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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방송국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 나섬
마닐라사무소

현황
ㅇ 사례 1
지난 7월 18일 자카르타에서 Mola TV와 다른 두 방송 협력사 Matrix TV 및 MIX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관계부서 대표자들과 함께 방송 관련 저작권법을 설명하고 대중에 불법 스트리밍
두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함
ㅇ 사례 2
지난 7월 24일 북부 토라자(Toraja)의 카페 타 라팡안 박티 란테파오(Kafe Ta' Lapangan
Bakti Rantepao)에서 K-Vision 위성 TV 방송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 술라웨시
(Sulawesi)의 타나 토라자 지역(Kabupaten Tana Toraja)과 북부 토라자에 있는 개별 케이블
방송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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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례1]
ㅇ Mola TV의 방송배급 책임자인 아이 파리드 와즈디(Ayi Farid Wajdi)는 Mola TV가
인도네시아와 티모르 전 지역의 2019~2020년, 2021~2022년 시즌 잉글랜드 리그 방송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송의 불법 스트리밍을 없애기 위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산업 분야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며 지역 사회가 불법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저작권을 존중할 때가 왔다고 강조
- 잉글랜드 리그 시청 이벤트를 계획하는 레스토랑, 영리 목적의 기업가 역시 Mola TV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
ㅇ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부에서 경찰본부 방송권 분야 대표자로 참석한 경찰 수사부 하위부서의
팔린둥안 실리통아(Parlindungan Silitonga) 경찰 대령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하는 것은
체포까지 될 수 있는 범죄 형태라고 알림
ㅇ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하위부처 수사부의 수프리야디(Supriyadi)
경찰 대령은 방송권과 저작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4년, 불법복제 행위는 10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 하위부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온라인으로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8월쯤 완성될 예정이며, 방송권을 보유한 Mola TV가 저작권 침해 발견 시
경찰본부에 보고할 필요 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전함
ㅇ Mola TV의 변호사 주스티아사리 P. 쿠수마(Justiasari P. Kusumah)는 2019~2020년부터
2021~2022년 시즌까지 잉글랜드 리그 방송은 Mola TV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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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녹화하여 소셜 미디어로 전달하는 것 역시 위법이며 잉글랜드 리그 방송을
녹화하고 소셜 미디어로 방송하는 활동은 1년 형과 40억 루피아(한화 약 3억 4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
- 저작권 혹은 경제권은 게재, 배포, 형식 변경을 포함하므로 상업적 목적이 없더라도
TV 방송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또한 유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단 1분 분량의 비디오도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
[사례2]
ㅇ 술라웨시 지역 K-Vision 판매 담당자 엠리자 팔리피(Emrizah Fahlifi)는 기자회견에서
MNC Group의 허가 없이 K-Vision의 독점 채널을 배포하여 자사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계속 경찰과 협력하며 확고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밝힘
- K-Vision은 MNC Group 방송 허가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 여러 리그의 방송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음
- 본사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으며 몇몇 케이블 방송은 정보통신기술부의
방송 허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됨
- 방송 및 유료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위반한 란테파오(Rantepao)의
아널드 TV 케이블(Arnold tv cable)과 마칼레(Makale)의 티가 스카완(Tiga Sekawan)을
고발할 예정
- K-Vision의 허가 없이 독점 채널을 배포한 케이블 TV 회사를 관계 당국과 정보통신부에
고발하므로 인도네시아 및 토라자 지역의 모든 케이블사에 교훈이 되기를 희망
- 엠리자 팔리피는 저작권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8호의 117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즉 10년의 징역 또는 40억 루피아(한화 약 3억 4천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방송법 제58호 58조 위반은 2년의 징역 또는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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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Daerah Sulawesi
Selatan, KPID Sulsel) 역시 공식 허가가 없는 현지 텔레비전 사업자 혹은 케이블 TV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
-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방송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현지 케이블 TV 사업자가
위성안테나 장비 없이 TV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 및 오락
매체로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적지 않은 투자를 하여 허가를 받은 다른
가입 방송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

평가
ㅇ 인도네시아의 방송사들이 자사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정부 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현지 방송사와 정부 당국이 불법 스트리밍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음

출처
ㅇ https://bola.kompas.com/read/2019/07/19/17000028/mola-tv—masyarakat
-indonesia-jangan-terbiasa-mencari-streaming-ilegal?page=1
ㅇ https://bola.kompas.com/read/2019/07/19/17000028/mola-tv—masyarakat
-indonesia-jangan-terbiasa-mencari-streaming-ilegal?page=2
ㅇ https://www.inews.id/finance/bisnis/k-vision-ancam-pidanakan-2-tv-kabel
-yang-diduga-melanggar-hak-cipta-di-tor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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