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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
임을 단정할 수 없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는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
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함.

배경 및 사실관계
⃝⃝

⃝⃝

⃝⃝

⃝⃝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인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물의 인터넷

상 무단 이용에 대하여 연간 약 2,000여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원고의 소장은 개별 저작권 침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을 확인함.

원고의 소제기 목적은 해당 IP 주소와 연관된 개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소

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
기 위한 것임.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

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출명령을 플로리다 남부지방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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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2019년 5월 8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를 특정하고 해당 IP 주소의 물리적 위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치정
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입증하기에

⃝⃝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１>

불법 다운로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음.

-- 해당 IP 주소와 실제 원고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자를 구체적
으로 연결 지어 해당 다운로더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내에 거주
하는 자임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음.

-- 침해 행위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밖에 거주하면서 쇼핑, 여행

이나 방문 목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권 내의 지역에 방문한 자에 의하여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중통신망을 통해 발생했을 수도 있음.

-- 설사 해당 IP 주소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더라도 지
리위치 소프트웨어는 해당 관할권 내의 거주민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

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이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음.

평가 및 저작권 트롤과 관련된 최근의 미국 법원의 판결
⃝⃝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처럼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을 특

정하여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종용하는 저작권 트롤
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２>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
로 평가됨.

<１>  Strike 3 Holdings, LLC v. JOHN DOE, No.  1:19-cv-20761-UU(S.D. Fla., May 8, 2019)
<２>  Strike 3 Holdings, LLC v. Doe, 351 F. Supp. 3d 160 (D.D.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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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원고를 명시적

으로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로 지칭하면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IP

주소의 도용, 라우터, 기타 장치, 패스워드 등의 불완전성과 동일한 IP 주소

가 복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위치정보 서비스가 다른 주
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위치에 IP 주소를 임의적

으로 할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이
루어진 IP 주소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원고의 정보제출명
⃝⃝

령 신청을 기각함.<2>

이번 사건과 동일한 원고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IP 주소와 연관된 인터

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2019

년 3월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 IP 주소
의 가입자들이 소송이나 공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액의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 유사하게 제기된 소송들에서 법원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３>

영화제작사인 원고가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IP 주소가 영화

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
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2018년 8월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주소가 불

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
접 침해와 저작권 기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

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며 피고가 불법 다운로
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３>  Strike 3 Holdings, LLC v. Doe, No. 18CV0449ENVJO, 2019 WL 2022452 (E.D.N.Y. Mar.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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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다고 판시함.<４>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

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를 상대로 1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
기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IP 주소를 근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2017년

11월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다
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

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 피고들 중 한명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91세의 나
이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

로 컴퓨터를 쓸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남편이 해당 영화를 불법 공유하는 것
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함.<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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