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작권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 한국의 저작권 보호 현황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of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환경은 4위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전체로는
8위라고 나왔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상당한 나라 45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여러 측면을 계량화한 수치이다. 실제로 이들
45개국이 지구촌 GDP의 90%를 감당하므로 그 순위가 그대로 국
제 서열이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저작권 지수에서 한국을
앞지른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뿐이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함
께 공동 4위에 랭크되었다. 일본은 9위, 중국은 22위에 머물렀다.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무역

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저작물의 왕
성한 창작자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거래 대
상국 중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불량하다 싶은 국가를 ‘감시대상국’
혹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공표하여 망신을 주어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래 8년째 그 대상으로 거명되지 않는다. 사실은 거명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국제사회를 견인하
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편이 옳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은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관례처럼
미국을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TV 뉴스에서는
카세트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도저로 뭉
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길거리 리어카에서 팔던 무단복제품을 압
수하여 폐기하는 장면이었다. 그 뉴스를 두고 ‘미국 대통령에게 가
져 갈 선물’이라고 쑤군댔었다.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하라고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던 시절의 단상(斷想)이다.
요즈음은 비슷한 뉴스를 중국 TV에서 만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에 대한 전시효과를 위하여 뉴스를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중국 국내
시장의 저작권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요구
가 반영된 것이지 싶다.

2. 저작권 강화의 역사
최근까지 한국 저작권법 개정사는 저작권 강화의 역사였다고 하여
도 틀리지 않는다. 저작권 강화란 크게 보호기간의 연장, 형사 처
벌의 강화, 새로운 권리의 부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국제적인 저작권 제도의 전개과정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가. 보호기간의 연장
한국은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 30년’이었다. 한국은 1986년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으로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보
호기간을 ‘생존기간 + 50년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다시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 70년으로 확대하
였다.

저작인접권은 1986년 전면개정시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여 도입
되었는데, 1994년 한미지식재산권 협상을 거치면서 50년으로 연장
되고, 2011년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70년으로 늘어났다.
나. 형사 처벌의 강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기와 벌금 모두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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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formation)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1957년 제
정 저작권법 이래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저작권법으로 ‘상습적 영리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의 ‘상습적 영리적으로’는

‘상습적 and 영리적으로’ 라고

좁게 해석하였으나 2011년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상습적으로
혹은(or) 영리적으로’라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새로운 권리의 부여
저작권법의 개정이 반복된 가장 큰 이유는 저작자나 저작인집권자
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저작권법이 새로운 제도를 포섭하
기 위하여서였다. 1994년 개정법은 음반의 대여권을 인정하였고,
1995년 개정법에서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호하

였으며, 2000년개정으로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고, 2003년
개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입법하였다. 2004년 개정
법에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고, 2006년
개정으로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인정하였다. 2011년에는 ‘일시적 복
제’를 복제에 포함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WTO/TRIPs , 베른협약, WCT, WPPT 등 다자조약에
가입하거나, 한/미FTA, 한/EUFTA 체결 등으로 저작권 보호수준
을 국제기준 혹은 상대국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3. 저작권 제도의 현황 - 저작자 보호에서 균형으로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의 서문은 “동맹국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
한 저작자의 권리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보호하도록
희망하여” 베른협약의 체결에 합의하였다고 선언하였다.1) 1850년
대부터 유럽 각국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
고, 1878년 설립된 국제문학예술협회(Associ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ALAI)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활약에 힙입어 베른협약 체결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다.2) ALAI가국
제협약의 초안을 만들었으나 민간기구가 국제협약을 성립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스위스 정부의 주도로 베른협약의 성립을 보게 되었으
니, 베른협약이 저작자의 권리에 집중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1996년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은 “베른협약에서 반영
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1) 베른협약 서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The countries of Union, being equally animated
by the desire to protect, in their as effective and uniform a manner as possible, the
right of authors in thei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2)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2010, 36면; 이해완,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5, 1205면.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
여” 조약에 합의하였다고 선언하였다.3) WIPO 실연․음반조약도 마
찬가지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사이의 균현
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에 디지털 시대가 꽃을 피우면서 국제
사회의 저작권 정책 목표가 ‘저작자 보호’에서 ‘저작자와 공익의 균
형’으로 변화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저작권 제도도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급선회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공정이용 제도, 2013년 신설
된 공공저작물 규정이 특히 그러하고, 2016년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통합징수(one stop service)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법정허
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그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겠다.
가. 공정이용(fair use)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제한된 법위에서 특정하고 있
었다(한정적 열거규정). 즉,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등
의 이용’ 등 저작권법에서 특정하여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이 면책이 되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망라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
에 없었다. 디지털 환경으로 저작권 이용상황이 복잡하여 지는데
한정적 열겨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 규정, 영국 저작권법의 fair
dealing 규정과 같은 일반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
였다.
2011년 한/미 FTA를 체결하던 기회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3) WIPO Copyright Treaty의 Preamble의 관련 부분을 옮긴다. “The Contracting Parties, ...
Recognizing the ne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larger
public interest, particularly education, research and access to information, as reflected in
the Bern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fair use doctrine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
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축적되기를 기
대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저작권 제한 사유의 해석기준인 베른협
약의 3단계 테스트(3 step test)도 입법을 하였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나.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민간과 사이에 저작물 창작
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영역이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세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의 결과물인 저작권
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공공영역이 확보하여야 한다고 믿었고,
만일 실무자가 저작권 확보에 실패하였다면 감독기관의 감사에서
징계가 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십수년쯤 전부터는 문체부를 중심
으로 공공영역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였다.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의 성과를 민간에 남겨
두어야 민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이 생산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

음이 확산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하여는 특정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그 결
과물을 이용한 영리사업까지 허용한다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으나 결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공공영역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ing)을
받고, 가능한 모든 권리를 저작자에게 남겨 둠으로써 저작물의 이
용이 왕성해 지고, 그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 쉽게
작성될 수 있다. 공공영역이 저작권을 확보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저작물은 사장(死藏)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공공영역의 태도 변화는 2013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는 규
정의 입법으로 발전하였다. 이 규정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연방정
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저작물을 자유 이용의 대상으로 하
고 있는 태도와 유사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
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
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
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
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저작권료 통합징수(one stop service)
과거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음악을 사용
하려면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사용료 혹은 공연보상금을 각각 지불하여야 하였다. 사업자의 불편
을 해소하고자 2016년 통합징수가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
였고, 이에 따라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를 통합징수 주체로 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
로 통합징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
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
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
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법정허락 이용의 확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보호기간은 과도하게 긴
권리이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아저작물
(orphan works)의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법은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
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
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
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정허락 제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상당한 노력’의 요건이 엄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
이 있었다. 2012년 정부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당한 노
력’의 요건을 특정하고 요건을 완화하였다. 최근 법정허락 제도의
이용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는 정부의 노력이 역할을 한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저작권 계약의 개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
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이 2012. 11. 18. 시행되었
다. 예술인복지법은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는데, (제5조), 2016. .2. 3. 2차개정에서 문화예술용역(문
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금액, 수익배분 등 중
요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
였다(제4조의 3). 한편, 2014. 1. 28 법률 제12349호로 제정된 대
중문화예술산업법(2014. 7. 29. 시행)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
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
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계약 사항으로 규정하였다(제7조).4)

그렇

다면 예술인복지법의 서면계약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 정
한 서면계약 규정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5))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
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
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등 예술인의 자유로
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
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
6조의 2, 2항, 3항, 4항, 5항).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제4조의 3. 제2항 참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제4조의 2 제2항
참조),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제6조의 2, 제2항 참조), 보고의무를
위반하면(제6조의 2, 제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17조). 나아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4)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
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조 1호, 2호).
5)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의 3).
바. 표준계약서의 개발
문화예술 현장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9. 7. 6.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계약서’(표준
약관 제10062호)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표
준약관 제10063호)를 고시한 점은 괄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연예산
업계는 정부기관이 연예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하였고,
연예산업의 속성에 문외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의 내용
을 주도한다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6) 그러나 현
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한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자 그 사
용이 강제되지 않았음에도 빠른 시간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확산
되어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조짐이 뚜렷하다.
방송업계에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가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가던 계약 관행을 극
복하고자 표준계약서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0년경부터 외주
제작사협회는 불공정한 외주관행을 개선하고자 ‘모범계약서(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지상
파방송사는 애써 못들은 척 하였다.7)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분야
6) 연예산업계는 ‘계약기간’의 통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7 years
rule’을 기초로 7년 이상 계약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연습생’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 연예산업에서 7년 규정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반발하였다. 실제로 ‘7 years rule'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7년을 넘어가면 근로자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노동법에 입법한 제도로서 미국 연예산업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 있다. 미국의 연예산업은 agency
업무와 management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연습생 제도와 무관하므로 ’7 tears rule'을 적용
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는 이 규정을 두
었고(가수중심 제3조, 연기자 중심 제13조 참조) 시장은 그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표준계약서 제정에 의지를 보이면서 2015년 기여분에 따른 저작권
분배를 원칙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표준계약서’로서 결실을 보
게 되었다.8)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영세하거나 무력한 외주제작사로
부터 생계형 작가와 연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사로 하여금 외
주제작사에게 원고료,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증권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에서’ 방송사가 제작사의 미지급
채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프로젝트별 회계분리
를 통하여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입법하였으나(제2조 제
21호),9)10) 일부 제작사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채무 면탈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따라서 작가와 연기자들은 변제력이
있는 방송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미지급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는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매개로 방송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셈이다.11)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나리오, 상영, 근로, 투자 등 영화산업 내부 각
분야별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능단체 대표들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왔다. 영화진흥
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시
작되었고, 현장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대립 당사자들이 장시간의 타
협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탄생한 것이다. 시나리오 표준계
약서에서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작가에게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특
기할 만하다.

‘표준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및 ‘표준 영화화

7) 김광호․홍승기, 『외주제작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방안 연구』,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
회, 2001. 12. 참조.
8) 방송프로그램 제작표준계약서 제9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
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고 한다(1항).
9)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04호. 2006. 4. 28. 일부개정.
10)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
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다만, 위 계약서 제7조 2항, 3항, 4항은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계약
서 규정에서 ‘정지조건부’라는 대단히 기술적인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권리 양도계약서’ 각 제6조 2항, 표준각본계약서 제10조 3항은,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
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이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
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만화, 출판, 공연예술 등 각 장르
별 표준계약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공표되어 왔다. 영화업계, 방
송업계, 공연업계 등 분야마다 창작자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고 불
공정거래의 양상도 내용을 달리하므로 해결방법도 같지는 않을 것
이다. 영화나 방송은 산업성이 강하므로, 사업자측을 압박하면 불공
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공연계에서도 뮤지컬과 정극
(正劇)의 시장이 다르고, 무용계는 더욱 산업과 친하지 않다. 장르
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대전제인 바에야 표준계약서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공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서면계약의 강제를 전제로 한 개정 예술
인복지법이 모든 불공정거래 행태를 즉각 예술계에서 몰아낼 수는
없을 것이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큰 변화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13)

12) 영화산업 내에서의 지위가 취약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순이익에 대한 지분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산업 내부 인사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중계약이 이루어질 공산이
짙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프랑스 법원은 ‘1000부를 판매할 때까지는 작가에게 지급되는 저작권 이용
료는 0이다’는 취지의 출판계약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저작권 이용료를 출판계약의 본질적인 요소
이가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Arlea v. Brougeis en Societe des Gens de Lettres de
France, CA Paris (4éme ch.) 12 February 23, 2003. Séverine Dusollier, et. al, op. cit.,

p.46에서 재인용.
13) 홍승기, “예술계, 불공정, 예술가의 권리”, 예술인복지뉴스, 2016. 3. vol.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3-17면.

4. 저작권 제도의 개선방향
가. 형사처벌 제도의 개선
한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보호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운영에 형사책임의 과도한 개입은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사회에 저작권 제도를 정착하는 단계에서 형사책임이라는 강력
한 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분명하다. 약 20년 전에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정부도 ‘저작권 침해는 절도’라는 식의 구호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적인 구호는 산업계가 애호하는 구호일 뿐
공공영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감소 추세이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

년

2009

명에서

89,206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60%

사범은

년 대비

2009

년

2016

년 저작권법 위반

2016

이상 대폭 감소하였다. 청소년의 저작권법

95%

침해 사건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하제도

15)

명으로

33,393

14)

청소년고소장각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인식에 대한 개선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

1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저작권 침해 초범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정 시간 저작권 교육
을 시행하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15)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
지 않고 고소장을 각하하는 제도이다.
16) <표> 전체 고소사건 대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전체고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23,780

516,786

514,141

555,298

577,476

564,648

598,920

574,247

저작권법위반(전체)

89,206

29,356

36,614

45,547

37,696

41,679

52,141

33,393

저작권법위반(청소년)

22,200

3,614

4,578

6,074

2,869

1,464

1,556

641

사정이 그러함에도 아직도 일부 권리자들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고소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2분법’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이디어/표현 2분법’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과
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문을 표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영역은 분쟁 해결은 민사책임의 정
비를 전제로 형사책임을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나. 저작자 부조 제도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해 2012. 11. 19.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
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
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의 복지 증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제10조). 예술인복지재
단은 2012년 3억5천7백만원, 2013년 135억5천4백만원, 2014년 200
억7천만원, 2015년 205억8백만원, 2016년 249억6천8백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보
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에야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예술
인복지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규정에 위반한
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17)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복지는 예술계 내에서 분담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2000년부터, 독일은 2005년부터 집중관리단
체(CMO)의 총수입에서 일정분을 공제하여 예술가 복지의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세계유일의 제도라고 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하여는 비
17)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둔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판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이러한 제도를 우리 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바에야 이왕이면 수혜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고에 더하여 일단 미분배보상금을, 나아가
서 저작권 징수금 전체의 일정비율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으로
돌려서 예술인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다. 저작권계약 제도의 개선 요구
프랑스나 독일의 계약의 베스트셀러 조항과 유사한 권리를 도입하여 저작
자의 계약상대방에게 예상외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계약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 계약 제도를 정비하거나 혹은 저작권계약
법이라는 단행법을 입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예술인복지법과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서 저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하였고, 문체부 주도로 표준계약서가 계속 생산 중이므로 새삼스럽게 저작
권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분
쟁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작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쏟
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반론이다.
라. 논의 중인 제도
2016년부터 저작권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전제
로 현행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자 보호를 위하여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private copying levy), 미술저작자를 위한 추급권
(droit de suite, resale right), 어문저작자를 위한 공동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용의 확대를 위
하여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화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자는 논
의가 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제한사유 해당 여부
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안별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정비해 가자는 주장이다.

필리핀 저작권 제도:
고려지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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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제국은 정신의 제국이다”
- 윈스턴 처칠

h"p://quotlr.com/image/2346

J.K ROWLING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2012년 디즈니는 루카스필름을 40억
달러에 인수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게 되었다. 2014년에 루카스는
프랜차이즈와의 창작 작업을 중단하였다.
h"ps://en.wikipedia.org/wiki/Star_Wars:_The_Force_Awakens

애니메이션/
만화산업

의류산업

장난감산업

비디오
게임산업

영화산업

출판산업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의 경제 기여도

• GDP 기여도
– 미국 – 35%
– 유럽연합 – 39 %
– 필리핀 – 7.34% (저작권산업만)
• 고용 기여도
– 미국 – 19 %
– 유럽연합 – 26%
– 필리핀 – 14.14% (저작권산업만)

지식재산(IP)란 정신적 활동으로 인한 창작으로서, 발명, 어문 및 예술 작
품, 그리고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상징, 명칭, 이미지와 디자인을 일
컫는다.
•

IP의 두 종류

•
산업재산
표시 포함

-

발명(특허),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원산지의 지리적

•
저작권 – 소설, 시, 연극 등 어문 및 예술 작품, 영화, 음악, 그림이나
회화, 사진, 조각 등과 예술 작품, 건축 설계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과 연관
된 권리로는 실연자가 공연에 대해 갖는 권리, 음반제작사가 음반에 대해
갖는 권리, 방송사가 라디오 및 텔리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권리 등이
있다.
- WIPO 의 정의

필리핀 민법

필리핀 민법 42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물 혹은 권리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리핀 민법 71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은 점유를 하거나 지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발생한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실질적 권리는 법률, 기부, 재산의
승계나 상속, 그리고 특정 계약의 경우 전통에 의해 발생•양도된
다.
또한 시효 취득(prescription)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u 법률에 의해 부여
u 법적, 경제적 개발
u 속지주의
u 사적권리
u 재화 및 서비스
u 제품 및 공정

지식재산의 성격

자산

지적재산

정책 도구

권리

정책 도구로서 지식재산

IP 보호 및 집행 제도가 취약하면 혁신과
창조, IP 기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
욕이 모두 꺾인다.

강력한 IP 제도는 권리부여나 보호를 해주
지 말아야 할 작품에 대해서까지 근거없는
혜택을 줄 수 있다. 기소 가능성 때문에 혁
신 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저작권: 개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어문 및 예술분야 원작품과 이로
부터 파생된 지적 창조물에 대해 존재하며, 창작되는 순
간부터 유효하다. (지식재산법 172조)
지적 결과물의 소유자에게 법이 부여해주는 권리로, 법
이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8 C.J.S. 저작권 및 어문적 재산 §1. C.J. Davide Jr의 Habana 외 대 Robles 및 Goodwill Trading Co.,
Inc.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 각주9에서 인용됨. [G.R. No. 131522. 1999.7.19]

2차 저작물

• 극화, 번역, 각색 및 기타 변형
• 어문, 학문 또는 미술 저작물
의 편집, 데이터 엮음
유의: 편집/엮음은 내용을 선별
및 배치하는 데 있어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173조1항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

§ 아이디어, 개념, 원칙
§ 절차, 시스템, 방법 또는 운영
§ 발견 또는 단순 데이터
§ 뉴스, 언론정보
§ 공식 문서, 법률 번역문
§ 정부 작품

2가지 종류의 배타적 권리
재산권
복제
변형

인격권
저작자 표시

변경

첫 공표

왜곡에 대한
항의

대여

성명사용 제한

공중 전시
공연
공중 송신

저작인접권

• 실연자 권리
• 음반/음원녹음 제작자 권리
• 방송사 권리

저작권 침해: 도전과제
저작권 침해 규명
제한 및 예외
공정이용
선의
지식의 확산
주관성
영감 부여
영향

TRIPS 협정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줄이는 것을 희망하며,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조치 및 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
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다룰 원칙, 규칙 및 규율의 다자간 틀의 필요
성을 인정하며,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인정하며,

TRIPS 협정

41조
1. 회원국은 침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침해를 억제하
는 구제를 포함,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에
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절차가 자기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 장애

가 되지 아니하고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
로 적용된다.

TRIPS 협정
제 61조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
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가능한 구제
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억제
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그리고/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
우에 이용가능한 구제에는 침해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
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
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
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WIPO 개발 의제 (2007)

45. TRIPS 협정 제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지적재산권의 보
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
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
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
의 균형에기여하여야 한다.”라는 관점 하에, 광범위한 사회
적 이해관계와 특히 개발 관련 고려사항을 배경으로 지식재
산권 집행을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저작권 침해
216조 침해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a) 직접 침해를 범할 경우
(b) 타인이 가한 침해이지만 이러한 행위로부터 이득을 보았을 경우. 이 때
이득을 보는 자는 침해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며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
(c) 침해 행위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인의 침해 행위를 유도하거나 야기하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화국법 10372호 제22조에 의해 개정됨)
217조 형사 처벌
1. 본 법률 제4장의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 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 자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Habana 대 Robles, G.R. No. 131522 (1999.7.19)
침해와 관련하여, 복제 그 자체만이 금지된 것이 아니다. 복제함으로써 ”해”를 입혔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란 피고인 로블레스가 원고의 연구 작업을 엮은 서적의 내용을 발췌해
자신의 것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를 의미한다. 로블레스는 서적 DEP를 상업적 목적 하에
유통시켰으며, 원고가 출처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사건은 피고인 로블레스가 저작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도용한 명백한
사건이다. xxx xxx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로블레스가 취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조치는 원고인 하바나
및 그 외가 DEP 발췌부분의 원저작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책은 한 저작자의 노력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러한 책을 적절한 표기 없이 타인이 복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해를 입힌 것이다.

Disini 대 법무장관 G.R. No. 203335 (2014.2.18)
• “방조 또는 교사”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서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물, 댓글 혹은 기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축시킨다. 그렇기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조 또는 교사”했다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범죄법
제5조는 무효하다.
•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첨범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void-forvagueness doctrine) 에 근 거 한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은
수용가능하다.
• 제4조(c)(4)항과 관련하여 제5조는 위헌이다. 이 조항의 불명화성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은 불안해진다. 방조 또는 교사라는
범행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든 행위자를 모호한하게
포괄해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ABS CBN Corp. 대 Gozon 외. G.R. No. 195956 (2015.3.11)

• 지식재산법 하에서 침해는 금지적 범죄(malum prohibitum)이다.
지식재산법은 특별법이다. 저작권은 법적 생성물이다.
• 특별법 하에서 처벌가능한 범죄는 금지적 범죄인 것이 일반적
규칙이다. “금지적 범죄라 규정된 행위에서는 악의 또는 범행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현행 지식재산법은 금지적 범죄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 침해할 의도의
부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변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은
공정이용 규범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별로 한다.

공정 이용

특정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지 혹은 영리가 아닌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 등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성격;
(b)저작물의 성격;
(c) 저작물 전체 대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양과 중요도,
(d)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칠
지 여부
공화국법 제8293호, 185조1항 참고

공정이용

Lenz 대 Universal Music Corp.
801 F.3d 1126 (2015) 및 13-16106, 1316107
DC No. 5:07-cv-03783 JF (2016)

•

공정이용은 단순히 변론만이 아니다.

•

법이 허용하고 있다.

•

공정이용은 권리의 문제이다.

공화국법 8792호 또는 전자상거래법

33조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벌금 그리고/또는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a) 컴퓨터 시스템/서버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무단 침입 또는 방해
를 목적으로 한 해킹 또는 크래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입이나 그 외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의 소유자가
인지하고 합의하지 않은 컴퓨터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
하여 변질, 변형, 절도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접속으로 인해 전자적 데
이터 메시지나 전자 문서를 변질, 파괴, 변형, 절도 또는 유실을 야기한 경
우 최소 일십만 페소(P 100,000.00)에서 최대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의 벌금형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사이의 의무적 구금형에 처한다.

공화국법 8792호 또는 전자상거래법

33조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벌금 그리고/또는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a) xxx xxx xxx
(b) 보호된 내용, 전자 서명 또는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사용함으로써 불법복제 또는 무단으로 복사, 재생산, 유포, 유통, 수입, 이용, 제거, 변경,
대체, 수정, 저장, 업로드, 다운로드, 송신, 공표 또는 방송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는 최소 일십만 페소에서 최대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벌금형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사이의 구금형에 처한다.
(c) 전자 데이터 메시지나 전자 문서를 통한 혹은 이를 사용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소비자법 또는 공화국법 7394호과 그 외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명시된
처벌조항과 동일한 처벌에 처한다.
(d) 본 법률을 위반한 이외 다른 경우, 최대 일백만 페소의 벌금형 또는 6년 간의 구금형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 28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Hill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238-6300 loc. 121/122
www.ipophil.gov.ph
mail@ipophil.gov.ph

공화법 제9239호 다시보기:
지속가능한 저작권 보호

Anselmo B. Adriano 변호사
필리핀 광매체 위원회 (Optical Media Board)
의장 /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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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매체 위원회 (OMB)

공화법 제 9239호
일명 “2003년 광매체법”
광매체 및 자기 매체의
원본 제작, 제조, 복제, 수입 및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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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매체 위원회 (OMB)

공화법 제 9239호
“2003년 광매체법”

양면 전략:
> 규제
> 불법복제 방지 활동

광매체 위원회(OMB)

OMD의 정책 목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

Source:screengrab from Googl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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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매체 위원회 (OMB)

원본
불법복제물

광매체 위원회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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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매체 위원회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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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매체 위원회 (OMB)

광매체 위원회 (OMB)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 필요

기술보호조치 우회를 통하면
모든 온라인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이 어려움

https://www.illinoisworknet.com/DownloadPrint/wN_IL_PathwaysGraphicInformationTechnology.jpg

광매체 위원회 (OMB)

기술
전문성
확보
IT
교육훈련

과학수사
(forensic)
기법활용

재원 확보

광매체 위원회 (OMB)

온라인상 공유되는 저작물의 보안
강화를 비롯하여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불법복제의 위험에 대한 의식
제고에 세계 각국 담당기관의 공조 필요

광매체 위원회 (OMB)

클라우드 저장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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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다운로드

공유

P2P를 포함한 비물리적 방식의 컨텐츠 공유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화법 제 9239호에서 광매체 위원회(OMB)에 부여한
권한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광매체 위원회 (OMB)

제언:
첫째, 법규의 정비를 통해 해당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 등장하는 불법복제 방식을 비롯,
저작물의 모든 저장방식을 포괄하는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차원의 저작권 침해
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함

광매체 위원회 (OMB)

둘째, 위의 첫 번째 제언에 따라 법규 정비 시
최소 다음 두 요건을 충족할 것
>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일 것
>기술 발전 의 속도 를 감 안하 여 향 후에 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문구의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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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저장매체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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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제도 현황과 산업계의 영향
Copyright Protection Policy and Effect of Contents Industry
민간 자율대응 제도: 저작권 침해대응과 산업발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유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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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음실련 소개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는
저작인접권집중관리단체로서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실연자
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음악실연 활동의 증진을 기하며, 음악실
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문

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임
- 음실련은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에 의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보호받게 되면서 그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관리
를 위해 1988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
으며, 동년 10월 14일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면서 저
작인접권의 보호 시작
- 이후 2000년 11월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등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
체로, 2009년 9월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로 발전
- 음실련은 국내외 여러 단체들과의 교류에 힘쓰고 문화향상 발전에 기
여한 단체 또는 개인 시상 및 공연활동 지원 등 실연자의 활동여건 개선
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연자의 복지향상, 저작권법
개정 등 실연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섬
- 음실련의 회원은[개인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회원
은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
은 대중음악가창분야, 대중음악연주분야, 국악분야, 순수음악분야 회원으
로 구성되어 현재 1만5천명이 넘는 개인회원과 음악실연자로 구성된 6
개의 특별회원 단체(대한가수협회, 한국가수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한국연주자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음악협회)가 있음

<참고. 한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출처: 2015 저작권백서>

Ⅱ. 2016년 기준 한국의 저작권 침해현황(출처:

2017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

1.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분석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천 개, %)

-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유통량이 가장 많은
콘텐츠는 음악 콘텐츠로 약 15억 곡이 불법 유통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9.8% 증가되어 다른 불법복제물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온라인 음악 콘텐츠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전반적인 음악 콘텐츠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2014년 이후에 접어들면서 브로드밴드,
LTE망 등의 통신망 환경 개선이라는 기술적 성장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맞
았고, 소비자들은 디지털 음원 서비스 중 음원 다운로드가 아닌 인스턴트
성 소비 형태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함
- 특히 이용 횟수 및 빈도가 높고 콘텐츠 이용에 소요되는 단위시간이 상
대적으로 작은 음악 콘텐츠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미치는 영향이
타 콘텐츠에 비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오프라인에서는 2012년 여
름부터 등장한 일명 '효도 라디오'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2013년에 급속하
게 확산되었으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과 저작권단체들의 적극적
인 대응으로 유통 속도가 급감
'효도 라디오'는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에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 음원을 담은 SD 카드를 장착하여 실행되며, SD카드 한 개에 2
천 곡 이상의 곡이 담겨진다.
- 2016년 영화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은 약 2억 5천 8백만 개로 전년대비
약 4.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2억 4천
만 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 1천 4백만 개이며,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의 본격 시행으로 2013년에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영화 불법복제물이 여전히 줄지 않았음
-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모든 분야의 콘텐츠 수요가 증가되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국내외 개
봉작의 흥행, 2013년 이후 영화계의 전반적인 호황과 함께 영화 불법복제
물의 수요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IPTV의 가입자 수
가 증가하면서 극장과 동시상영 또는 일정기간 홀드백 이후 출시하는 영
화가 늘어나 고화질의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이
며, 또한 영화와 방송 콘텐츠의 경우 고용량의 디지털 파일을 PC나 TV로
보거나 스마트기기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 저장하여 보는 환경에서 기술발
전에 따라 최근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영상 불법복제
물을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침해 유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온라인 영화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를 통한
유통량이 31.0%를 차지하고 있고, 웹하드가 22.9%, 스트리밍 전문 사이
트가 13.5%, 포털이 11.1%, P2P가 10.8%, 불법 모바일 앱은 10.7%를
차지
- 2016년 오프라인 영화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이 약 1천 4백만 개로 전년
도 1천 5백만 개에서 약 1백만 개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비디오 대여시장과 DVD, 블루레이의 셀 스루(sell-through) 시장이 급속
하게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온라인 콘텐츠가 대체하
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
- 방송 불법복제물의 경우 유통량은 2016년 약 5억 2천만 개로 전년 대
비 12.1%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2.1%, 오프라인에서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한류 드라마의 연이은 인기와 함께 우리 방송 저작
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외 사이트에 불법으로 링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방송 콘텐츠가 늘어나는 추세임. 온라인 유통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를 통한 유통량이 36.1%를 차지하고 있고,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가 19.4%, 웹하드 13.6%, 불법 모바일 앱 12.3%, 포털 11.7%,
P2P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모니터링 단속이
활발한 웹하드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스트리
밍 사이트에 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유포되는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와
불법 모바일 앱 쪽으로 불법 이용 수요가 이동된 것으로 보임
- 게임 불법복제물은 약 2천 6백만 건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10.8% 감소된 규모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유통량은 약 2천 1백만
건으로 전년(약 2천 4백만 건) 대비 15.9% 감소, 오프라인은 약 5백만
건으로 전년(4백만 건) 대비 약 17.7%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모바일게임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유료 모바일게임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게임 앱이 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 점
차 많아지고 있음

<참고. 불법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형태별 단가>

<전체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유형별 오프라인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 비중>

Ⅲ. 한국의 저작권 침해대응
1. 한국의 저작권 보호체계(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저작권보호 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
(출처: 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구분

공공(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 진출

합법유통

정보제공(현지

법·제도,

시장동향 등), 계약 법률 컨설

민간(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 권리자)
- 현지 유통사 교류·협상 및 계약
체결

팅(현지 법무법인 연계) 등
침해구제

교류협력

- 불법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민
간에 제공

- 저작권 소유 콘텐츠에 대한 권
리행사(불법유통콘텐츠

경고장

- 정부간 협력채널(교류·협력, 통

발송·삭제, 소송 등)
- 현지 업계·글로벌 민간단체 등과

상협상 등)을 통한 업계 애로

교류, 정부에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 해소

사항 제언

3. 한국의 침해 대응과 그 법제

1)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저작권법 제104조, 제142조)
3)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저작권법 제133조)
4)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저작권법 제133조의2)
5) 시정권고 조치(저작권법 제133조의3)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26호)와 제6조(23호))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저작권법 제103조의2)
8)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9) 형사법상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고소

Ⅳ. 결: 콘텐츠 산업에의 영향과 보호의 방향성
<저작물 불법복제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불법복제물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