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 저작권 관련 당국⋅단체와의 접촉 및 이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제3국, 특히 중국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력으로
는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의 학술단체나 대학을 들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설립된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조선영
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입사 등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의 집중관리단체나 학술단체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을 위한 북한
측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민간주체로는 저작권법학회, 한중법학회, 한중지
재권연구회 등 법학 및 지적재산권 관련 학술단체, 주요 대학,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집중관리단체를 들 수 있다. 한국 민간주체의 교류
협력 추진은 국제기구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추진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간주체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민간주체의 연결채널 개설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시작,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교류협력에
따른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 및 형성은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1) 민간주체의 채널 개설
남북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으며, 교착기인 현 시점에서 남북 당국간 저작권 창구 개설은 어렵거나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착기의 시점에서는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저작권 창구(채
널)를 개설할 수밖에 없으므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출발점의 주체는 민간주체이
다.
남북 민간주체가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기존 연락채널을 이
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판문점의 남북공동연락사무
소를 폭파하여 현재 공식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간 채널이 존재하지 않으
며, 남북간에 산적한 많은 중요한 의제들에 우선하여 저작권 의제를 위하여 정부간
채널을 가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 민간주체의 저작권 창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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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와 같은 국제기구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활용하거나 이들을 통하는 개설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된다.

(2) WIPO 또는 제3국을 통한 채널 개설
민간주체의 저작권 창구 개설 내지 교류를 개시하는 방법은 민간 저작권 학술단
체를 중심으로 북한과 학술회의⋅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직접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교착기에서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WIPO나
중국을 통하여, 남북이 아닌 제3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개시
할 수밖에 없다. 학술단체에 의한 남북 저작권 교류에 의하여 민간주체들간의 (비
록 간접적이지만)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주체에 의한 세미나가 규칙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민간주체에 의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저
작권을 고리로 하는 남북 저작권 연결창구(채널)가 개설되는 셈이 된다.

제2절 민간 교류협력 주체
1. 학술단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민간주체로는 ① 저작권 관련 학술단체, ② 집중관리단
체, ③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주체는 남북관계 교착기에 교류협력을 위한 주
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주체이다. 교착기에 남북이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최
적의 방안으로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남북 저작권 전문가가 공
동으로 참가하거나, 제3국에서의 남북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들 수 있는
데,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저작권 관련 학술단체이다. 주로 민간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학술단체와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 등이 외
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함께 참가하거나 공동 개최하는 것은 남북관계 교착
기에 남북 저작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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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 이외의 민간주체로 대학(국공립대학과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대학)을
들 수 있다.특히 남북관계 교착기에 교류협력은 민간주체일 수밖에 없고, 민간주체
로서 대학은 남북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주체일 수 있다. 다만 남북
대학간의 저작권 교류로는 대학간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저
작권 내용은 다른 교류 내용에 순위에 뒤쳐질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대학간에는
저작권에 관해서도 밀접한 교류협력을 할 매개체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대
학간 교류협력 내용으로서 ①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개발(development of joint
research projects), ②교원의 학술교류(academic exchange of the school members),
③연구목적의
purposes),

대학원생

④공동

교류(exchange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of

graduate

students

개설(establishment

of

for

research

dual-degree

programs for master courses) 등이 있을 수 있고, 공동연구로서 ①교원들간의 정
기적 회의(regular meetings of academic staffs), ②공동세미나, 워크숍, 기타 특별
과정의 개설(organization of joint seminars, workshops, and special courses), ③
특정 주제에 대한 교원들간의 공동 연구프로그램 지원(assisting joint research
programs by academic staffs of each institution for specific agenda), ④과학 자
료, 잡지, 기타 간행물의 교환(exchange of scientific materials, journals, or other
publications) 등이 있을 수 있다. 남북 대학간에 학술교류협정(academic exchange
agreement)이 체결된 경우 저작권 교류협력도 매우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대학은 북한 대학에게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최근 ‘룡남산저작물교류사’를 설치한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북한의 대학들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분야에서 남북 대학간에는 저작권 교류협력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룡남산저작물교류사는 창작가⋅개발자의 창조적 활동 촉진, 대학의 지적재산 권리
화 실현, 창작가⋅개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
상, 저작물의 창작⋅유통⋅이용 활성화, 대외 저작물 거래 및 보호, 보고서⋅지적
재산관리 규정의 작성⋅제출⋅건의⋅수정⋅보충, 대학의 창작⋅개발 성과 홍보(소
개, 선전) 등이 그 기능⋅역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룡남산저작물교류사의 역할은 한국 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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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직

역할⋅기능⋅업무
1. 창작가⋅개발자의 창조적 활동 촉진
2. 대학의 지적재산 권리화 실현

룡남산저작물

3. 창작가⋅개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

교류사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

(김일성

5. 저작물의 창작⋅유통⋅이용 활성화

종합대학)

6. 대외 저작물 거래 및 보호
7. 보고서⋅지적재산관리 규정의 작성⋅제출⋅건의⋅수정⋅보충
8. 대학의 창작⋅개발 성과 홍보(소개, 선전)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고려대
산학협력단
(정관)

6.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협력연구소간 상호협력 활동 지원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학내 설치⋅운영중인 크림슨창업센
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 보건의료 관련 검사, 서비스, 자문 등 제공
11.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12. 본교 세종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관)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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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의 룡남산저작물관리사와 고려대⋅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비교하면, 후자의 업무가 전자보다 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2000년대 초반(고려대⋅서울대 2003년, 연세대 2004년 등)
에 설치된 과정과 필요성은 다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은 산학연간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협력의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은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
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체와 연계 협력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으
며, 정부에서도 2002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골자는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어 산학협
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3년 5월 27일 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지위가 확립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이
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66)

한국 대학에서의 산학협력단 설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 대학의
TLO(technology license office)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
은 1990년대 말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대학이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대 초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다. 북한의 대학도 한국 대학이 1990년에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인식한 것
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같은 점에서 남북 대학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

6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개요,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
MENU_ID=1 210.

111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남북한 집중관리단체들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
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 저작물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 및 이용료 분
배, 이용료 징수에 따른 저작권 집행을 위한 사법제도의 정비 등 여러 요소의 존
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최근이고
저작권 제도가 초창기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집중관리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집중관리단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것이어서 집중관리단체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집중관리단체가 수행할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①북한의 대내외 저작권자(저작권관련
기관)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그들의 인격(도덕)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대리(소송법상 대리, 민법상 대리)를 업무로 하는 대성산저작권대리소, ②저작
권 대리사업을 맡는다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 ③저작권대리 및 특허대리, 지적제품
교류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④완성된 영화필름을 거래
하는 기관으로 영화제작에 관여하지는 않고 수출이나 판권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 북한 상황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실제 역할은 일반 국가에서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보다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국의 집중관리단체 등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을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것이 바로 북한의 집중관리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
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초창기의 교류협력은 주로 정보교류 및 학술
회의 형태로 진행되고, 이후 북한의 집중관리 관련 법제도 및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을 파악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노하우 전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신탁, 저작물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 및 분배 등 매우 복잡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북한의 집중관리단체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 전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 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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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여 북한의 집중관리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게 된다.

제3절 민간주체의 남북 교류협력 방법론
1. 세미나 개최
(1) WIPO를 통한 세미나
남북한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세미나(학술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은 현재
와 같은 남북관계 교착기에도 실시할 수 있고, 저작권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에도 실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현재와 같은 교착기와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경우 세미나⋅워크숍은 WIPO와 같은 국제기관을 통하여 개최하거나 이들 기
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하거나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북한과의 세미나 내지 워크숍 개최를 위한 최상의 방법, 특히 현재의 교착기에
개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WIPO를 통하여 또는 공동으로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는 2014년 5월 7일,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존중 촉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WIPO의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에 신
탁기금을 출연하고, WIPO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집행 환
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한국
이 북한과의 학술회의나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 중에서 WIPO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WIPO를 통한 세미나 개최의 적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곧 WIPO는 수십여 년 동
안 북한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구상에서 가장 격리되어 있는 국가인
북한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WIPO는 냉전기간 중에도
사회주의 국가와 비사회주의 국가 모두 동일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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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북한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WIPO가 관장하는 26개의 조약 중 16개 조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로
서 14개의 중국이나 10개의 베트남을 앞서고 있고, 북한에서 WIPO는 규모가 더
큰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
이다. 또한 북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날(4월 26일, WIPO 협정의 1970년 발효
일)을 일반 주민에게 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있고,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WIPO 메
달 수상자를 매우 호의적으로 취급한다.67)
WIPO는 교육 프로그램, 전국적⋅지역적 세미나 등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왔으며, 입법이나 기관설치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WIPO는 북한이 1980년 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계
속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WIPO는 1996년 북한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입법초안을 북한에 제공하였는데, 이 초안은 2001년 북한이
처음으로 입법한 저작권법의 모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WIPO는
2000년에 북한에 50대의 중고 컴퓨터를 제공하고, 2004년 WIPO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다.68)
북한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이 프
로젝트들은 UN 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재정적으
로 지원하고 WIPO가 실행한 것이었다. 하나는 1982년에 시작하여 1985년에 완료
된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 문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고, 다
른 하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산업재산권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컴퓨터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69)
WIPO는 북한과의 인적 교류도 실시하였는데, WIPO 직원이 냉전시대에도 북한
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이러한 방문은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WIPO는 북한의 관리, 연구자, 교수들을 유럽이나 중국, 호주, 베트남 등 여

러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WIPO와 북한의 이러한 협
67) Dae Un Hong, Amicable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WIPO: A Model for Constructive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MAR 05, 2020).
68) Gene Quinn, WIPO Responds on Sending Computers to North Korea, Iran, IPWatchdog (July
19, 2012).
6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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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2006년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가 강화된 시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WIPO
와 북한의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WIPO는 북한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취급되는 국
제기구일 뿐인데, 북한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강조함
으로써 WIPO는 북한에서 더욱 호의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70) 북한이 최근 지식재산권국을 신설하고, 북한의 연구자나 학자들이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WIPO와 북한의 이러한 관계는 북한과의 건설적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북한
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71)
WIPO는 WIPO Academ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세미나 및 워크
숍을 개최하고 있다. WIPO Academy는 지적재산권 교육 및 WIPO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최빈국, 과도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조직으로서, 혁신
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분야의 인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WIPO는 제네바와 전세계 각 곳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
기 위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을 1년 내내 개최하고 있다. 특히 WIPO의 세미나 및
워크숍은 주로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작권 인식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북한과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WIPO는 저작권 인식 및 홍보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북한과 호의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WIPO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WIPO는 북한에서도 2011년 4월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개최하고, 2019년 8월 ‘지리적 명칭과 리스봉 체계:
지역발전과 국제적 보호’라는 이름으로 WIPO 주최 또는 공동주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70) Dae Un Hong, Amicable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WIPO: A Model for Constructive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MAR 05, 2020).
7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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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남북관계 교착기에 남북이 저작권 교류로서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적절한 방법 중
의 하나는 중국을 통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교착기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
는 그렇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10월 현재의 시점에서는
COVID 19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제 왕래는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과의 왕래도 원
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기에는 중국
을 통한 세미나 개최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9월 18일 베
이징에서 개최된 ‘북한 IP 제도 설명회(朝鲜IP制度说明会)’는 좋은 예가 된다.72)
남북 저작권 세미나를 중국을 통하여 개최한다는 것은 중국의 저작권 인력을 활
용하고 중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중국의 일정한 저작권 관
련 주체(개인, 단체 등)가 북한 및 한국의 저작권 관련 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 방
식으로 남북중 3개국 또는 남북중 이외의 국가까지 포함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이다. 현재의 교착기와 같은 시점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적절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전자의 방식에 의한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국을 통
한 남북 저작권 세미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기존의 세미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세미나로 중국 무한의 중남재경정법대학이 매년 4월 개최하는 남
호포럼(南湖 Forum)을 들 수 있다. 남호포럼은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적재산권 세미나이다. 2019년 4월 중국의 정주(郑州)에서 4
회째

개최되었는데(2020년

4월

시안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포럼은

COVID19으로 취소), ‘2019 IPR Nanhu Forum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lobal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4th IPR 라는 명칭의
세미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 등 저작권 전문가, 학자, 판사들이
1,200명이 참여하였다. 1박2일에 걸쳐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총회에서의 발제 이후
72) 행사명: 朝鲜IP制度说明会
일시: 2019.9.18.(수) 9:30~12:00
장소: 베이징 한웨이(銀泰)빌딩 東 18층 훙위안(鴻元)지재권대리소
주최: 북한 모란봉특허 및 상표 대리소/ 중국조선족지재권전문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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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트랙을 통하여 발제가 이루어지는데, 발제자의 숫자만도 150여명에 달할 정
도의 대규모 세미나이다.
남호포럼은 한국측에서도 매년 1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대략 5개 안팎으로 발
제를 해왔던 세미나이다. 남호포럼에서 북한측 저작권 전문가⋅학자⋅관계자가 발
표하도록 하는 것은 남북이 저작권 교류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
다. 곧 중국의 지적재산권학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중지재권연구회와
중남재경정법대학이 북한의 저작권 인사를 초청하는 협의를 하면 될 것이다. 남호
포럼은 참석자들이 항공비 등을 자진 부담하고 중남재경정법대학이 숙식에 대한
부담을 제공하는 형식인데, 북한측 인사의 초청 비용은 한국측과 중남재경정법대학
이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저작권 세미나를 중국의 대학을 통하여 개최하는 방법을 들 수 있
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로서 중국의 山東大學法學院을 들 수 있는데, 이 대학교
법학원은 동아시아법률연구센터(东亚法律研究中心)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학회
나 법학원의 연구센터는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관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동
아시아법률연구센터는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센터로서,
중국 당국에 의하여 한중일 비교법 연구 특화를 위하여 인정된 유일한 센터이다.
따라서 예컨대 산동대학교 법학원이 남북 저작권 전문가를 산동대학에 초청하여
남북중 3개국의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유력 저작권⋅지적재산권 인사를 통하여 남북중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저작권 전문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우호적인
데, 바로 이에 바탕하여 중국의 전문가가 북한 및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를 초청하
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유력 지적재산권⋅저작권 교수가 중국 전
역 약 300여명의 판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한국의 세미나와 규모나 방식을 달리한다. 따라서 중국의 유력 인사가 남
북 저작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에서 남북중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측의 저작권 전문가가 중국의 유력 인사와 개최할 세미나를 사전에 설
계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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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개최 방법론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양자간으로 한정되는 경우 북한이 언제든지 무산시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
야 한다. WIPO를 통한 개최는 남북 교류협력이 교착된 단계에서 특히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으나,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WIPO는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상당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첨단의 쟁점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남북이 저작권 쟁
점을 논의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WIPO를 통하여 북한과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장소 및 참여국
가 내지 참석자(participant)⋅발제자(speaker)가 문제될 수 있다. 개최 장소로는 스
위스 제네바, 한국, 북한, 중국 등 제3국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개최 장소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시
점 이후에는 한국과 북한에서 개최될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교착기 시점에서
한국과 북한에서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제네바나 중국 등 제3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경우 중국 정도의 장소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
다.
참석자 및 발제자로는 저작권 관련 남북 참석자가 주된 참석자⋅발제자가 되고
WIPO 및 제3국의 인사가 참석자 및 발제자로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WIPO
가 지역 세미나(Regional Seminar)를 개최하는 경우, 세미나가 개최되는 WIPO나
주요 선진국 발제자와 세미나 개최 국가 및 주변 국가의 발제자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WIPO가 남북 저작권 교류 측면에서 중국에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남북한 발제자와 WIPO 및 중국 발제자가 참여하는 형식이 될 수 있
다. WIPO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발제자들에게 항공, 숙박, 일비 및 발제비를 제공
하는 형식으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WIPO 개최 세미나
는 북한 측에도 비용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의 세미나가 될 것이다.
WIPO의 지역 세미나는 WIPO가 항공료나 발제비 등을 부담하고 세미나 개최
국가가 일정한 한도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곧 개최 국가가 발제
자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부담하는 형식(예컨대 공항과 숙소간의 연결이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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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이동 등)이다. WIPO의 지역 세미나 소요 비용은 WIPO가 부담하는 것이
지만, 남북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이 WIPO에 조성한 신탁기금에 바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가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WIPO
에 대한 신탁기금 이외에 북한과의 지역 세미나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COVID 19의 영향으로 WIPO의 많은 지역 세미나가 웨비나(Webinar)라
는 이름으로 온라인상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세미나 개최에 의한
남북 저작권 교류는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저작권 등 문화⋅예술적인 교류를 정
치⋅군사적인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북한의 참여 의사만 결
정되면, WIPO가 주관하는 지역세미나 또는 웨비나를 통한 세미나 개최에 의한 남
북 저작권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세미나 참여주체로는 민간주체 위주로 하되 정부측 인사도 참여하고, 민간주체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내지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IPO가 개최
하거나 중국을 통하여 북한과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측 참여자는 물
론이고 북한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의하여 참여자(발제자)를 북한
측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WIPO 지역세미나와 중국 등 제3국
에서 저작권 관련 세미나를 하는 경우 일정한 주제가 결정되고 해당 주제의 전문
가나 관련자를 발제자로 정하게 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한 한국측 발제자는 물론
북한측에서도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나 관련자를 발제자로 요청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WIPO나 중국을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해서는 제네바 및 중국에 있는 문
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위원회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WIPO를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는 정부 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국을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는 민간주체가 중심이 되고 공공주체가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WIPO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WIPO와의 접촉은 정부측
이 바람직한 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의 경우 경우에는 한국의 학
회(한중지재권연구회, 한중법학회 등)와 중국 저작권 학회⋅인사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한국측 인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위원회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경사무소가 중국을 통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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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류를 지원한다면, 공공주체가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하여 민간주체를 지
원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주체에 의한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가 민
간주체의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중국을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가 적절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 변화해 오고 있고 북한의 저작권 관
련 기관도 비교적 적극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WIPO나 중국을 통한 저작권 교류
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룡
남산저작물교류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을 하나의 역할로서 제시하고,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강습⋅학술토론회의 조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저작권 관련 대외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수행한
협력사업으로서 WIPO 주최에 의한 북한에서의 세미나(2011년), WIPO 주최의 핀
란드 워크숍 참석(2010), 중국 조선족 지적소유권 전문가 협회 대표단과의 회의
(2019) 등을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북한 측이 이미 WIPO나 중국을 통한 세
미나 참여 경험, 북한 저작권 관련 기관들의 외국과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북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정책 변화 등에 의하여, 기존의 WIPO나 중국을 통
한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에 한국측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하는 세미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는
제3의 주체를 통한 것으로서 사실상 간접적인 교류에 해당한다. 다만 제3의 주체
를 통한 남북 간접 교류는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이
고 현재와 같은 교착기에 저작권 교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교착기 시대의
간접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남북이 인적 교류도 확대하고
직접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제3의 주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점진적으로 직접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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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확대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에서 개최된 WIPO 지역세미나에 한국측이 라오
스에 컴퓨터를 제공⋅지원하여 상당히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고, WIPO도 북한에
컴퓨터를 제공하여 지원한 적이 있다. 다만 북한에 컴퓨터 등 IT 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IT 설비 등의 지원은 UN 제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WIPO는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 UN 개발프로그램
(UNDP)의 북경사무소가 자금을 조달하여 북한에 표준적인 IT 설비(컴퓨터 및 기
타 기술제품)를 제공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WIPO의 이러한 IT 설비 제공은 북한
을 제재하기 위한 UN 안보리결의 1718 및 1874 등 UN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된 적이 있었다. WIPO가 제공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타 전자설비
는 북한의 발명총국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WIPO는 2012년 5월부터 UN 제재를
받는 국가에 대하여 WIPO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가 모두 WIPO 법무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북한에 대하여 설비를 제공한 것은 WIPO가 개발도상국의 지적
재산권 담당 기관의 업무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WIPO의 기술지원프로그램에서 IT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종료하는 내부방침
을 정했다고 발표하였다.73) 이와 같이 북한에 IT 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제재가 가
해지는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WIPO나 중국을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 사
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 IT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UN 제재가 종료된 시점 이
후에 가능할 것이다.

2. 민간주체의 국제 세미나 참석 지원
남북 저작권 교류를 용이하게 개시하는 방법으로 북한 측이 참여하는 저작권 관
련 국제세미나에 한국의 민간주체도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
는 정식으로, 공식으로, 당국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저작권 교류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할 필요
성이 있다. 특히 교착기의 저작권 창구 개설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민간주체가 북
73) Gene Quinn, WIPO Responds on Sending Computers to North Korea, Iran (July 19, 2012)
(IP 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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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저작권 전문가와 함께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남북간 저작권 교류나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와 같은 교착기 시점에
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고 인적교류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간
또는 공식적인 저작권 창구 개설을 기대할 수 없는 교착기에는 비공식적인, 민간주
체에 의한 저작권 창구를 개설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
이다. 물론 민간주체 의한 저작권 창구 개설에 대하여 정부는 인적, 물적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
WIPO를 통하여 효율적을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WIPO가 세미나
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를 발제자나 토론자로 초청하고, 세미
나 장소를 한국과 북한 참가자가 참여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정하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회의에는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민간주체가 참
여할 수 있는 회의 내지 세미나⋅워크숍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WIPO는 민간주체
가 참여하는 많은 세미나를 기회⋅개최해 왔다. 예컨대 WIPO는 싱가포르 외교부
및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국(IP

Office)과

공동으로

2019년

4월

29-30일에

“Regional Seminar for the Asia Pacific Group on 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opyright”라는 명칭
의 워크숍⋅세미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는데, 33개 아시아 국가, 5개 지역⋅
국가의 업저버(observer), 미국출판협회 등 11개 기관⋅NGO를 대표하는 여러 참
석자, 기타 국가의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74)
WIPO가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주최한 위의 세미나에 한국과 북한의 인사는 참
여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민간주체에 의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개시하기 위하
여 이러한 세미나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곧 북한 저작권 관계자가 WIPO에 참
여하는 경우 한국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싱가포르 세미나와
같이, 정부 대표자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데, 북한 관계자가 참석하는 WIPO의
회의⋅세미나에 한국의 민간주체가 참석하고 정부는 민간주체의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국제 저작권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주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또
는 저작권위원회 내에 민간주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4) WIPO/REG/CR/SIN/19/INF/3, ORIGINAL: ENGLISH, DATE: APRI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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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에서는 민간주체의 외국 회의 참석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7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소한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주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
부나 저작권위원회는 민간주체의 저작권 관련 국제세미 참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체의 국제세미나 참석 지원은 단순히 여부나 세미나 개최 장소에서의 숙
박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민간주체 지원 프로그램은 WIPO 등 국제
기구나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중에서 북한 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되거나
세미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참석을 지원할 세미나를 선정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세미나를 조직할 때 WIPO나 제3국과 함께 한국 측 발제자가 포함되도록 섭외하
고, 세미나에 참석할 한국 저작권 민간 관계자를 선발하고, 세미나 참석자의 출장
보고서에 의하여 세미나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저작권 관련 국제세미나에 참석할 민간주체를 지원하는 것은 남북 저작
권 교류를 개시하는 물꼬를 트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저작권 인사의 인
적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WIPO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저작권 관련 세미나
도 결국 인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인데, 세미나 참석은 여러 국제 세미나의 발
제자나 연사로 초대되는 것과 연결된다. 곧 정부의 민간주체 지원프로그램은
WIPO 등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 참석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적 네트워
크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국 북한 저작권 관계자와의 네
트워크와도 연결될 수 있다.
최근의 KOVID 19으로 인하여 WIPO 회의나 세미나도 온라인 내지 웨비나
(Webinar)의 형태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민간주체에 의한 세미나
발표 내지 참석은 많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웨비나에 북한 저작권 관계
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북한 관계자의 참여를 보다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정부의 민간 지원프로그램은 웨비나의 경우에도 한국 관계자가
75) 예컨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NamesCon, ICANN GDD Summit, DNS OARC 등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회의나 ICANN, APTLD, APNIC, IGF, APrIGF 등 인터
넷거버넌스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국제기구의 정례회의 참석하고자 하는 민간인을 매년 지속적
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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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도록 사전에 조율하거나, 한국 관계자가 웨비나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3. 남북한 공동연구
남북 학자들간의 저작권 공동연구(제6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는 남북관계
교착기에도 추진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연구는 저작권 인적교류를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저작권 제도와 남북한 간의 저작권 법제도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곧 남북한 저작권 공동연구는 인적교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인적교류의 확대는 남북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북한
의 저작권 제도를 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더군다나 남북 공동
연구의 결과물은 남북이 개최하는 세미나⋅워크숍에 활용하고, 남북한 저작권 법제
도의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저작권 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남북이
합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 공동연구는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
하여 남북관계 교착기에서부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공동연구의 대상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교착기
와 교류 개시기의 경우 저작권 이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등과 같이 남북 모
두 연관되는 주제는 공동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남북 공동연구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
지만, 교착기에는 어떻게 공동연구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교착기의 공동연구는
WIPO나 제3국을 통한 세미나 개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연구는 WIPO보다는 남북한 및 중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수행하
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및 중국 연구자들이 공식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만, 교착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공동연구를 수
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의 저명한 저작권 학자, 저작
권 관련 학회(예컨대 남호포럼 등), 중남재경정법대학이나 산동대학 법학원의 연구
진들과 남북의 연구진들이 공동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물론 민간주체에 의한 이러한 저작권 교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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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4절 공공주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공공주체로서는 ①문화체육관광부, ②통일부, ③한국저
작권위원회, ④한국저작권보호원, ⑤지방자치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 공공주체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진행하는 경우, 정부와 산하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
부의 역할이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권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교착기부
터 교류협력을 계속 진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보호원은 남북 저
작권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간 이후에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통일부와의 협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은 대체로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으
로 구분하는데,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
실시 및 사후 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요건과 절
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76)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
업을 한국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3).

76)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교류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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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
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위에 해당하는 협력사업들은 모두 저작물 내지 저작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른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에는 예컨대 저작권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
우 저작권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거나, 해외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
는 등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상호 상문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또
한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
의 이동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2),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서도 저작물 등의 반입, 반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 교류협력에 수반되는 북한 저작권 관계자의 접촉, 한국 저작권 관계자의
북한 지역 방문 또는 북한 저작권 관계자의 한국 지역 방문, 한국과 북한간의 저
작물 등의 반출⋅반입 등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하는 여러 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북한주민 접촉신고(사전⋅사후 북한주민접촉 신고
서,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등), 방문승인 신청(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 등) 및 방북교육, 협력사업의 승인(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및 결과보고
서 등) 등이 해당하므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통일부가 관
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법률은 남북관계가 개선되
는 경우에는 폐지되거나, 다른 법률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정한 남북 대립⋅긴장관계가 계속되는 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도 이러한
법률에 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범에 의거하여 통일부의 협력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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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사업의 승인 등 통일부의 협조 내지 협력
이 절대적이지만, 협력사업으로서 저작권 협력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문화체육
관광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협력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에 따라 협력사업 계획서,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
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
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
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영 §27①). 또
한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①추진경위, ②주요내용, ③세부 추진계획, ④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⑤기대효과가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
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①협력사업의 명칭, ②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
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③협
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④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
한 사항, ⑤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
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①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
항과 ②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
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4, 통일부 고시).
본 보고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주체에 의한 수행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민간주체가 북한 저작권 전문가⋅학자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북한측 상대자 및 북한기관의 확인서 등 모든 것이 사실상 완벽히 준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저작권 관련
학술단체나 대학이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역량이 상당한 정도까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민간주체가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간주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가 인적⋅물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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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및 저작권위원회의 구체적 역할
정부산하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①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
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저 §112),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주된 주체라 할 수 있
다. ②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저 §122조의
2), 저작권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1)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교착기부터 교류 활성화 시기까지 민간 및 공
공주체의 역할이 항상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교착기에서는 남북의 공공기관이
교류를 위하여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주체들이 세미나 개최 등의 방
식으로 교류를 하고, 정부는 이를 물적⋅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주체는 현재의 교착기에서부터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
기까지 항상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교착기에는 사실상 민간주체만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착기에는 민간주체가 교류협력을 주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민간주체의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인적⋅물적 지원으로
서, 세미나 참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북한 저작권 인사에 관한 정보를 축적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을 세미나에 초청하거나, 민간주체가 북한과 저작권 교
류를 위한 역량을 축적⋅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민간주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 내에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담당하거나 민간주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서는 장차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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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제로 교류협력이 시작되었을 때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2) 민간주체에 대한 저작권 교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남북 교착기에는 물론이고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도 민간기관 내지 민간주체
는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거 북한의 저
작물 이용허락과 한국 내 반입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
하면, 민간주체가 북한과 저작권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상황은 물론이고,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국내 법규정 준수 등 교류협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북한 저작권 법제 등 북한의 저작권 상황이나 국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 등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 정보의 북한 저작권 상황에 대한 파악
(이해⋅인식⋅연구)는 이러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민간주체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그램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제5절
2에서 논의).

(3) 교류협력에 대한 대비
한국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개시되
거나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는 대내외 진전
상태에 따라 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 장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 시작 시기에 관계없이 남북 저작권 교류를 대비하여 북한과 저작권
교류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1)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파악
북한의 저작권 법제, 북한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산업 등 현황, 국제환경에
서의 북한 저작권, 북한에 특수한 저작권 상황 등 저작권에 관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저작권 상황 파악은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
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는 교육을 시키는 것에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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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교류의 비교 분석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해 왔다. 중국과 대만은, 일정한 저작물 반입이 금지되는 것 외에는, 저작권 교류
협력이라기보다 사실상 동일한 국가인 것처럼 서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동독과 서독이 1971년 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의 시점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는 이들 국가들의 저작권 교류를 한국의 상황과 비교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국가가 처하였거나 처하
고 있는 환경과 남북의 환경은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세한 연구⋅분석을 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에 참고⋅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3) 저작권 교류 원칙⋅목적의 제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남북 전체의 교류협력에서 보면 일부분에 불과하고, 문
화예술 분야에 포함될 수 있고, 남북이 저작권 교류를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착기와 같은 시점에서도 저작권 교류를 함에 있어서 원칙과 목
적을 제시함으로써, 교류협력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
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17개 광역시도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1), 시장의 책무, 서울
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영(§3 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운
영(§8 이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중앙-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되고 질서 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
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연 2회).
130

제4장

남북 교착기의 저작권 교류협력: 민간주체

그런데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인 위치
에 있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의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한국의 자자체도 남북 교류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위치
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
는 지자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인데, 저작권이 지자체의 주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서울특별시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조례
§3①), 이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
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교류협력사업, 통일문화조성사업(서울특
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이다(조례 §4). 기금의 용도에는 학술회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적인 행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를 대북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자체는 통일부가 인가한 대북사업단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
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위치
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적인 협력사업자로 인정할 경우 각 사
업들의 조정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도 문제가 생
길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77)
지자체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하여 협력할 여력이 없다는 것,
교류협력사업의 주체성 결여, 제한적인 예산 및 인력 등에 기초한 지자체의 위상

77) 김동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97 (정책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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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지자체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의 제한적인 측면에서 지자체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역할을 수
행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경우, 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으로서 아시안필름마켓(AFM)을 활용한 영화산업 교류로서, 대북제재 해제시
AFM을 활용한 북한 영화⋅애니메이션 판매, 남북합장 영화 제작, 애니메이션의
국제 배급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데,78) 이러한 사업수행에는 저작권 문제가 수반된
다. 또한 부산 ‘바다미술제(1987년 88올림픽의 사전 문화행사로 시작된 이후 해운
대와 광안리에서 개최, 현재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는 해양을 배경으로 하
는 야외전시로서 설치미술이 주요 전시물이 되는데,

79)이러한

사업수행에도 저작

권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요컨대 지자체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주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에 저작권이 문제되는 한도에서는
부수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절 민간주체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내용
1. 지원 원칙
민간주체의 교류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의 저
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
및 인력에 의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기관이 민간주체의
교류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곧 남북한 관계의 교착상
태에서는 민간주체가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주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저
작권 교류협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정책 내지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민간
주체에 의한 교류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것도 정책 내지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78) 권태상, 부산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BDI 정책포커스(352)(2019.2).
7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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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산의 지원이다. 북한
저작권 관련 단체⋅기구와의 교류협력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인사⋅단체를 통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조차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그
성사를 확신할 수 없다. 성사를 확신할 수 없지만 교류협력을 추진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은 과제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할 것
이고, 보다 융통적인 예산 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간주체가 교
류협력을 위한 사업 및 비용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제안하고, 저작권위원회 등이 심
사하여 승인한 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은 1회성이 아닌 상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민
간주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이외에 인력자원
등 정부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resources)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물론 별
도의 부서가 필요한지 여부나 인원 배정 등은 민간주체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간주체 지원을 위한 부서나 인력은 정부차원에서
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하거나, 추후 저작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활
용하면 될 것이다.
북한 저작권 관련 단체⋅기구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상설적인 예산 지원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형태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곧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민간주체에 대
하여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
에 의하여 실질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주체의 교류협력 역량 구축 및 강화 프로그램
(1) 필요성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하는 주체로는 공공주체로서 정부,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들 수 있고, 민간주체로서 학술단체, 집중관리단체, 대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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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북한과의 원활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
항은 북한⋅북한 체제,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및 환경,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국내법 및 절차,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 상황 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1990년대 한국이 북한의 저작물을 국내에 반입되면서 계약 상대방의 존재 여부,
제3국을 통한 여러 단계에 걸친 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북한 저작물을 반입
하려는 무분별한 과당 경쟁, 북한 저작물 이용계약에 관한 진위성 문제 등80) 반입
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과거 북한과의 교류협력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측 참가자들의 자유분방한 행동에 대하여 북한측이 거
부반응을 일으킨 것도 매우 많이 알려져 있다.81)
2011년 이후 북한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정치체제와는 친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곧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이 변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북한의 저작권법 및 법제도에 대해서도 그대
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베른협약의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저작권법이 베른협약을 이행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가격제정
기관이라는 주체가 저작물 이용료를 결정하고(북 저 §31),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
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저작권사업체계를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역할을 하는 등(§42) 한국의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제도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저작자는 개인 창작자보다는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이름으로 창작되는 저작물(한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것임)
이 오히려 대부분일 정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저작물 유통이나 거래(이용허락 등)를 위한 기관에도 저작권사무국 이외
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및 법률대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대성산저작대리
소,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이 존재한
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사무국 외에는 이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80)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11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81)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9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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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저작권사무국도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저작권 관장
정부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른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
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
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2),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
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9①). 한국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
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10①), 북한을 직접 방문
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고
(§11),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13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17①).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는 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
복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저작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북한 체제가 폐쇄적
이라 할지라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주체가 북한의 저작
권 법제도, 저작물 유통환경 등은 물론이고, 북한의 체제나 특수성 등 북한에 대한
많은 사항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하려는 주체
는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등 저작권 관련 사항,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한국의
법, 북한의 특수성 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작권 교류협
력을 위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저작권 교류협력 역량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단연 저작권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인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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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교육연수원(교육운영팀 및 교육기반팀 2개팀으로 구성)을 두고 있고, 교육
연수원은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많은 유형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교육연수원을 통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비교적 많은 숫
자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일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교재
제작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역량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
다.
저작권위원회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사용
될 교재는 최소한 ①북한의 특수성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소양교육과 북한과 교류
협력을 위한 절차 및 준수요건 등에 대한 것과 ②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에 관한 2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자의 교육과정은 소양교육을 포함하
는 것으로서, 소양교육은 과거 외국여행 자유화 초창기 시절 여권 발급과정에서 이
루어졌던 소양교육과 비슷한 것이다.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지
만, 북한 및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양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과 저작권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교류협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저작권 교류협력
교육과정에서 이들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소양교육 및 국내법 요건에 관한 교육은 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보다 통
일부 등의 지원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북한
의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관련 공공⋅민간기관, 저작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북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지
만, 한국 최고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저작권위원회는 북한 저작권 분야 전문가
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저작권위원회의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교재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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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북한 저작권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한 후, 온오프라인에 의
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저작권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역량 구축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재 개발, 강사진 구축, 온오프라인 교
육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통일부 산하의 남북교류
지원협회가 운영하는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시간
씩 8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약 20여 차례 이루어진 프로그램마다 약간
다른 주제로 무료로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제18기의 경우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
망, 남북 교류협력 추진사례, 남북 물류체계 현황 및 실태, 남북교역 추진 실무, 북
한 지하자원 부존현황과 개발전망,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규 해설 및 판결사례, 북
한의 기업구조와 운영, 남북 경협의 역사와 향후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는 남북 경협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
작권위원회도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집중관리단체 등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저작권 교류협력: 공동 연구
1. 공동연구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사업 중에서 교
착시나 교류 초창기에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남북한 공동 연구⋅창작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은 이미 문화교류사업으로서 이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을 실시한 바 있는데, 한국은 이를 위하여 2007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회법을 제정하였다. 남북의 언어학자들은 2015년까지 총 25차례 직접 만나 공동회
의를 개최하였는데, 2015년 12월 중국 대련(大连)에서 개최된 제25차 공동편찬위
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 유
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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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서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겨레말큰사전 사업 이외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창작할 수 있는 사업은 매
우 많이 존재한다. 저작권 이외의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창작하는 대상
으로는 일반적으로 남북 모두에게 관계되는 주제가 대상이 된다. 예컨대 중국의 동
북공정과 관계되는 고구려 등 고대 역사 연구, 독도 관련 공동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나 분쟁에 관한 공동의 연구는 저작권보다 광범위한 범주
인 문화교류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이외의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작권 분야의 공동 연구⋅창작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저작권 현안이나 국제 저
작권 질서에서의 북한 법제도의 위치, 남북 상호 저작물 이용의 허용, 집중관리단
체의 역할,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간격의 최소화 등 매우 많은 주제가 존재한다.
남북 저작권법 규범이나 제도의 차이점부터 공동 연구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에서 공통의 저작권 법규범을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 등 매우 다
양한 저작권 연구 주제가 존재한다. 남북 저작권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는 WIPO나
중국을 통하여, 또는 남북이 직접 개최하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되면, 남북 교
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저작권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제공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홍보⋅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홍보⋅교육 방법으로는 캠페인, 각종 저작권 인식향상을
위한 이벤트⋅행사,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콘텐츠는 홍보⋅교육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
다. 예컨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인식 향상 홍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저
작권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저작권 교재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교육기관 이외의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학교나 대학에서
도 저작권 교육을 온전히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초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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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북한 학교의 교재에 포함되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학 등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교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북한의 대학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지식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북한사회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가장 먼
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북한의 대학이 될 것이다. 북한의 대학 저작권 관련기관
과 한국의 대학 및 저작권위원회 등이 함께 북한 대학에서 사용할 저작권 교재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교재를 제작하고자 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 이외의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경
우 저작권 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들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저작
권 인식이나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교육은 모든 북한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홍보⋅교육은 북한에 저작권 전문가나 전문기관 종사자가
매우 많이 존재할 시점에서나 적절한 방법이다. 곧 저작권 전문가나 전문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한 이후, 이들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나 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나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강의에 의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에 따른 교재를 제
작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요 매체가 다룬 저작권 관련 기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저
작권 인식⋅연구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저작권 환경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일환인
교육⋅홍보 교재(콘텐츠) 개발⋅제작은 북한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에 의하여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의 일환으로서 저작권 교육 및 교재 개발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저작권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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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저작권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북한
의 저작권 사정이 대외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으
로 인하여,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등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저작권 법제도
및 저작권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7절 저작권 정보 교환
한국과 북한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상호 보호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
다.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
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
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이후 2003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
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 등 지식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 다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년 제3
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일련의 남북한 합의 사항 이행 과정에서도 저
작권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의 논의 내용과 남북간에 이미 마련된 공감대를 토대로 향후의 협력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해마다 10개의 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정하
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중 하나로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의 방향을 선정한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에서 북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다. 지식재산
권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나 학술단체간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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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임을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의 저작권 교류 활성화는 그 첫 단계가 저작권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
보호인정이며, 그 다음이 교류협력의 단계이다.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저작권법 체계 및 운영이 상이한 남북한이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특히 한국이 북
한에 대하여 저작권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일부 문헌이 북한의 개정 저작권법 등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하위 법령
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고, 특히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 등 구체적인 실무에 대
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저작권 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북한
내에서 저작권이 실제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저작권법의 중요한 개념들이 어
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의 도출조차 쉽지 않
다.
따라서 협력 방안의 출발은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제도에 대한 차이
점을 이해하고, 보다 가시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서로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북한접촉 절차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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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남북 교류협력은 분야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환경 등 여
러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은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에 진
입하여 정식 또는 본격적으로 추진⋅실시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교착된 단계(교류협력의 시도시기)에서도 추진⋅실시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진
전되는 시점에 따라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나 실천전략 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교류협력의 시도시기와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시점에 이루
어지는 저작권 교류협력은 기본원칙, 의제, 실천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도 의제와 실천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교류협력의 시도시기 및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하는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착기에는 주로 한국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
진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의 대내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현재의 교착기 남북관계는 어느 순간 완전 화해단계에 진입하여 순식간에 저작
권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이 시작되
었다가 대내외 영향으로 인하여 다시 교착기에 들어설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남북 교착기에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저작권과 관련된 접촉을 최
대화하고,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 관련 접촉을
위해서는 남북의 민간주체에 의한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국의 민간주체가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정
부기관도 사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남북 저작권 당국자들이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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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간주체와
정부가 각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심지어 한국 정부 부처들끼리도 적절
히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협의 시작
1. 남북 저작권합의서 채택의 필요성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을 보면, 그동안 남북한은 체육
행사, 합동 공연,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영상물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게
임소프트웨어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남북 교
류협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북한 작품을 한국에서 전시하거나, 방영하는 사례가 증
가하였고, 북한 영상물과 출판물의 반입도 적지 않았다.82) 특히 1999년 계약된
『개성이야기』는 개인(사학자)과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꺽정』은 남북
최초로 저작권료 합의(15만 달러)를 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83)
2004년 이후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나 음악 수요도 증가했으며, 휴대용
기기 보급이 늘면서 급속도로 ‘남풍’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2015년 3월
MBC 뉴스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56%가 한국 영상물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85) 최근에는 북한 9⋅9절 행사에서 드론 쇼,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등 북한
의 콘텐츠 제작능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의 드라마가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6)
현재 상황에서의 남북 저작물 이용은 경문협의 통한 북한 저작물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부분적으로 적법한 북한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
82) 리조실록, 동의보감, 임꺽정 등
83)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109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84) Id. 113.
85) MBC 뉴스데스크, 남한 드라마 인기에 北 '비상'…단속도 무용지물 (2015.3.31.) https://www.
youtube.com/watch?v=xlCZRXPtzhw.
86) 월간조선, 코로나19 휴교로 학생들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 시청 급증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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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북한
저작물, 특히 영상저작물이 소셜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 국민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영상저작물 이용료는 소셜서비스를 통하여 북한에 지
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북한에서 한국 저작물 이용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물론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대치와 대화 국면을
반복하면서 남북 저작물이 각각 상대방에 의하여 여러 차례 1회성으로 공연되어
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남북 저작권 교류시 발생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계약 상대방의 실체, 계
약서 진위여부, 이중계약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권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보니 일본과 같은 제3국 중개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 기관 → 제3국 중개회사 → 한국측 중개
인 → 이용자 등 최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 계약서 위조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했다. 북한 측에서는 외화벌이 사업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서 기관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 측 중개인들은 북한 측 창
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인장위조 등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
럼,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시 발생했던 문제는 계약서 위조, 이중 계약, 중개인간의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남북 상호간 저작권 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태를 이용하여 외
국인이 한국의 저작권을 북한에서 침해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87) 한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이 북한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는데다, 남북한 외의 제3자가 한국의 저작물을 북한에서 유통시키
고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88)
지난 2018년 4월의 남북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
성화하기로 하였지만, 판문점 선언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 간 일종의 외교공관인

87)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p 64.
88) 신혜은 외 4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2018. 10.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연구보고서, 김지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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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조차도 2020년 6월 북한에 의하여 폭파됨으로써, 2020년 10
월 현재 남북한 대화⋅교류는 전면적인 교착상태에 있다. 이러한 남북한 교착 상
태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
협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거나 한 순간에 전면적
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저작권 교류협력과 같은 지엽적인 내용
이 남북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될 수는 없겠지만, 정상회의에 이어서 진행될 다
양한 분야의 회의에서 당연히 다루어져야 할 의제가 된다.
그렇다면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논의되고, 남북
합의사항이 어떻게 선언되고,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남북
합의결과가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남북 합의서(박영정)’89)든 ‘남북 저
작권합의서(한지영)’90)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간에(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저작권협정 등 다양한 용어 존재), 남북이 합의한 결과는 남북 모두
를 구속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본 보고서는 ‘남
북 저작권합의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기존의 남북간 합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간 추상적⋅일반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곧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제16조 및 부속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9조는
문학⋅예술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와 남북 상호간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1991)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
시한다.
89)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90) 한지영, 저작권 기반 남북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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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
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
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 (1992)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
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
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
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
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
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합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

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
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공동선언문(6⋅15 선언) (2000)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
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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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
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
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
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로 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
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
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
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부터 판문점선언까지 남북 정상이나 당국자 간에 남북 교류협력
을 위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남북간 합의들이 대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간의 합의 자체와 합의사항을 준
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화⋅예술분야는 물론이고 저작
권 분야의 남북합의서를 제정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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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이에 바탕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교류협력을 위
한 3개의 부속합의서는 가장 시급한 쟁점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합의한 내용과 함
께 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공
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4개 공동위원회는 내외의 여러 환경변화로 인하여
가동되지 못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3개의 부속합의서는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하였지만, 남북간
이루어진 것 중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으면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일정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합의하여야
할 내용을,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규정하고 있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
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천하기 위한 주체로서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3. 남북 교류협력의 분야로서의 문화⋅예술 및 저작권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궁극적인 통일 및 민족화합을 목적의 조
치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분야 등 남북이 합의
한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또한 교류협력에도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분야의 협력도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
오, TV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많은 분야가 존재한다(북 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
한 부속합의서 참조).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합의서는 남북이 합의하여야 하는 많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사회문화 분야에 속하는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저작권계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교류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교착상태나 이후의 단기적
인 기간 내에 저작권 분야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에 관한 합의사항은 남북이 그동안 합의해 왔던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분야 중에 하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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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차적인 저작권 합의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제안된 남북한 저작권합의서는 남북한이 저작권에 관한 모
든 문제를 일거에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보인다. 남북
한이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 과제를 일거에 합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 용납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
히려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저작권 쟁점 중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
항부터 합의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곧 남북한이 저작권에 관하여 합의할
사항 중에서 그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부터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순
차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남북이 일거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논의하는 경우에도 시급한 사항부터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합의를 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사항들 중에서 우선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저작권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것에 해
당할 것이다. 남북 저작권합의서의 채택은 여러 의제 내지 쟁점 중의 하나에 불과
한 것으로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남북간에 저작권에 관한 합의할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
항부터 합의를 시작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 합의는 남북이 당장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항(의제)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해도 가능한 사항
을 선별하는 것(mapping)이 필요하다.

5. 제1차 저작권합의서의 기본원칙⋅목적
남북 저작권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문점선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겠지만, 저작권 분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한 관계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상황
을 전제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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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저작물의 이용 보장 및 예외 허용
북한은 2003년 WIPO에 가입하였고,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근
거로 북한도 한국의 저작물을 북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WIPO의 경우 회원국들에 대한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약의 이행은 회원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91). 또한 북한의 저작권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실질적인
법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념을 담게 되는 콘텐츠의 특성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여 저작권 보장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92). 또한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 행정, 형사적 구
제를 예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93)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원칙 내지 목적으로서 남북이 각자 상대방의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정치체제와 관계
없이 사람이면 누구든지 향유할 수 있고, 또한 남북이 각자 상대방의 저작물을 이
용함으로써 분단상황을 끝내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주민들간의 이질적인 거리감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남북이 각자 상대방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합의서는 각자 상대방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이 원칙 내지 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각자 상대방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체제의 남북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된
다. 현재 북한에서 한국 저작물 이용은 매우 강력하게 금지되고 단속될 뿐만 아니
라, 한국에서도 북한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북한에서 한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체제 유지와 관계가 있다고 여긴
다고 한다면, 남북이 상호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므로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

91)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p 60.
92) Id. at 268.
93) 신혜은 외 4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2018. 10.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연구보고서, 김지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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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북한주민의 저작물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이 한국의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저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보다 북한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인용
에 있어서도 북한은 단지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용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94) 저작권법 제32조 제4호에서 “국가관
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95)
한국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북한의 저작권법
에 의하면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에 의하고, 협의의 방법으
로 해결이 안되면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96) 권리자의
구제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97)
그렇다면 남북 상호 저작물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저작물 이용을 보
장하고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북한의 영상저작물이 유뷰트를 통하여
이용제공되고 있고, 북한 주요매체의 보도내용이 일정한 한도에서 인터넷상에서 제공
되는 상황이고, 한국 및 한국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북한 저작
물 이용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각자 허용⋅금
지하는 저작물 유형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고 합의하는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남북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저작물부터
시작하여 이용을 보장하는 저작물의 종류 내지 유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저작권 보호 및 상호주의
남북 저작권합의서는 남북 모두 상대방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천명하여야
94) 김상호,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p 10.
95)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2009.
12, p 253.
96) 북한저작권법 제48조.
97) 신혜은 외 4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2018. 10.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연구보고서, 김지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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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각기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겠지만, 저작물 이용도 결국은 저작
권 원칙, 곧 저작권 인정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합의서는 남북
상호간의 저작권 보호원칙을 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이 베른협약 등 여러 지적재산권 가입국(체약국)이고 저작권법을 가지
고 있지만, 남북 저작권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원칙을 천명하여
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보호원칙을 천명하는 경우, 남북 보호수준의 차이, 특히
북한의 하향화된 보호수준으로 인하여 한국 저작권 보호정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
다. 합의서에는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원칙을 천명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남
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남북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동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3) 보호의 실효성 확보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한국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나, 북한은 가격제정기관
이 저작물 이용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98)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법
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99) 동법 제36조(저작권 침해의 보상)는 “저작권을 침해하
여 재산상 손실을 준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저작물의 심의, 편집하면서 알
게 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모방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
액을 법원이 아닌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재판관할(제27조)100), 집행
문 발급, 집행 대상101), 집행기관,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판결⋅판정의 집행에 관
98) 북한저작권법 제31조(저작물의 리용료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
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99) 북한은 2001년 손해보상법 을 제정하고 2005년 수정보충하였는데, 이는 일면 재산권과 인신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손해보상법은 북한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흠결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북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 소유로 되어 있고, 사적 영역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100) 제27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
은 피고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101) 제296조 (판결, 판정집행의 대상)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의 개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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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도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만큼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저작권 분쟁해결방안의 마련
지난 경험에서 우리는 저작권 교류에 있어 계약 위조, 이중계약, 일본과 같은 3
국을 거치면서 중개인간의 분쟁 발생, 외국인에 의한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경
험한 바 있다. 저작권을 상호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권리구제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될 수 없다.
분쟁해결은 아래에서 살펴볼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분
쟁해결기구를 설치하거나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가 담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별도의 분쟁기구의 설치 없이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분
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상사분쟁해결은 2000.12.16. 남
북간 상사분쟁기구 구성 및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남북상사중재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기본으로 한다.102)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
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에 따르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103)에 규정된 분쟁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104).

6. 직접교류의 중요성
다양한 북한관련 서적이나 자료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직접적인
산이나 가정성원들의 개별 혹은 가정재산이 속한다.
102) http://www.kcab.or.kr/jsp/kcab_snc/ksnc/ksnc_02.jsp
103)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
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
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
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104)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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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거쳐 입수되거나 기존의 자료에서 2차적으로 가
공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2차 자료는 목적과 출처가 상이하고, 자료 가공자의
필요에 따라 가공된 것이어서 북한의 저작권 관련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북한통계 사이트(https://kosis.kr/bukhan/)에서는 북한통계 해설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경협, 광물자원, 농축수산물, 보건의료 등 각 주제별 북한통
계에 대한 전문가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된 통계자료는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자체 통계자료뿐 아니라 국내외 북한관련 자료에 대한 바로
가기 링크가 정리되어 있어서 편리하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https://unibook.unikorea.go.kr/)를 운영하고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간행물을 비롯한 국내외 남북한 간행물, 북한영화, 북한서적 등을 제
공하고 있다.
국내의 북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통계자료의 경우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
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는 이상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 북한을 방문하거나, 상호 직접 교류에 의해 지표를 작성하는 국제기구의 통계
치가 더 신뢰할만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북한매체인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와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매체
또한 북한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이나,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접속이 차단되
어 있어서 허가된 기관만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3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공식창구의 설치
1. 문화예술 분야의 일환으로서 저작권 창구의 개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연락사무소 등 몇 가지
명칭에 의한 교섭창구를 개설⋅유지 및 폐쇄를 반복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판문
점선언에 의하여 2018년에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2월 28일 2019년 북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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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남북연락사
무소와 같이 남북 현안이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는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상설적인 창
구(채널)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대치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저작권 남북이 전반적으로 교류협력
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남북이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쟁점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
을 때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류협력 창구도 문화⋅예술 분
야의 일부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따
른 공동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부로서 저작권 교류협력 창구를 개설하는데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①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
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분과위원회(§8), ②㉮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12), ②㉯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14), ③㉮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
을 위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22), ③㉯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
류협력분과위원회(§23)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
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9), “남과 북은 쌍방
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면서(§9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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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
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
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
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
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
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남
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및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1), 각
위원회가 부속합의서의 이행 등 수행할 기능(§2), 운영방식(§3), 합의사항의 효력
발생(§4)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합의서는 위원회의 남북 쌍방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 인원 등을 규정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
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⑥).
이와 같이 남북은 이미 교류협력을 위하여 상설적이고 정례적인 창구(채널) 개설
을 합의한 경험이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당분간
비현실적이므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창구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 창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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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일환으로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및 위원회 합의
서는 남북 화해나 교류협력을 위한 추상적⋅선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
기 위한 부문별 회의체(창구, 채널)을 규정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나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합의서들은 이들 위원
회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
술 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위원
회’의 설치라는 큰 틀(규범)을 정하고, 문화예술교류협력위원회의 소위원회의 하나로
서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곧 남북간 합의된
문화예술교류협력위원회의 한국측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것이고, 문화체육관
광부는 문화예술 분야를 여러 개로 분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중
의 하나로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면 된다.

2.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구성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하여 남북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쌍
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고, 수행원은 각각 15명으로
하고(협의하여 조정 가능),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
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문화예술 교류협력위
원회’ 산하에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분야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창구이므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
회 및 저작권보호호원과 북한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인 내각의 문화성 및 저작권사무국의 인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식 정부측 인원 이외에 민간측 인원도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기능⋅역할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기능 내지 역할은 교류협력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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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저작권 분야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즈음에는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남북 저작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일거에 합의하는 것은 사
실상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나가되 상호 저작물 이용 보장 등 긴급
한 사안부터 먼저 논의⋅합의하고 나머지 사안⋅합의해 나가면 될 것이다.
I. 교류협력체 운영 관련 의제
1.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추진 목표(원칙)의 설정
2.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의 개설
- 회의의 정례화
- 회의 구성인원
3. 남북에서의 상설 회의장소
II. 저작권 관련 의제
1.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선언
2. 남북 상호 저작물이용 보장
- 상호주의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 인정
- 원칙적 이용 보장
- 예외 및 예외 설정 절차
- 이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3. 상호 저작권 보호
- 보호를 위한 이행 수단(체제)
4. 저작물 이용허락
- 상호 저작물 이용허락 방안, 남북 저작물 공동 집중관리기구의 설치
5. 저작물 이용료
- 지급 원칙
- 예외적인 지급 유예 및 근거
-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안
6. 저작권 정보 교류
7. 저작권 조사⋅연구
-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저작권 제도의 동질성
- 국내외 상황, 법제⋅인식⋅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점
- 남북 저작권법⋅제도 차이점
8. 교류협력
-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저작권 인식, 창작, 교육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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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의 교류협력 방안
- 고아저작물 및 해결책
9. 남북 공동 저작권기구
-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기구 설치
- 공동 집중관리기관 설치
- 실무조직의 마련
10. 저작권 법제도
- 남북 저작권법⋅제도의 통일화 방향
11. 저작권 등록⋅인증
12. 남북 저작권 분쟁 해결
13. 국제적 측면에서의 남북 저작권
14. 합의 사항에 대한 남북 이행방안⋅법제화
15. 판결의 승인⋅집행

제4절 남북 저작물 상호 완전한 이용 보장
1.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
남북한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시작과 종착점, 곧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논
의의 시작과 목적은 한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북한에서 한국
의 저작물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서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저작물 교류협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한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이 출판⋅공연⋅전시되거나 한국의 저작물이 북한에서
공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 활용의 사례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저작물 교류협력의 일반적은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에서 한국 등 외국의 콘텐츠(저작물)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105)106) 이러한 저작물 이용
105) Daily NK, 비상 방역시국에 평양 명문대 졸업생 불순녹화물 대량 유통 혐의로 체포 (2020.4.8).
청진시 중기 장사꾼들이 전기제품을 판매하면서 외국 영상물이 든 USB와 CD를 함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109그루빠와 상업국이 합동 검열에 나섰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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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상적인 이용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의 이용이나 북한에서 한국의 저작물 이용이 제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1차적으로 남북한의 법률에 의한 이용 제한에 기인한
다.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 제한은 북한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
에 기인한다. 첫째, 북한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한국 등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
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출
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6),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의 선결조건이다.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전자는 정권의 체제유지를 저작권을 부정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저작권 대상을 아예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태 및 일정한 이용대상을 아예 저작권 내
지 저작물의 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저작권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금지되는 저작물 이용행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형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한국 등 외국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통은 “녹화물을 복사한 주모자들은 김책공대 졸업생을 포함해 5명으로 나왔다. 이들은 남조선
(한국) 영화와 수십부 짜리 드라마를 복사해서 장사꾼들에게 넘겼는데 109 그루빠(영상물과 불
법 출판물, 라디오와 녹화기 단속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만든 사상과 미디어 통제검열조직,
작성자 주)는 이달 1일을 졸업생들의 집에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김책
공대 졸업생 김모 씨와 청진시에 거주하는 4명의 청년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
마를 USB나 CD로 수천 장 복사해서 함경북도 청진시와 주변 지역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제작자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시청한 주민들
까지 확대되고 있다. 영상물은 전기제품을 구입한 간부와 부유층의 자식들이 많아 사건의 향배
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06) 주간조선, 北에 보낸 USB ‘북한판 청바지’ 될까 (2019.4.8).
...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은 금지돼 있지만 USB로 중국을 통해 밀수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장인물의 의상과 머리 모양을 흉
내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한국 드라마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유통시킨 주민들을 대거 체포해 엄벌에 처
하고 있다. 지난 2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불법 녹화물 시청 및 유포와 관련한 군중폭로모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40대 남성과 여성, 20대 대학생, 14살짜리 중학생 등 모두 17명
이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자아비판과 함께 처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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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
관하고 있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
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5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107)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
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위 규정들이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저작물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영
화⋅드라마에서는 키스 등 애정 신이 나오는 장면들이 대부분”이 북한의 시각에서
는 ‘퇴폐적인 문화’,‘색정적이고 추잡한’ 것“에 해당하고, “‘적대방송’은 다름 아닌
한국의 방송과 라디오, 일부 정치적 내용의 드라마, 영화 등을 의미”하므로,108) 북
한 형법에 의하여 한국 저작물의 북한 내 유입⋅보관, 시청⋅청취⋅재현, 방송 시
청⋅청취 등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북한이 한국 저작물을 북한을 와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매개체로 여기고 있는
것도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드
107) 적지물: 삐라, 대북전단 등.
108) 세계북한센터,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외부정보통제 변화추이: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한
추론 3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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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영화, 음악 등은 북한 사회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
여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9) 북한은 한국 저작물의
북한 내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감행할
수 있게 빈틈을 내주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전당적⋅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110)는 정도로 한국 저작물 이용을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는 이미 2013년 9월 ”불순출판선전
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하달
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의 시청⋅청취⋅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111)

2. 한국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한국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한국의 헌법과 베른협약을 근거로 북한 저작물도 한국에서 보

109) 월간조선, 진화하는 북한의 韓流 열풍, 코로나19 휴교로 학생들 사이에서 韓流 드라마 시청 급
증(2020,7).
110) Daily NK, 김여정 “불순녹화물⋅도서 통제 강화하라” ⋅⋅⋅ 6⋅27 상무역할 강조 (2020.7.3).
111) 2013년의 포고문은 2004년의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류포시키는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실
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그대로 다시 하달한 것으로서, 포고문의 서문을 보면 한국 저작물에
대하여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포 고
불순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오늘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제
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고 돈에 환장이 된 일부 불순한 자들과 적
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밀려들어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
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인민이 사회주의결사 수호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치사
상진지를 허물어버리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각성 있게 대하여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
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위임에 따라 불순출판선전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몰래 보고 유포시키는 행위
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
주체93(2004)년 12월 25일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연예인 총살 사건의 핵심은 '정치문제'일 가능성 (2) 적발명목이 '음란비
디오'에서 '한국영상물'로 변질,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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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는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북한의 저작물이 한국에서 유통된 계기는 1988
년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월북 작가 120여 명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해금’하고,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남북한이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1992.2.18 발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
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16), 부속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
하고(§9),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2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112)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13①), 협력사업113)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협
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17①).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한국 내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북한과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북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
112)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
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을 의미한다. 법 §2.
113) 협력사업에는, 남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
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하고 사업수
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
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3 i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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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거나, 이러한 행위
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7①, 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4조의7③).

제5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1. 과거 사례를 고려한 지속성 유지 전략 마련의 필요성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문화, 관광 등
과거에 지엽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류협력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바탕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서 실패 원인으로 제기
된 것으로는,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하였
다는 것,114) 소규모⋅단기적 지원 또는 일회성 이벤트 성격, 북한체제 안정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지 북한측에 기인하는 문제점,115) 북한에 대한 이해 부
족 상황에서의 무리한 사업추진, 평양 등 북한 일부지역 집중, 지원역량을 초과한
과다 지원,116) 한국측의 정책적 문제(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우선주의 경향,
정부내 조정 능력 부재,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 기업의 무계획적인 사업 태도(북

114) 곧 “대북사업 주체들이 북쪽의 입장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북
에 이식하려 했기 때문”으로서, “북한을 사업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적인 정책의 대상, 지
원의 대상”으로 삼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내지 태도는 일부 국제 NGO가 대북사업
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다른 것으로서, “사업 초기에 북의 요구가 과다하거나 현실성이 없다 해
도 북쪽의 뜻, 언어,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묻고 답하다]
최완규 원장 "지자체⋅민간단체가 남북교류 전면에 나서야", 매일경제(2018.11.08.).
115) 예컨대 북한의 개방 의지부족, 빈번한 남북 접촉을 체제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투자협력
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 남북 협력을 대북지원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태도, 한국자본의 유치보다
는 단기적인 현금수입 확보에 급급하다는 것, 인프라 열악에 따른 물리적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문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2호 261
(2005).
116) 이민규,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26-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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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 및 사업대상에 대한 무지),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 문제, 남북 상호신뢰
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부족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117)

2. 합의사항의 남북 및 국제 규범화
(1) 저작권합의서
북한경제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북제
제는 북한의 발전과 변화를 막을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경우 경제 전
체가 수탈경제 형태로 변해사면서 성장 동력 자체를 상실할 개연성도 있다. 북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기술, 문화 지식재산권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북
한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정권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제도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되, 개방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도와 관
행의 격차, 상호 모순적인 시장경제 법⋅제도가 혼재된 상황 하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118)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북투자는 5.24 조치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현 상황에서도 제재와
무관한 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교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투자는 대북제재가 부분 해제될 경우 남북경협은 최소
한 개성공단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경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119)
앞으로 북한이 한국의 경제협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경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의 경협제안에 호응하는 경우 한국의 역할은 다양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지식재
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법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117) 김수민,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5호 285 (2015): 이민규, ; 양문수,
118) Id. at 164-167면.
119) Id. at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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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있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북한 인력의 교육, 법⋅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경제협력
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을 정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
고, 북한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제도적 보장을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합의서를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법은 독자적인 법 주
권 지역에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북합의서이다.120) 일
단은 기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존의 합
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새로운 형태의 합의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고, 유효한 형태
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남북합의서를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지속성을 저작권 교류협력에서 유지하는 것
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합의사항을 규범화하여 남북 합의사항이 각자에게 구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남북이 체결한 저작권합의서에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남
북 합의사항을 서로 구속하는 협정서를 채택하더라도 지금까지 남북 합의사항이
파기되고 협력사업이 좌초된 것을 경험해 왔다. 남북이 체결한 저작권합의서에 교
류협력의 지속성을 구속하는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지속성을 보장하는 구속력을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합의서에 남북을 구속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방법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거나 현실
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둘째, 남북이 각자 합의사항을 준수⋅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
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여러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20) Id. at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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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지원하기 위한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법’까지 제정한 상태이다.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국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북한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
업조차 대내외 관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가 순식간에 좌초되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
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국내 입법 제정이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위하여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북한도 입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
성을 구속하거나, 합의사항을 준수하거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각자 국내법을 제
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이 국내 입법을 할 정도라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다만 남북의 교류협력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성
격을 가진다. 장기적인 접근은 북한의 저작권 인식 향상이나 저작권 기구의 역량
향상 및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지원 등 장기적
인 접근방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제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일단
교류협력이 시작된다면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이외에 제3국이 관여하도
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이나 남북한 합의 사항 준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의존할 수 없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남북 이외에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함께 함께 추진하는 경우 지속성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은 저작권에 한정
하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제3국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조약 체결에 의한 방
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 및 제3국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조약을 체결제3국이
조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남북한 및 제3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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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합의하는 것이다. 제3국이나 국제기구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컨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남북한⋅WIPO 또는 남북한⋅중국 등이 조
약의 형태를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조약에 의한 제3국의 참여 방법은 핵확산
방지와 같이 남북 및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저작권과 같
은 사소한 쟁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된 제네바
협약(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협약,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4)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2003년 순식간에 파기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3
국이 조약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전문 국제기구로서 WIPO가 조약이나 합의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한⋅WIPO가 형태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남북한⋅WIPO가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법이 보다 더 적절하고 현
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지적재산권 전문 국제기구로서 후진국 지위에 있
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북한은 그동안 WIPO와 매우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해 왔고, 한국도 WIPO의 지원하에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할 수 있
으므로, 남북한 및 WIPO에 모두 적절하다. 따라서 남북한 및 WIPO가 양해각서
체결에 의하여 남북한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 등 제3국이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와 조약이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국가들 간이나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양해각서도 조약이 될 수 있으므
로,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간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는 이미 2014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 존중 촉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
쟁에 대한 조정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분쟁 해결 절차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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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
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극복하여
야 할 일정한 장애는 존재한다.

3.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및 북한 저작권 지원의 국제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남북한이 제3국
이나 국제기구와 함께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3국이나 국제
기구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여러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의
교류협력에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면 이러한 지렛대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
지의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웠던 것은
교류협력이 남북간에만 이루어짐으로써 대내외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촤초될 수
있고, 이러한 좌초 가능성을 방지할 지렛대가 없었다는 점이다.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는 남북의 직접 교류협력에 비하여 북한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반복해 왔다. 남북의 직접 교류협력은 그만큼 많은 장애가 있었고,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 북한의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은 사
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는 남북간 직접 교류협력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는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교착기에 특히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특히 WIPO는 지적재산권 전문 국제기구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북한과 WIPO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제3국도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남
북 교류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 직접 교류협력을 하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제
3국이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저작권 법제 및 저작권 현황 파악, 북한의 저작
권 인식⋅ 인식의 확대 및 강화, 북한의 저작권 역량 강화, 인적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시키는 방법 내지 수단, 곧 교류협
력 사업의 방법⋅내용으로는 공동 세미나(학술회의) 개최,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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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는 북한
도 교류협력으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이 되거
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 도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저작권 인프라 지원으로서, 대표적으로 북한 저작권 기관(기구)들의 역량 구
축이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주민의 저작권 인식 향상도 북한에 대
하여 이익이 되겠지만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 저작권 기관(기구)의 저작권 역량 구축⋅강화를 지원
하는 것으로는 이들 기관의 디지털화 지원, 기관 종사자들의 세미나⋅워크숍 참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디지털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에 대하여 컴퓨터 및 소프
트웨어 등 기기를 제공하거나, 저작권 등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
을 의미한다. WIPO는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 적이 있고, 한국도
최빈국을 상대로 컴퓨터를 제공한 적이 있다.
남북한 및 WIPO⋅중국 등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권 세미나⋅워크숍을 제3
국에서 개최하고, 북한의 저작권 전문가나 저작권 관련 기관들의 인사들이 세미나
⋅워크숍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
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북한 저작권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세미나⋅워크숍 참가 지원은 북한의 저작권 기관들의 저작권 역
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WIPO는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의 인사들을 외국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청한 적이 많았고, 북
한의 저작권 관련 인사들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북한의 저작권 인프라나 저작권 인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 저작권 교류를 가
능하게 하거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거나 인적교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
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거나 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무
조건적 지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사업은 장기
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곧 1회성 내지 단기적으로 진행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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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진행된다면 그만큼 남북간 저작권 인사들의 인적교류도
기대할 수 있고, 남북 신뢰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
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는 장기간을 대비하여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원할 북한의 대상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곧 북한의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이들
기관이 디지털화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들 기관에 종사하
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 북한의 저작물 유통현황 등 가능한 한 많은 사항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북한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원
은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저작권 역량을 구축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북한의 저작권 관련 인사들에 대하여 세미나⋅워크숍에 초청하고 참
여를 지원하는 것도 이들의 신원이나 역할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적합하기 때문이
다.
북한에서의 저작물 유통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의 인사나 인사들의 신원도 모두 알지 못하므로, 한국이 북한과 저작권
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북한 저작권에 대하여 WIPO와 정보를 교환⋅교류하거나
중국의 저작권 인사들을 통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교
류는 남북관계가 교착기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현재로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해
당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가 논의한 바와 같이 WIPO가 북한의 지적
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을 공급한 것이 문제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저작권 기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소된
이후에만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서 남북한⋅WIPO 또는 남북한⋅중
국에 의한 저작권 교류협력 여부는 북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WIPO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북한 저작권 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은 과거의 예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북한과 중국의 저작권 전문
가와 저작권 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곧 북한⋅WIPO 또는 북한⋅중국의
저작권 교류협력 관계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북한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북한 및 WIPO⋅중국 양자 관계에 한국이 어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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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가 여부와도 관계된다.
양자 및 한국이 참여하여 3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WIPO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
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3자 관계로서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019
년 9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 IP 제도 설명회(朝鲜IP制度说明会)’는 중국
과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측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자 관계에서의 저작권 교류에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러한 간접적, 실질적 참석도 당분간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의 필요성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북한이 저작권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capacity building) 한국이 북
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에 관한 한 북한은 개발도상국의 지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TRIPs 협정에서도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TRIPs의 적용 유예와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지원을 규정
하고 있다. 북한은 WIPO가 관장하는 여러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WIPO 회의를
통하여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장
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체제 및 제도의
완비는 북한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해당한다. TRIPs 협정은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최빈국의 협력에는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
행에 관한 법⋅규정의 준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 등 지적재산권
의 남용방지와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준비를 함에 적절한 국내 사무소
및 기관의 설립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67).
북한은 국제기구 중에서 WIPO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북한
과 WIPO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그동안 WIPO가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능
력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지원⋅협의해 왔고 이에 따라 양자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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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21) 북한이 WIPO가 관장하는 많은 조약
에 가입한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WIPO와 북한의 관계는 남북 저
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WIPO의 접
근 방법은 정치적 요인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적극적
으로 참석하여 북측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122)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과 WIPO와 북한의 협력은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WIPO의 접근방법이 남북 교류협력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
나 WIPO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적재산권 능력 구축에 협조 및
지원을 해왔다는 것은 남북간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협상을 개시함에서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저작권합의서에 지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작권 교류협력
을 실질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의 저작권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
축이나 시스템의 자동화⋅컴퓨터화 지원,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의 현대
화 지원, 북한 저작권 인사의 국제세미나 참여 지원 및 초청, 저작권 인력 교육 등
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5.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과 시너지 효과의 모색
(1) 북한의 경제적 이익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저작물을 등록하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한국의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기업의 공동 콘텐츠 제작, 유통,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 가능
하고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득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저작물은 한국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121)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DAE UN HONG, Amicable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WIPO: A Model for Constructive Engagement?, COLUM. J. INT’L AFFAIRS (MAR 05,
2020) 참조.
122)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2018,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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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저작권자의 승
인없이 남측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해왔다. 이후 북한 저작권
사무국은 한국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남측 희망
자에 대하여 북한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현재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남북교류사
업자이자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협상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다.
현재는 국내 이용자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계약
을 체결하고, 북한 저작권자의 동의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마련되었다. 저작권료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구조이다. 북한 거
주자의 저작물을 한국에서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셈이다. 실
제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이 860건이라고 한다.123)
그러나 북한에서 한국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남북한 간 특별히 합
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다양한 한국 저작물이 불법 유통된다는
점이 추측될 뿐이다. 이러한 보호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은 한국에 비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범위가 좁다. 북한 저작권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국가 관리에 필요하다
고 인정만 하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저작권법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한국에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인정받을 수 있
다. 베른협약 제5조 (2)는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
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
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바, 북한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균
형은 향후 남북 저작권 교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3) 유재규, 남한⋅북한 저작물, 양쪽서 똑같이 보호받나, 주간경향. 통권1292호 (2018-09-03),
pp.58-59.

174

제5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개시기의 실천 전략

(2) 공동시장의 개척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면 문화예술단체 상호간의 협력 또한 활발해 질 것으
로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새로운 한류바람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상호 보호뿐 아
니라 함께 보호받는 보호의 방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북한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
국 부원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김민종, 전통과 미래의 융합 북한트렌드 2020, 도서
출판 책과 나무, 2019)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정보화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최근에는 국내에
일감도 매우 많다. 컴퓨터망이 전국적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말단의 리까지 정
보통신파급소가 들어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정보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부문은 공장,
기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세
대는 새로운 게임이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받는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개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는 손전화기를 통한 물건 판매 및 결재 소프트웨어가 많아지
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새로 창설되는 상점들이 상점 사이트에서 물
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승인해 달라고 찾아온다.
대표적으로는 만물상이라는 손전화기 컴퓨터 망인데 중국의 알리바바와 비슷한
것으로 손전화기를 이용한 거래를 하고 송달까지 해준다. 전자카드 결제시스템이
보편화되어 ‘나래’와 같은 카드를 들고 다니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재
가 가능하다.
외국회사와의 협력도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전화 소프트웨어, 인터네트
홈페이지⋅자료기지 등을 주문받는다.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인도 등의 나라와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고난이도 경우에는 컴퓨터 통합생산 체계와 관련한 프
로젝트들이 있다. 컴퓨터 통합생산체계는 기업경영, 생산관리, 공정조정으로 나뉘는
데 기업경영, 생산관리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고 공정조정은 공장⋅기업소들의
지능화⋅무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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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발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클락새(컴퓨터 백신 프로그램)가 있고 최
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소프트웨어산
업법이 소프트웨어의 창작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한다.
인민경제의 정보화가 발전하고 국가기관의 정보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국
가기관과 기업(government to business), 국가기관과 일반 주민(government to
citizen) 사이에 정보화가 발전할 것이다. 현재는 3g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4g, 5g가
도입되고 기술적인 능력이 향상되어 자료의 전송 등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웨어
러블 기계 등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현재 맥박, 혈압, 혈당을 체크하는 시계 등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이다. 이 부문이 확산되면 산업 부문, 농업 부문, 국
토관리에 필요한 기구들도 도입될 것이다.
2~3년 안에는 대용량 자료분석이라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자료봉사와 같은 신
기술들이 도입될 것이고,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능화된 가정
용 제품들이 발전할 것이다. 크게 보면 임베디드 테크놀로지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인데 이 분야에 대한 발전도 빠르다.
특히 TV 부문에서 이전에는 단순히 동조기만 필요한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지능
형 TV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입했었는데 지금은 자체로 개
발해서 셋톱박스와 연결하여 최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봄철, 가을
철 상품전시회를 하는데 이때 많이 나온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나라의 수요가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결합하여 문화상품
을 만들거나 북한의 저작권 단체로부터 저작권 양수나 공연권 등 일부 저작권을
양수받아 사업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북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법, 북한의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업협력
이 가능할 것이다124). 다소 이상적 제안이기는 하지만 비무장지대에 남북 소프트
124)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 지원센터, 두앤북, 2018.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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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125)
남북 합작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초에 제작된 ‘뽀로로’ 애니메
이션을 들 수 있다. 북한과 한국의 공동 콘텐츠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 캐릭터, VR/3D, 게임 등을 북한 기업에 외주제
작을 맡기고, 중기적으로는 정치색을 배제한 콘텐츠 부문을 외주 제작하고 북한에
서 판매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기업과 공동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접
근한다.
민족화해협의회와 MBC, SBS, KBS는 개성취재보도, 조용필 평양공연, 개성 야
외촬영장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
기획 문화 프로그램 제작한다면 새로운 한류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북한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프로그램을 북한과 공동으로 확대 제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예컨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북한 가수를 한국의 가수와 혼성그룹을
만들어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남북 합작 영화제작을 통해 기본적인 교류의
빈도를 높여나가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126)

6. 저작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의 개시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저작권 환경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는
북한의 저작권 법제를 연구하는 등 북한의 저작권 환경에 대하여 역량을 구축해
왔다.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협력은 현재와 같은 교착기에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으로서, 북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역량 강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된다. 저작권위원회의 역량 강화는, 본 보고서가 제안한 바와 같이, 북한과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할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
125) Id. at 386.
126) 신혜은 외 4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2018.10.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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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북한과 관련되는 조직을 저작권위원회에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약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국제협력팀과 베이징, 하
노이, 마닐라, 방콕 등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에 대한 역량 강
화는 국제협력팀의 조직이나 인원을 확대하거나, 어느 부서에서든 북한 저작권을
담당하는 인원을 확대하고, 북한 저작권 연구 등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내에 조직, 인원, 예산을 확충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북한의 저작권 정보의 수집, 북한 저작권에 대한 연구 확대⋅
강화,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북한 저작권에 대한 소식지의 온라인
⋅오프라인 간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 저작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될 데이터는 북한의 저작권 법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저작권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기구), 기관의 저작권 인사, 북한의 저작물 유통환경 등 북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될 것이다.

7. 북한의 입장을 고려⋅이해하는 저작권 교류협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북한의 입장이나 상황을 존중하거나 최소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당국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식⋅인정하고 나서
저작권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을 한국과 동일시
하여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사회주의 체
제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이나 시장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헌법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라고 선언하고(전문),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
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1).
다만 북한의 헌법과 민법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사유재산이 인
정되고 있으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도 보호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은 주택, 생활용품, 승용차 등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이 주민들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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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눈감아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불법이고,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127) 북한 헌법은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24). 북한 민법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
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지
며(§58),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
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9).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고 하지만 사적인 권리로서 얼마나 보호받는지 알 수 없
는 상황이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텃밭과 같이 북한에 익숙한 재산권이 아니고
저작권 역사나 경험도 매우 짧다. 더군다나 북한 저작권법은 “개인의 이름으로 창
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6), 북한에서는 매우 많은 창작물이 기관 등의 명칭으
로 창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인이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가 될 가능
성이 일반 국가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북한, 북한 저작권 당국⋅기관,
저작권 관련 민간기관, 주민 등이 저작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 내지 인식은 일
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바라보는 저작권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구조적인 측면 이외에 이와 자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서 북한 당
국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므로, 이러한 시각을 고려
하거나 이해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을 위한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 및 북한 사회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은 삐라 살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최고 존엄'과 체제 비판에 극도로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체제의 안전이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북 교류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27) 북한 장마당의 진화, 미래한국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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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류와 같이 북한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협력은 북한이
꺼려할 수밖에 없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하여 경직된 태도로 임하거나, 북한 주민
들에 대한 접촉을 제한하거나 과도할 정도로 통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류도 전반
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더군다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북한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한국에서는 교류협력으로 이해하고 진행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존재했다.
따라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래도
인정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상황을 인식
⋅이해하고 고려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류
협력은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곧 북한의 체제나 북한 사회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상황을 인식한 것에 바탕을 둔 남북 교류협력이 남북 모두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협력, 특히 상호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거나 드라마⋅영화를 비롯한 한국 콘텐츠 이용 허용에 대하여 북한
의 체제 유지⋅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저작권
교류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북한이 민감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제6절 통일부와의 협력에 의한 남북 저작권교류협력 사업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에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남북한 저작권 관
련 인사들의 왕래나 저작물의 반입⋅반출이 이루어지고,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최소한 현재의 법규범 체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
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고 통일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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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자금의 출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이 될 수 있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
원회가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16①), 기금이 지원하는 사업 및 활동의 하나로
서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규정하고 있다(§18 iv).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기금의 목적으로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을
통하여 남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 및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①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남북 간 실질적 문화
예술 교류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지원, 남북한 문화예술 조사⋅연구, 연구발
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지원) 및 ②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북한 문화예술, 남북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사업, 초청사업 등
지원,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국내 또는 국제행사 등 지원)을 추진방침으
로 제시하고 있다(2020년 예산 3억원). 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①남북문화예술교
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행사(남북 문화예술 조사연구,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②남북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북한 문화예술 및 남북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
는 공연, 전시, 책 발간 등), ③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남한, 북한 또는 해외에서 개
최되는 민간 차원의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초청, 협업사업)]으로서, 본 보고서가 제
시하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과 사실상 일치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
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대상도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서, 기금의 목적, 신청주체, 기금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
면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까지 지원할 정도로 적절한 기금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적절한 자금의 출처로 활용할 수 있
다. 남북협력기금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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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과 간접비
용, 찬조금⋅후원금⋅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등을 공제한 총사업비 범위내에
서 지원한다(일반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우선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70% 범위내). 우선지원대상사업은 남북한 당국간의 공동 협력사업, 남북한 청소년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남북한을 상호 교환하여 시행하거나, 정
기적으로 시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교류 협력사업,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관련 협력사업, 기타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
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으로 정의된다.128) 2020년 10월 현재 기
금의 규모는 약 1.9조원으로서, 2019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원을 위하여 약 223억
원이 사용되었다.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
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16, 통일부 고시). 지원한도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를 원칙으로 한다(§17). 남북사회
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
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①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②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
술, 체육 교류협력사업, ③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
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④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발전⋅보존
⋅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
이 인정하는 협력사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3).129)
최근 5년간 기금에서 지원된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
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구축사업, 개성만월대 열두해의
128)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
129) 곧 일반지원대상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내로 지
원할 수 있다. §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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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전 순회 전시,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남북 태권도시범단 국제
기구 합동공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금,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총회 남북 종교인 공동행사,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참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남북협력기금, 남북 통일농구경기,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국제탁구대회 관련,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남북
합동훈련,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북한태권도시범단 방남 관련
남북협력기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유물자료 정리사업 등이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된 기금 규모는 162억, 143억, 129억, 205억, 223억원이었다.130)
최근 5년간 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같이 법
률(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이거나, 남북 단일
팀과 관련된 지원 등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보다 더 수요가 많은 사업인 것으
로 평가된다. 물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단계에서는 모든 교류협력이 용이하지
않지만,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교류협력사업도 남북협력기금에 의하여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만, 현재와 같이 남
북관계가 경색국면인 단계에서는 교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저작권보다 중
요한 사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진
행되는 시점에서는 저작권 교류협력과 같은 사업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교류협력
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도 (기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저작권 교류협
력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제7절 저작물 이용 관련 인프라 지원
1.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의 필요성
북한경제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북제
130) 통일부 홈페이지, 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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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북한의 발전과 변화를 막을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경우 경제 전
체가 수탈경제 형태로 변해사면서 성장 동력 자체를 상실할 개연성도 있다. 북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기술, 문화 지식재산권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북
한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정권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제도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되, 개방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도와 관
행의 격차, 상호 모순적인 시장경제 법⋅제도가 혼재된 상황 하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131)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북투자는 5.24 조치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현 상황에서도 제재와
무관한 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교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투자는 대북제재가 부분 해제될 경우 남북경협은 최소
한 개성공단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경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132)
앞으로 북한이 한국의 경제협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경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의 경협제안에 호응하는 경우 한국의 역할은 다양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지식재
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법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북한 인력의 교육, 법⋅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경제협력
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을 정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
고, 북한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제도적 보장을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131) 최장호,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4-167면.
132) Id. at 167-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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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북한 영상물의 한국 언론기관에 의한 사용에 대하여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권료의 징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교류
협력사업도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완화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북한 저작
권 전문가⋅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지원, 북한에서 저작권 교육을 위
한 교재제작 지원, 인프라 지원, 북한 연구자의 연구지원, 북한 연구자의 남북한
학술회의⋅워크숍 참여 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저작권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남북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질감 해소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상호 저작물 이용을 보장⋅확대하더라도 이용
자가 저작물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최상
의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저작물 제공⋅이용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저작
권법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9가지의 저작물(§4①)은 디지털화될 수 있고, 디지털화
된 저작물은 매우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유형의 저작물이 대체
로 텍스트, 정지화상, 동화상이라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남북 상호간 저작물 이용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
는데, 북한의 영화가 유튜브를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한국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시청가능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상호 저작물 이용확대가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북한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이용⋅제
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북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지원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려면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digitization) 하여야 한다. 북한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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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된(born digital) 저작물 이외의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저작
권 차원에서 북한의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데 한국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 말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하
였던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현재에도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디지
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곧 북한 저작물의 한국에서의 이
용 확대를 위하여, 저작권 인프라 지원으로서 북한의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데 한국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3. 북한 저작권 기관⋅주체의 현대화 지원
북한의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한국 국민이 북한 저작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한국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는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북한이 한국의 디지털 저작
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저작물은 유뷰트 등 인터넷을 통
하여 전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결국 북한 주민이 한국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은 기기를 필요로 한다. 바로 여기에서 남북 저작
권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한국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
퓨터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라오스에서
WIPO 지역세미나 개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에 컴퓨터를 제공한 적이 있는
데, 이러한 컴퓨터 지원은 해당 국가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북
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에 컴퓨터 등 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지원제공 및 협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 제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통하여 천명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는 ‘지식경제강국’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향점에서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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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추진해 왔던 인트
라넷 구축을 강화하고, 전국을 연결한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해 과학기술지식을 보
급하고, 원격화상교육과 원격진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3) 북한
의 인터넷 보급률은 0.08%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 유일의 인터
넷 금지국으로 알려져 있다.134)
북한의 인터넷은 내부 인트라넷망인 광명망(光明網)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광명망(光明網)은 북한의 전국적인 인트라넷 체계로, 북한에서는 정보통제로 전
문가, 연구원이나 고위급 공무원 등[1]특정한 사람들만 인터넷 사용이 허가되어있
기에 일반인들은 광명망을 인터넷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광명망은 일반인들도 이용
이 가능하나 북한의 여타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관계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북한 네티즌들은 광명망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과 온라인 게임, 음악듣기,
채팅, 최신소식 받기같은 여유시간을 때우는데 쓰거나 인강을 듣거나 연구자료를
다운받는 등의 활동을 한다. 북한은 주요 연구 기관이나 교육 기관, 언론, 기업 등
정부 기관 및 학교 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지역의 주요 공공 기관들과
개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광명망에 접속하면 북한의 유일한
포털 사이트 ‘광명’도 이용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광명의 주목적은 데이터베이스
화 돼있는 과학기술 자료를 기업과 개인이 열람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며,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등 신문 방송 사이트도 링크돼 있다. 간단한 게
임과 교육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포털 '광명' 사이트 내에서는 이메일도 가
능한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발급해주기는 하나 신청하고 국가의
승인이 떨어지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메일 내용은 전부 검열을 거친 다음에
보내진다. 또한 북한 정부가 싫어하는 것은 업로드 할 수 없게 차단한다.135)

북한의 인터넷망은 북한 외부와의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북한 내부
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저작권 협력교류의 내용으로서 북한
에게 저작권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저작권 교육 등의 형태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인트라넷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트라넷은 내부 컴퓨터의 연결
133)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2019.1.
134) NEWSIS, 북한, 인터넷 보급률 0.08%…세계 최저, 2019.2.1.; VOA, “북한, 세계 유일의 인터
넷 금지국…휴대전화 가입자 452만명”, 2020.2.4.
135) 광명망,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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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인트라넷망이 외부, 특히 한
국의 인터넷망과 연결된다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는 북한
당국의 통제하에 인트라넷망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지원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에 저작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 및 오프라인에 의한 대비가 모두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를 제작하여야 하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의 교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8절 저작물의 상호관리
1.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관리

상호관리

교류기

교류 개시기

본격 교류기

0

0

0

외국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의 상호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예컨대 A국의 국민 a가 B국 국민 b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a는 b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매우 번잡한 것으로서 a
는 실제로 이용허락을 얻는다기보다 b의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을 감수
하고 이용허락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저작물의 상호관리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A, B국의 집중관리단체
(CMO)가 서로 상호관리계약(bi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여 자국의 저작물 이용
자가 상대방 국가 국민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대 위의 예
에서 A, B국의 집중관리단체인 X, y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b의 저
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X는 Y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이용허락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를 Y에게 지급하고, Y
는 역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저작권자인 b에게 분배를 하게 된다. 이에 의
하여 a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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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원칙적으로 X는 Y가 b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의 저
작물을 A국에서 관리해 주게 된다.

외국 저작물의 상호관리(출처: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집중관리단체가 외국인의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은 각 국가의 집중관리단체
가 협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여러 국가들의 복제권 집중관리단체들의 국
제연맹인 IFRRO(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는
집중관리단체들의 상호관리를 위한 2가지 형태의 모범계약(model agreements)을 제
시하고 있다. 곧 Type A 모범계약은 각각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상대
방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다른 상대방 집중관
리단체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국의 복제 관련 집중관리단체인
CCC와 스페인의 CEDRO는 Type A 형태의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CC가
미국에서 복제된 CEDRO 관리 스페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CEDRO에게 지급하고, CEDRO는 CCC가 미국에서 복제된 스페인 저작물
의 이용료를 그 저작권자에게 역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다.136)
Type A는 이용된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외국
의 저작물을 이용과 관련된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 및 분배의 원칙을 정확하게 반영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Type A는 집중관리단체가 자국에서 이용된 외국 국민의 저작
136) WIPO & IFRRO, Collective Management in Reprography 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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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용료를 지급받은 외국의 집중관리단체도 이용된 저
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 등 비교적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Type A는 각국의 집중관리단체들이 상호관리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
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Type B의 모범계약이 제시되고 있다. Type B는
집중관리단체가 상대방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하
지만, 서로 징수하는 이용료를 상대방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137)
한국에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중관리단체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KORRA)를 들 수 있는데, 이 협회는 현재 약 30여 개의 외국 집중관리단체
와 복사에 대하여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회는 현재 대부분 Type B
형태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138)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호관리계약은 남북한이 각자 상대방 저작물을 비교적 많
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저작권관리사무소와 경문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북한 저작물 및 영상의 이용허락은 일종의 상호관리인처럼 보
인다. 다만 북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상호관리를 해주는 집중관리단체인 경문협이
관리하는 북한 저작물(repertoire)이 홈페이지 등을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에
서 이용된 북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만 지급하고, 북한에서 한국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물론이고 북한의 저작권관리사무소가 한국 저작물에 대한 이
용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호관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남북의 집중관리단체가 각각 상대방의 저작물을 상호관리하기 위한 초기 형태로
는 Type B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Type A는 남북의 집중관리단체가 각각 이용
되는 상대방 저작물의 내역을 파악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수수료
제외)를 상대방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고, 상대방 집중관리단체는 이용된 바에
따라 이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곧 Type A는 상대방 저작
물이 이용된 저작물 내역 확인(샘플링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
하여 징수한 이용료를 상대방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되어 저작물의 광범위한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37) Id.
138)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상호관리계약 현황, https://www.korra.kr/jsp/instr/InstrInfoCtrl.jsp?
ACT_CD=MVW_STAT&PAGE_NO=3&S_SELECT=LOCATION&S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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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상호관리는 Type A나 B에 상관없이, 곧 징수한 이용료의 상대방 집중
관리단체에 대한 지급과 관계없이, 최소한 외국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국내에서 저
작권 질서가 준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남북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과 북한에서 각각 북한 저작물과 한국의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다
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초창기에는 상대방 저작물의 광범위한 이용을 도모하고, 상호관리로 인하여 소요되
는 거래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Type A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에 Type B로 변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경문협에 의한 사례와 같이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으로서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관리는
원칙으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예외는 예외의 필요
성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공감이 확보되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다음과 같은 Type B의 규정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북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를 Type B로 한다면 최소
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이용료 징수 라이센스/권한
KORRA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KORRA는 _____에 이 협정서 스케
줄 A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_____에서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의 복제 복사에
대해 사용자들과 라이센싱 협정을 맺고 이용료 징수할 비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____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의 복제 복사를 허락하
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과 조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협정서에 의해 양도된 권리들을 ____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
으로 12개월 시한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서 실행에서 발생되는 권리들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료 징수 라이센스/권한
____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____는 KORRA에 이 협정서 스케줄 B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의 복제 복사에
대해 사용자들과 라이센싱 협정을 맺고 이용료 징수할 비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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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ORRA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의 복제 복사를 허락
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과 조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협정서
에 의해 양도된 권리들을 KORRA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12
개월 시한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서 실행에서 발생되는 권리들을 철회할 수 있
다.

3. 권리 행사
상기의 권리 부여를 고려하여, 각 RRO는 상대편 RRO로부터 저작권, 저작물, 출
판물을 부여 받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회 자체의 조항 혹은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국 영토의 현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책임진다.
a. 상대편 RRO가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동일한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저작권
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범위까지 행사한다.
b.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에 적용되는 동일한 이용료 체계, 이용료 징수 방법, 이용료 분배 방
식을 상대편 RRO가 관리하는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에 적용한다.
c. 각 RRO의 평상적인 절차와 건전한 상업 관행에 따라 이 협정서의 1항과 2항
에 준하여 저작권, 저작물, 출판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적정한 노력을 다 한다.
d.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노력을 다 한다.
e. 저작물의 복제 복사를 위해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대중
들이 인식하도록 홍보하고자 모든 적정한 노력을 다 한다.
f. 상대편 RRO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자국 영토에서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

8. 자금
각 RR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 본 협정서의 제1항에 상설된 저작물과 출판물의 복제 복사에 대해 ____가 징
수한 이용료는 ____가 보유한다.
b. 본 협정서의 제2항에 상설된 저작물과 출판물의 복제 복사에 대해 KORRA가
징수한 이용료는 KORRA가 보유한다.
...

10. 관리 비용 공제
각 RRO는 징수한 이용료에서 효율적 관리 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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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각 RRO는 언제나 이와 관련하여 자국 영토의 현지 사정에 맞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의 역량 구축 및 강화
(1) 상호관리를 위한 전략
한국과 북한에서 상대방 저작물 이용이 일정한 범위에서 또는 완전히 허용⋅보
장되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곧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저
작물의 상호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남북 저작물의 상호관리를 위
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집
중관리단체(CMO)가 존재하고 이러한 단체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북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
학기술지도기관이나 이들 기관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조직이 북한에서 일종의 집
중관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집
중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들이 집중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남북 저작물 상호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의 집
중관리단체가 일정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역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이라는 것, 사회주
의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이 매우 생소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집중관리단체의 역량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저작권사무국과 같
은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
교류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과 같은 기관이 저작권 등록, 저
작권 대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대리⋅중재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 신탁이 이들 기관에게 이루어지는지, 저작권 신탁이나 저
작권 대리가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저작물 상호관리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내지 목적
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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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집중관리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작권 정책목표 달성 전략
저작권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 및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서,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을 이
용허락하고 집행하는 어려움을 덜게 되고, 저작물 이용자는 용이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는 저작권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정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북한
에서 저작권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중관리기구의 성장은 남
북 저작권 교류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3)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북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원
집중관리단체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핵심적 주체로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집중관리단체는 북한의 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집중관리단체의 존재 및 역할 수행은 사유재산으로서의
저작권, 저작권자를 대신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 저작권자에 대한
징수한 이용료의 분배 등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임을 헌법에 규
정하고 있고(제1조), 또한 북한이 체제 유지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집중관리단체의 이러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에서 충족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 헌법이 저작권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북한 저작권법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북한이 2011
년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일정한 시점까지는 집중
관리단체가 집중관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 현재에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등
이 저작권 대리 등 집중관리단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집중관리단체가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현재 북한에
서 집중관리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나 새로이 설립될 주체가 집중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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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집중관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집중관리단체의 현황(역할, 권리
자 대리 등) 파악, 북한 집중관리단체와의 협의 및 집중관리를 위한 노하우 전수,
집중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 등의 절차로 이
루어질 것이다.

제9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의사결정의 기준 마련 필요성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이 그동안 진행된 적도 없고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단계에서는 언제 진행될지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
권 교류협력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저작권을 비롯
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제
안되고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모두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수행 또는지원하고자 하는 저작권
교류협력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의사결
정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의사결정은 문제의 인지와 분석단계, 목표설정 단계, 정보
의 수집 및 분석 단계, 대안의 탐색 및 평가 단계, 대안의 선택과 실행 단계 등으
로 구성된다.139)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이나 수행하고
자 하는 많은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수행여부의 계속이나 수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내지 지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제한된 예산을 이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 여부나 수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140)은 지자체에 대한

139)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직, 제11주: 의사전달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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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지만,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필
요성은 있다.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계획
(2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
가?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
평가결과의
환류(5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
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
가?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기
준으로서 ①북한당국⋅주민 및 한국 주민의 수용성과 수혜도[북측의 사업 수용성
(북한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필요한 사업내용 마련), 남북한 주민들의 사업
수혜도(사업시행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등)], ②사업계획 충실성[충분한
정보 취득여부(사전조사⋅접촉 등), 사업추진 준비도(협약체결 여부 등), 원가계획
및 자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③통일기반 조성효과 및 전략적 효
과, ④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능성 및 재정영향 등),
⑤기타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국제정세, 환률, 외부효과 등)이 제안되고 있다.141)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주체가 수행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서 차지하는 사업
의 의미 내지 중요성이나 민간주체의 사업 수행 의지⋅능력⋅경험가 중요한 역할

140)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2020.11.13.).
141) 김한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이해 및 개선방향,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 Brief
제57호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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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할 것이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자체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 실시
순위,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
다. 기준에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성적인 부분으
로서는 남북이 저작권에 관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의한 한국 저작물
(콘텐츠) 이용에 따른 효과, 남북간에 존재해 왔던 이질성의 해소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
면, 비용⋅효과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상대적으로 큰 지표를 차지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197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내용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군사⋅정치적으로 대치하
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70여년 이상 격리되어
두절되었던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일한 민족임을 확인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고, 북한이 저작권 분야 등 여러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통일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는
첫째, 2011-12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의 저작권 정책
의 변화를 추적⋅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사업(추진과제)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곧 남북이 저작권 교류협
력을 하는 경우 한국이 북한과 어떠한 사항을 협의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이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과 관련된 추진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에 대한 전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북한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
북한은 2020년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조약 26개 중 16개의 조약에 가
입함으로써 일반적인 중진국보다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02년에는 WIPO의 지원

198

제6장

결론

을 받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제정하였고, 2012
년에는 저작권법을 수정⋅보충하였고, 2004년에는 저작권사무국을 설립하였다. 그
런데 2011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
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한 이후 북한의
저작권 환경 내지 상황은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공식 발언, 북
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 정책변화,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북한 저작물
의 북한 국내 및 해외(한국 등)에서의 수출과 유통 증가(인터넷상 북한 저작물의
배포 포함) 노력, 저작권사무국과 같은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성산저작권대리소, 룡
남산저작물교류사,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과 같은 기관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대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대리⋅중재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저작권 교류협력 과제 및 전략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의 단계 및 각
단계에서 추구하여야 할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천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 및 공공 등
주체 및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곧 남북 저작권 교류에서의
‘상수’는 ①남북관계의 진전 단계, ②추구 목표, ③실천 주체, ④실천 기간(추진 기
간⋅목표) 등이고, 이에 따라 여러 추진과제 및 실천전략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본 보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 및 추진 기간을 대략 ㉮남북관계 교착기(교
착기 목표⋅전략), ㉯저작권 교류개시기(단기 목표⋅전략),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
화기(중장기 목표⋅전략)로 분류하였다.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 모
두이지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의 주체는 ㉮민간 및 ㉯공공주체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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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단계

추진 기간⋅목표

추진 주체

교착기

교착기 목표

민간

교류 개시기

단기 목표

교류협력 활성화기

중장기 목표

민간
공공(정부,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1. 교착기
목적

전략

세부 전략
⋅정부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연구

⋅교류

대비

준비
교착기

⋅남북

-동서독 및 중국⋅대만 교류 연구

적절한 역할 분담
연결

채널 개통
⋅인적

-교류 원칙의 제시

⋅정부⋅민간기관의

교류

개시⋅확대

-민간 역량구축⋅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 저작권 창구

-민간교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의 마련
⋅민간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

-저작권 공동연구
⋅민간기관
-WIPO⋅중국 통한 세미나⋅학술대회 개
최 (정부의 지원 필요)
-저작권 공동연구

(1) 교착기 추진 목적
○ 교착기는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로서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결창
구(채널)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
○ 추진 목적
•교류협력 개시
•교류협력 대비
•인적 교류 개시

(2) 교착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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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
○ 민간 저작권 창구의 마련
○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

(3) 교착기 세부전략
○ 정부
•북한 저작권⋅법제⋅현황 연구
•교류 원칙의 제시
•동서독 및 중국⋅대만 교류 연구
•민간 역량구축⋅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교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저작권 공동연구
○ 민간기관
•WIPO⋅중국 통한 세미나⋅학술대회 개최⋅참여 (정부의 지원 필요)
•저작권 공동연구

2. 단기

단기
(시작)

목적

전략

⋅교 류 지속 성
유지

⋅저작권 합의서(1
단계) 체결

⋅인적교류 확
대

⋅남북 저작권 공식
창구(공동위원회)
마련

⋅저작권 상호
보호
⋅상호 저작물
이용의 허용
⋅확대

⋅북한 저작권 기관
역량 구축⋅강화
지원
⋅민간기관 교류협
력 확대

세부 전략
⋅지속성 유지
-저작권합의서 합의서 규정
-다자간 조약
-남북한 및 국제기구⋅제3국간 저작권 교류협
력 공동 추진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저작권 정보 상호교환
⋅정부: 공동위원회 설치⋅지원
⋅저작권 창구: 민관 전문가 구성
⋅저작권 쟁점 논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
(납북자 저작권 등)
⋅세미나⋅학술대회 남북한 직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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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
인식 및 강
화
⋅남북 저작권
법제도 차이
의 최소화

⋅공공기관 교류협
력 개시
⋅인적 교류 확대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교육 지원
-저작권 인프라 지원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지원
⋅북한 저작권 교재 개발⋅지원
⋅북한 저작권 연구 지원⋅공동연구
-차이점 및 통일화 초점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교류협력주체(집중관리단체, 학술단체, 대학
등)의 확대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저작권 공공기관 교류협력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개시⋅확대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반입 용이⋅자유화

(1) 단기 추진 목적
○ 단기는 남북 저작권 교류가 시작되는 단계 또는 교착기이지만 민간주체 등에
의한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를 의미.
○ 추진 목적
⋅남북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유지
⋅인적교류 및 민간주체 교류협력 확대
⋅상호 저작물 이용의 허용⋅확대
⋅남북 저작권 상호보호 원칙 관철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및 강화 지원
⋅북한 저작권 기관(기구)의 역량 강화 지원
⋅남북 저작권 법제도 차이점의 최소화 방안 마련 준비

(2) 단기 전략
○ 저작권 합의서(1단계) 체결
○ 남북 저작권 공식 창구(공동위원회) 마련

202

제6장

결론

○ 북한 저작권 기관 역량 구축⋅강화 지원
○ 민간기관 교류협력 확대
○ 공공기관 교류협력 개시
○ 인적 교류 확대

(3) 단기 세부전략
○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저작권합의서 합의서 규정
•다자간 조약
•남북한 및 국제기구⋅제3국간 저작권 교류협력 공동 추진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
○ 정부: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지원
○ 저작권 창구: 민관 전문가 구성
○ 저작권 쟁점 논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납북자 저작권 등)
○ 저작권 공동연구의 확대
○ 세미나⋅학술대회 남북한 직접 개최
○ 북한 저작권 역량 강화 지원
•민간⋅공공기관 교육 지원
•저작권 인프라 지원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지원
○ 북한 저작권 교재 개발⋅지원
○ 북한 저작권 연구 지원⋅공동연구
•차이점 및 통일화 초점
○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교류협력주체(집중관리단체, 학술단체, 대학 등)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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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 확대
○ 저작권 관련자 인적 출입 개시⋅확대
○ 저작권 관련 물품 반출⋅반입 용이⋅자유화 및 제한

3. 중장기
목적
⋅상호
중기

전략

세부 전략

저작물

이용의 확대

⋅상호 저작물 유통

⋅교류협력의

확대의 지원

단기 과제 확대⋅강화 실천

정례화
⋅상호
이용의

저작물
완전

정상화
장기

⋅교류협력의
질적 확대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상호 저작물 유통
확대의 지원
⋅북한 저작권 대외
개방 지원

최 확대

⋅북한 저작권 법제
의 선진화 지원
⋅TV⋅라디오

통일화

허용

및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

전면

⋅저작권 상세 쟁점 논의
⋅남북 저작권 특별규정(부속합의서)
- 저작권 합의서(2단계)

인터넷

개방

(1) 중장기 목표
○ 중장기는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를 의미.
○ 목표
⋅상호 저작물 이용의 확대(중기) 및 완전 정상화(장기)
⋅저작권 교류의 지속성 확보(교류협력의 정례화)
⋅상호 저작물 이용의 완전 정상화
⋅교류협력의 질적 확대
⋅남북 저작권 법⋅제도의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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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전략
○ 상호 저작물 유통 확대의 지원
○ 북한 저작권 대외 개방 지원
○ 북한 저작권 법제의 선진화 지원
○ TV⋅라디오 상호 허용

(3) 중장기 세부 전략
○ 단기 과제 확대⋅강화 실천
○ 남북한의 세미나⋅학술대회 직접 개최⋅확대
○ 저작권 상세 쟁점 논의
○ 남북 저작권 특별규정(부속합의서)
• 저작권 합의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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