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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현황 및 저작권법 최신 쟁점

1. 중국 콘텐츠 산업 이용자 규모
ㅇ 2017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7억 2000명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4047만 명(5.6%)이 증가함. 인터넷 보급률도 2.6%포인트
상승한 55.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51.7%)과 아시아 평
균(46.71%)을 넘는 규모임.
ㅇ 중국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의 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스마
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도 7억 5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의 97.5%에 해당하는 규
모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임.
ㅇ 그동안 TV를 기반으로 이뤄져 온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이 빠
르게 모바일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바
일 생방송으로써, 지난 2017년 이용자수는 4억 2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그 중 약 2억 2400만 명은 게임방송 이용자인데 이는
중국에서 e스포츠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온
라인 문학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도 각각 2억 명을 넘어선 것
으로 추정됨.
ㅇ 문화콘텐츠 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국 저작권 산업의 최신현황
은 다음과 같음.
-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중국저작권산업경제공헌’이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저작권산업의 산업증가액은
54551.64억 위안이며, 전년 대비 9.0%포인트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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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 전체 GDP의 7.3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저작
권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전
체 규모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출판, 라디오방송과 동영상, 소프트웨어 설계,
애니메이션과 게임 및 인터넷디지털기술 등 새로운 업종의 융합발전
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주
요 원인으로 지목됨.
ㅇ 온라인 음악 이용자는 5.48억 명으로 추산됨.
-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까지 중국 온라인 음악 이용자의 규
모가 5.48억 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4496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네티즌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임. 그 중 모바일을 통한 온라
인음악 이용자는 5.12억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81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바일 네티즌의 68%에 해당하는 숫자임.
ㅇ 온라인게임 유저 4억 명 돌파
- 2017년 12월까지 중국의 온라인 게임 유저의 규모는 4.42억 명으
로, 전체 네티즌의 57.2%에 해당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7만
명 증가함. 특히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규모는 4.07억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43만 명 증가해서 전체 모바일 이용자의 54.1%를
차지함.
ㅇ 동영상 시청 비용을 지불하는 네티즌 급증
- 2017년 12월까지,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는 5.79억 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3437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네티즌의 75%에 해당하
는 수치임. 그 중 모바일을 통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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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억 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4870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모바일
이용자의 72.9%에 해당하는 수치임.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유료시청
자의 급증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동영상 이용자 중 42.9%
가 유료회원으로, 2016년에 비하여 7.4%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
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주요 동향
(1) 웹영화, 웹드라마
ㅇ 중국에서 최근 개봉된 웹영화와 웹드라마가 과거와 달리 스토리가 재
미있고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중국의 콘텐츠 제작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줌.
- 초기 중국의 웹드라마는 TV드라마에 비해 비용, 제작규모, 광고수
량 등 면에서 크게 뒤쳐졌지만, 최근 동영상 플랫폼의 활성화로 자
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 에 있다고 평가됨.
- 중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영화 보급의 새로운 수단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웹영화가 일반 영화에 비하여 제작 및 상영
규제가 느슨하고 제작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며 이용자들도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폰 등 이동디바이스
를 통하여 손쉽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주관부처인 광전총국이 웹드라마와 웹영화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빠른 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함.
- 우리도 이러한 중국의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웹영화와 웹드라마의
수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국내시장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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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많은 제작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항상 중국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문화코드, 문화
트렌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2) 중국 음악저작권 시장 확대 및 급변
ㅇ 중국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불법음원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 이후 음
원의 저작권 확보와 관련, 전쟁과 같은 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음원의 저작권료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함.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한
텐센트 음악, 왕이윈 음악, 알리 음악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을 제외한 중
소플랫폼은 갈수록 퇴출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우리 음원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되지만 독점플랫폼 존재에 따른 중국 유통망의 단일화, 그에 따른 플랫
폼의 무리한 요구 및 시장 불균형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연구 분석하
여 중국 진출 한국 콘텐츠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ㅇ 2017년 전 세계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의 시장 규모는 28조원으로 전체 매출 규모의 38%를 차지
하는 등 빅마켓으로 불리는 일본(14조원)과 미국(13조원)의 매출을 합
친 것보다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의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과거 게임산업 종주
국으로 불렸던 우리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특히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이후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으로의 진출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중국정부가 2017년 3월 이후 국내 게임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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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판호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그러다 2018년 정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판호 담당 기관의
소속이 국무원에서 중국공산당 선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중국 자국의
판호도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2019년 초반부터 판호
가 재차 발급되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온라인게임윤리심사위원회
가 설립되는 등 게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게임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중국에서의 우리 게임의 판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며, 중국 게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3. 중국 저작권 산업 및 저작권법 관련 최신 이슈
(1) 중국 핵심저작권 산업 신속한 발전
ㅇ 2017년 신문출판, 방송미디어, 소프트웨어 설계,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업계 및 인터넷 기술의 융합발전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핵심
저작권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함.
-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공표한 ‘2016년 중국저작권산업경제공헌도’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저작권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7.33%임. 그 중 핵심저작권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로, 전체 저작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62%이며,
매년 평균 13.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
이 핵심저작권산업의 신속한 발전은 중국 경제, 문화발전의 촉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사법심판의 영향력 갈수록 확대
ㅇ 2017년 인민법원은 각종 저작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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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저작권 보호 작용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음. 예를 들면 텐센
트와 바오펑(暴风)의 <보이스오브 차이나(제3편)>의 불법 중계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바오펑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텐센트에게 1편 당
100만 위안, 총 6편 606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베이징시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
정하기도 함.
- 또한 왕이(网易)와 YY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안 1심에서 법
원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생중계는 온라인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손실 2000만 위안
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최고배상액으로 기록되고 있음. 이렇게 배상액이 대폭 상
향 조정되는 등 저작권 사법보호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3) 온라인 저작권 산업 지속적 발전
ㅇ 최근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연구기지(国家版权局网络版权产
业研究基地)는 베이징에서 중국온라인 저작권산업 발전보고(2018)(中
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18) )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중국온라인 저작권산업의 시장규모는 6365억 위안으로, 2016년에
비하여 27.2% 증가함. 그 중 온라인 저작권산업에서 이용자의 유료소
비 규모는 3184억 위안으로, 전제 생산액의 50%이상을 돌파한 것으
로 나타남.
- 최근 중국 온라인 저작권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음. 보고
서에 따르면 현재 전통문화 콘텐츠산업은 적극적으로 온라인과의 결
합을 추진하고 있는 등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온라인 저작권 산업은 e북과 e스포츠인
것으로 나타남.
ㅇ 온라인저작권 산업의 각 영역 중 이용자 규모와 시장규모도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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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온라인 영상의 유료소비시장규모는 218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1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2년 동안 60% 이
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e북 시장 규모가 100억 위안을 돌파하는 등 전년대비 31.1%성장했
으며 향후에도 30%이상의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2017년도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의 규모는 2355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대비 32% 성장함.
- 2017년도 중국 온라인음악시장규모는 175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대비 22%성장함.
- 2017년도 중국 온라인매체 특히 온라인신문시장의 규모는 305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대비 40%이상 성장했는데, 그중 모바일을 이용
한 신문 관련 수입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2017년 가장 주목되는 온라인 저작권 산업 분야는 온라인 생방송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온라인 생방송의 이용자가 무려 4.22억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하여 7778만 명 증가한 수치임. 온라인
생방송산업의 시장규모는 이미 400억 위안에 근접하는 등 온라인 게
임산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산업으로 발전함.
- 2017년에는 숏클립 산업이 전년대비 115% 성장했으며, 이용자
규모가 4.1억 명을 넘어서는 등 큰 발전을 보임. 보고서는 2020년
중국 숏클립시장의 산업규모가 35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
망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저작권산업은 현재 융합발전을 모색하
고 있는데, 현재 기술면에서 “콘텐츠+SNS+AI빅데이터”가 상호 융
합된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 중에 있으며, 향후 인터넷, 영화,
출판, 음악, 애니메이션 산업이 더욱 융합되는 등 중국 온라인 저작
권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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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온라인 콘텐츠, 유료소비가 대세
ㅇ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유료로 소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수
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약 2억 명 이
상이 온라인 영상, 온라인 음악과 인터넷 문학 등 콘텐츠를 유료로 즐
기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4월 ‘중국 온라인 저작권보호대회(中国网络版权保护大会)’
에서 아이치이 공위(龚宇) 대표는 “지난 2015년 이래, 아이치이의
유료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때마다
몇 시간 안에 260만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구매를 하는 등, 한꺼
번에 너무 많은 이용자가 접속해서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종종 발생
한다”고 밝힌바 있음. 이와 같이 최근 중국판 넷플릭스(Netflix)라고
불리는 아이치이는 유료소비가 중국에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
고 있음.
- ‘중국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에서 동영상을 유료로 소비하
는 이용자의 규모가 1.7억 명을 넘어섬. 2014년에는 동영상 이용자
의 11.7%만이 유료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42.9%로 급증함. 아
이치이가 보유한 유료회원의 숫자는 66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남.
- 동영상과 비교하면, 온라인 음악을 유료로 소비하는 이용자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갈수록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2018년 2분기까지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를 유료로 이용하는 회원은 3.6%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2330만 명
에 달함. 현재 유료구독상품 판매, 디지털 앨범 판매 등은 텐센트 뮤
직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음.
- ‘국가판권국 온라인 저작권산업 연구기지(国家版权局网络版权产业
研究基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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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시장규모는 6365억 위안으로, 그 중 유료소비 규모가 3184
억 위안을 차지해서 처음으로 점유율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같이 중국 네티즌들의 유료소비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유에 대해서 중국 문화산업연구 전문가인 베이징대학 천샤오펑(陈少
峰)교수는 그 원인을 3가지로 제시함.
- 네티즌의 유료소비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주민의 소득 증가 때문이
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다”고 함.
-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 이동지불수단의 보급은 유료소비를 쉽게 했
는데, 그에 따르면 “돈 쓰기가 편리하고 간단해 졌기 때문에 유료소
비가 증가했다”고 함.
- 질 좋은 콘텐츠가 회원의 유료소비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상당수 회원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이 된다”고 함.
- 그는 또한 “앞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하여 중국인의 소
비지출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유료회원의 숫자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중국에서 유료소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중국 온라인 산
업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무료 콘텐츠+광고 시청’이라는 전통방식
이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질
좋고 우수한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될 것임.
- 아이치이는 지난 8년 동안 265억 위안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했는
데, 2017년 한해에만 126억 위안을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 최대 전자책 플랫폼인 장웨(掌阅)회사는 현재까
지 20억 위안을 저작권료로 지불했고, 앞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구매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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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최근 유료회원의 숫자가 플랫폼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광고시청의 대
가로 무료로 동영상을 즐기던 이용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방법은 여전
히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음. 하지만 동영상, 온라인 게
임, 온라인 예능과 온라인 음악, 인터넷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
히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소수의 질 좋은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 결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최근 고품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하
여 ‘저작권 쟁탈전’을 치루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작권 가격이 천정부
지로 치솟았음.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현재 질 좋은 콘텐츠가 큰돈
을 벌어다 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올라도 너무 오른 저작권료 때문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콘텐츠 자체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음. 미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유쿠(优酷,YOUKU)가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 백야추흉(白
夜追兇)의 해외 배포권을 구매하는 등 최근 중국의 고품질 콘텐츠 생산
이 늘고 있음.

※ 참고
중국 아이치이 유료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
처음으로 광고수익 넘어서
□ 현황
ㅇ 최근 중국에서 콘텐츠 유료소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런 가운데
아이치이가 얼마 전 발표한 2018년 제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유료회원들로
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29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광고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남. 즉 아이치이는 현재 광고가 아닌 유료콘텐츠 판매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그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큰 수익원은 광고
였으며, 이용자들이 무료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영상시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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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약 1분가량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해야 했음. 하지만 유료 회원의 경우
광고를 시청하지 않아도 됨
- 결국 이는 기존 “광고시청+무료콘텐츠 이용”이라는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
이 “우수 콘텐츠+유료 시청”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변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주요내용
ㅇ 유료콘텐츠 판매수익이 광고수익을 넘어선 일은 중국 국내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생겨난 후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이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치이의 유료콘텐
츠 판매수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ㅇ 이는 중국에서 광고수익이 더 이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의 최대 수익원이
아님을 의미하며, 향후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들은 우수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많은 유료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이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업의 최근 발전과 성취
는 중국 저작권 보호환경의 개선과 분리될 수 없음
ㅇ 약 10년 전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존재했지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해적판 등 권리침해 동영상들이 상당
수 존재했으며, 이로 인한 한류콘텐츠 침해 현상도 상당히 심각했음
ㅇ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정부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현
상을 억제하기 위한 검망행동 등 각종 캠페인과 집중단속 등을 펼치는 등 저작
권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의식이 크게 개선되는 등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또한 그 때부
터 일부 대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저작권을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관행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아가 콘텐츠 자체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
서면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함
ㅇ 2013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 확보에 본격적으
로 나서게 됨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임.
나아가 자신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온라
인 동영상 산업이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체제작한 질
좋은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네티즌의 유
료소비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으로 ‘주민의 소득 증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 간편한 이동지불수단의 보급’, ‘질 좋은 콘텐츠 제작’ 등 3개 요소를 꼽
았음
- 또한 “앞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하여 중국인의 지출은 더욱 많
아질 것이며, 유료회원의 숫자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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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법 개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실시
ㅇ 지난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으
로 언급됨.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행한다. 강력한 재산권 보
호조치를 채택하여,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고 발표함.
ㅇ 현재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남재경정법대학
샤오즈위안(肖志远) 부원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서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힘.
※ 참고로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제2항은 “상
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확정된
배상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또한 현재 전리법 제
4차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음.)

(6) 중국문화전매그룹, 새로운 IP거래 플랫폼 선보여
ㅇ 지난 7월 24일 중국문화부 직속의 중앙기업인 중국문화전매그룹(中国
文化传媒集团, China Cultural Media Group)의 새로운 IP 거래서비
스 플랫폼인 ‘중국문화전매 신문창(IP)플랫폼(中国文化传媒新文创（I
P）平台)’ 출범식이 중국 고궁 박물관에서 열림.
- 이번 출범식에는 중국 문화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공안국, 국가
판권국 등 중국 관계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과 미국의 디즈니, 중국
의 넷이즈, 샤오미 및 한국의 위메이드 등 주요 문화콘텐츠 기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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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문화전매그룹이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한 동 플랫폼은 문화지식재
산권 특히 저작권 감별, 거래, 보호라는 3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 저작권자 등 IP 권리자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됨
- 동 플랫폼은 현재 무형문화유산, 문학･게임･동영상 등 다양한 엔터
테인먼트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중국어･영어･일본어 3가지 언어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소개에 따르면, 동 플랫폼은 문화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운영 및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플랫폼으로, IPCI(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Identifier)시스템, IP거래시스템, 권리침해정보 모니터링,
권리보호시스템, 위조방지시스템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IPCI체계임.
ㅇ IPCI체계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거래와 개별 영역
에서의 수권(권한위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권리출
처확인･인증･권리확보･거래･권리수권･증거채집 등 기초서비스와 새
로운 공공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임.
ㅇ IPCI체계는 표식번호･표식부호･전자증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중 표시번호는 일련의 숫자로 결합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출
처와 인증정보를 조회하는데 사용됨. 표식부호는 IPCI시스템이 보
유한 권리확인증명을 위한 통일된 도형표식이며, 전자증서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로서, 직접 IPC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진위를 식
별할 수 있게 해 줌.
ㅇ ICPI증서는 중국 판권보호중심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발급해 주는
‘저작권증’과는 구별되는데, 저작권증의 경우 주로 저작권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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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 주는 반면, ICPI증서는 ‘사용권’문제를 해결해 주며, 특
히 IP 거래에 있어서 피수권된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줌.
ㅇ 특히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채집
의 곤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IPCI증서의 경우 중국문화전매그룹이라
고 하는 중국정부 소유의 중앙기업이 발급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공신
력이 매우 높음.
- 현재 중국에서 증거채집은 사법감정, 행정부처의 인증, 기업 스스로
의 자체인정 등 3가지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그중 기업자체인정의
경우 공신력이 높지 않은 반면, 사법감정과 행정부처의 인증은 권위
성은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저작권 감정 등 IP 감정의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감정의 어려움과 장기간의 감정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음.
ㅇ 한편 IPCI증서는 한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
라서 발급하며, 플랫폼의 가입 또한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등
강제적인 조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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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저작권법 법제

1. 중국법의 체계와 법원구조
(1) 중국헌법과 국가구조1)
ㅇ 중국의 1982년 ｢헌법｣에서는 중국이 단일제(單一制)를 시행하는 국가
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음.
ㅇ 당해 헌법에서는 또한 “중국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시행하
며, 중앙과 지방관계를 처리할 때에는 먼저 중앙의 통일된 권위를 옹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일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며, 지방정
부 스스로가 주동성･적극성･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
방정부에 자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임.
-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일제 체제에서
는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 정권은 지방 자치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급(省级) 정부의 구성 방법에 있어 중
앙정부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앙인
민정부와 지방기관의 권력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적 특
징을 띰.
- 즉 “국무원의 직권으로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
적으로 총괄하고, 중앙정부와 성･자치구･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
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
당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중국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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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기구 조직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최고인민
법원

중앙군사
위원회

최고인민
검찰원

국무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
법원

전문
법원

지방
각급
인민
검찰
원

전문
검찰
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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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각급인민정부

(2) 중국의 법률체계
ㅇ 민주주의 입법체계에 의한 한국의 법체계와는 달리 중국의 입법체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에 기초하며,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국가구성형식에 의하여 결정됨.
- 따라서 우리와 달리 입법기관의 유형 및 입법권의 구체적 내용이 복
잡하고 분산되어 있음.
<중국 입법기관>
입법기관

입법권의 내용

전인대

헌법을 개정하고, 형사﹒민사﹒국가기구 기타의 기본법
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인대가 제정해야 하는 (기본)법률을 제외한 기타법
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 전인대 폐회기간에는 전인대
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부분보충이나 개정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함.

국무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함.

성﹒자치구﹒ 직할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필요에 따라 헌
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지
방성법규를 제정함.

비교적 큰 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당해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소속 성과 자치구의 지방성법규와 저
촉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지방성법규를 제정하며
비준 후에 시행함.

경제특구가 소재한 성과
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전인대의 수권결정에 근거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는 경제특구 내에서만 실시됨.

민족자치지방의 인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적 특성에 의거하여 자
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며 비준기관으로부터 비
준을 받아야 만 효력이 발생함.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근거하여 수권
중국인민은행﹒심계서와
의 범위 내에서 부문규장을 제정함.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직속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법규에 근
거하여 지방정부규장을 제정함.

중앙군사위원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
규는 무장역량(군대)의 내부에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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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상술한 (광의의) 법률의 효력은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
규, 부문규장, 지방정부규장의 순이며, 지방성법규는 동급 또는 하급지
방정부의 규장보다 효력이 높으며, 부문규장과 지방정부의 규장은 동
일한 효력을 가짐.
ㅇ 우리의 입법형식과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음.
-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 법률과 전인대 상무위
원회가 제정한 기타법률
-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각
부 및 각 위원회가 제정한 부문규장
-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규장 그리고 자치
조례와 단행조례

ㅇ 중국의 입법체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유의점 ‘규범성문건’과 ‘사법해석’
- 규범성문건은 ‘법률규범문건（法律規範文件）’ 또는 ‘규범성법률문
건（規範性法律文件）’으로 불리기도 하며, 국가기관이 제정한 입법
에 속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문건으로서 이러한 규범성 문건은 입법기관의 규범성 문건, 행정기
관의 규범성 문건, 사법기관의 규범성 문건으로 분류됨.
- 특히 사법기관의 규범성 문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법해석이라
고 함.
- 하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각 법률과 법규에 따라 규범성 문건에 포함되는 법률
과 법규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범성
문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사법부인 법원
의 판단 또는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진 각급 인대의 상무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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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이란 중국 특유의 법적 개념으로, 국가최고사법기관이 법률
을 적용하여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구체적 응용
에 관해서 내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해석과 설명으로서 ‘검찰해석’
과 ‘심판해석’을 포함함.
- 특히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제도는 영미
법 국가는 물론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찾
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제도임.
- 무엇보다 중국의 사법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성문법국가에서 사법기
관이 내린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과 사법실무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의 일종이라는 점임.
※ 당연히 이러한 사법해석을 포함한 규범성 문건은 헌법과 법률에 위
배될 수 없음.

(3) 인터넷을 통한 중국 법령사이트 검색2)
ㅇ 최근 중국은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중국법령 및 관련
자료 검색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용한 법령정보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인터넷을 통한 중국법령들의 범위는 최신
법령에서 사법해석까지 검색할 수 있으며, 중국법령의 대부분은 중문
본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문본 중국법령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이 있으므로 기존에 비해 손쉽고 빠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행법령
을 검색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기관 사이트: 중국의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중문(번체
자/간체자)과 영문서버로 나누어 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법령 및 법
학논문 등을 편집･수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국가기관
의 지원을 받아 법령자료 관련 사이트를 독자적으로 개설하여 법령
검색 서비스를 제공.
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중국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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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기관 사이트>
국가 기관 명칭

사이트

1

국무원

http://www.gov.cn

2

사법부

http://www.moj.gov.cn

3

외교부

http://www.fmprc.gov.cn

4

상무부

http://www.mofcoms.gov.cn

5

공안부

http://www.mos.gov.cn

6

교육부

http://www.moe.gov.cn

7

국토지원부

http://www.mir.gov.cn

8

문화부

http://www.ccnt.gov.cn

9

감사부

http://www.audit.gov.cn

10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v.cn

11

재정부

http://www.mof.gov.cn

12

수리부

http://www.mwr.gov.cn

13

건강가족기획부

http://www.nhfpc.gov.cn

14

민정부

http://www.mca.gov.cn

15

교통운수부

http://www.moc.gov.cn

16

농업부

http://www.agri.gov.cn

17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http://www.saic.gov.cn

18

국가제품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http://www.aqsiq.gov.cn

19

국가지식산권국

http://www.sipo.gov.cn

20

세관

http://www.customs.gov.cn

- 중국법령자료 사이트: 정보공유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법령 및 법학 관련 자료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법령사
이트가 운영되고 있음. 이들 사이트에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대
학･법학연구소에 서 개설한 사이트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상업성 유료사이트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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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자료 사이트>
개설기관

사이트 명칭
중국정보법제
신식망

검색 자료

사이트 주소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
http://www.chinalaw.gov.cn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법원망

중국검찰
중국법률정보망

http://www.chinacourt.gov.org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중국보법망
중국법률자원망

중법망

중국율사망
인민망법률개선
법제일보

http://www.law-star.gov.cn

http://wwwceilaw.com.cn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http://www.legalinfo.gov.cn

http://www.lawbase.com.cn

중국법외상사
해사심판망

무료 법령검색 서비스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중국법률
정보자료를 제공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법령 및
사법해석 포함)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규장･사법
해석과 새로이 제정된 법령 제공
무료와 유료(회원제)로 법령검색 서비스
중국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사법해석･
국제조양･사건판결 및 판례
홍콩･마카오･대만의 법령자료

http://www.1488.com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현행법령
전국변호사협회에 관한 관련정보

http://www.acla.org.cn
인민일보

상용법렬, 최신법령, 영문본
http://law.people.com.cn/bike/index.btm 중국법령(유료)
법제일보
http://www.legalgaily.com.cn
북경대학 법학부

북대법률신식망

법률문고 메뉴: 중국의 법령 및
사법해석의 무료검색
안건대전 메뉴: 중국의 중요한 판례와
민사･형사･행정사건 판결 무료검색
현행법률･법규 및 사법해석, 검찰원에서
판결한 판례 등의 법령자료

http://www.spp.gov.cn

국가정보센터
국신중국법률망

현행법률･행정법규･사법해석 및 판례

http://www.chinalawinfo.com

http://www.ccmt.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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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문
입법･사법･행정기관의 법률해석
법률･법규･판례･사법해석과 소송절차
지방의회와 정부의 법령, 조약과 협정,
외국법, 주요 법률잡지의 논문 전문
섭외상사･해사법･관련판례 및 논문

2. 중국 저작권법 개관
(1)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 개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
행정기관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 작품, 소
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
판권국

전리법
(专利法)

국가지식
산권국
(國家知識
産權局)

상표법

상표국

부정당
경쟁방지법

국가공상
행정
관리국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도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
산권국

식물신종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식물신품종
국가농업부
보호조례

발명: 물질, 물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
술 방안

산업
재산권

전리권

디자인: 제품의 형상, 도안, 색체 등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
운 디자인
상표권

영업
비밀

기타
권리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
(물건만 해당)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
체 포장

노하우, Client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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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법령>
구분

법령

저작권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저작권 행정
처벌 실시조례, 인터넷 저작권행정보호방법,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소
프트웨어저작권 등기방법, 인터넷 정보 전파 보호조례

특허

특허법, 특허법 실시세칙, 특허법 세관보호 실시관련 약간의 규정, 전시
회 지적재산권 보호변법

상표

상표법, 상표법 실시세칙, 유명상표인증과 보호규정

음반제품

음반제품 관리조례, 음향제품 출판관리규정, 음향제품 도매/판매/임대
관리방법, 음향제품 수입관리방법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실시세칙(농업부문), 식물신품
종 보호조례 실시세칙(임업부문), 농업식품 신품종권 침해안건 처리규정

세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공안기관

형사소송법

사법기관

소송 전 특허침해행위정지 법률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불법출판물 형사
안건 심사에 관한 구체응용법률 문제해석,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안건 수
리에 관한 구체 응용 법률문제해석

(2) 중국 저작권 법제의 내용
가. 중국 저작권법의 변천
ㅇ 중국에서 저작권은 판권3)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작자 또는 저작권
자가 법에 근거하여 문학, 예술, 과학저작물에 대하여 향유하는 각종
배타적인 권리의 총합을 의미함.
- 중국에서 저작권법의 연원 즉 존재형식으로는 중국헌법,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법인 <민법통칙>, <형법>,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 중국 저작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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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기타법률인 <저작권법>,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인 <저
작권법 실시조례>,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
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하는 사법해석인 <저작권 민사분쟁안건에 적용
할 약간 문제의 해석>, 행정각부가 제정하는 부문규장인 <소프트웨
어 저작권 등기방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등이 있음.
ㅇ 중국은 1949년 건국이후 오랜 시간 동안 단일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외자유치, 외국과의
무역 등이 활발해지자 법제와 법치주의의 확립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문화산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음.
- 따라서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이 1990년 9월 7일 제7기 전인대 상
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
로 실시됨.
- 동법은 총 6개장 5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저작권의 대상,
내용, 기한, 권리의 제한, 사용허가, 인접권과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음.
- 그 후 TRIPS 등 국제조약의 가입, 인터넷 기술 등 통신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1년 10월 27일에 제1차
개정이 이뤄졌고, 2010년 2월 26일에 제2차 개정이, 그리고 현재
제3차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ㅇ 이번 제3차 개정의 주요 특징은 제1차와 제2차 개정이 외부적 요인으
로 인한 부득이한 개정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스스로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문화산업기업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 이익단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의 이익이 첨예하
게 대립되고 있는 형국임. 따라서 제3차 개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전면개정이 아닌 일부개정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저작권 전문
가들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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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시기>

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제정 (1991년 6월 1일 시행)
2001년 10월 27일 개정 (2001년 10월 27일 시행)
2010년 2월 26일 개정 (2010년 4월 1일 시행)
현재 제4차 개정작업진행 중

※ 참조: 저작권법 제3차 개정작업 현황4)
ㅇ 2012년 3월 31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공포함
과 아울러 널리 의견을 구함. 이번 저작권법 3차 개정작업은 2011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지난해 말에 완성된 ‘전문가건의안(專家建議稿)’을
토대로 올해 초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정
식으로 국무원에 상정할 예정임. 당해 저작권법 개정초안은 기존의 6
장, 총 61개 조문에서 8장, 총 88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함. 주로 행정
법규와 사법해석의 일부 규정들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켰고 국제공약의
기본요구에 따라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대여권,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
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저작권 집중관리의 확대, 실
용예술저작물, 정보통신망전송권 및 방송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였고 영상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 저작권 분쟁의 행정조정 등
내용들을 보충함.
- 기존 저작물의 일종인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電影作品和以類似攝制電影的方法創作的作品)을 ‘영상
저작물(視聽作品)’로 개정함과 아울러 저작인접권 중의 녹화제품(錄
像制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녹화제품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아닌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으로 보호함. 또한, ‘실용예술저작물
(實用藝術作品)’을 새로 추가하여 미술저작물과 독립된 하나의 저작
물로 보호하였고 그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함. 컴퓨터 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문서(document)는 어문저작물(文字作品)로서 직접 보
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計算機軟件)’라는
4) 김용,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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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컴퓨터 프로그램(計算機程序)’으로 변경하였고 유럽과 독일
의 경우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역코드분석(計算機
程序反向工程)’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인격권(人身權利)과 관련하여, 서명권(署名權, 성명표시권)의 정
의를 ‘저작자 신분의 표명 여부와 저작자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표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라고 개정하였고 기존의 수정권(修改
權)을 동일성유지권(保護作品完整權)에 포함시켜 저작인격권을 서명
권, 동일성유지권 및 공표권(發表權)으로 한정함. 저작재산권과 관련
하여 복제권에 디지털화 등의 어떠한 방식도 포함시켰고 방송권(播
放權, 명칭 개정)에 유선방송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정보통신망전
송권(信息網絡傳播權)에 생중계(直播)와 중계(轉播)방식을 추가, 확장
하였고 편집권(匯編權)을 삭제하여 복제권으로 규제함. 컴퓨터 프로
그램의 수정권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攝影作品)의 원본 또는 작
가, 작곡가의 친필원고를 처음 양도한 후 저작권자 또는 상속인, 유
증수락인(受遺贈人)이 당해 원본 또는 친필원고를 매번 재판매할 때
마다 그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추속권(追續權)을 새로 추
가함.
- 법인저작물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투자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였
고 공동저작물에 공동저작자의 소권(訴權)을 추가하였으며, 영상저
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우선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
우에는 제작자(制片者)에게 귀속된다고 개정함. 또한, 업무상 저작물
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우선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직원에게 귀속되며 법인 등은 업무범위 내에
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함. ‘구글 북서치(Google Book
Search)’의 쟁점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저작권법에 ‘고아저작물’에
관한 원칙적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는
국가판권국에 신청함과 아울러 이용료를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국은 200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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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실연자의 대여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번 저
작권법 개정초안에서 특별히 실연자의 대여권을 규정함. 영상저작물
의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약정할 권리가 있으며, 약
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실연자는 그 실연
의 후속 이용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또한, 디지
털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음반제작자의 방송권을
새로 추가하였고 음반을 방송에 이용할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에 대하여 공동으로 합리적인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방
송사업자에게 타인이 인터넷으로 해당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중계
(轉播)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법정허가(法定許可)제도를 개선하여 법정허가의 사전등록을 강제사
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출
처를 밝히는 등 의무를 규정함.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 행정기
관은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하나를 둘에게 파는 것(一
物二買)’을 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독점이용(專有)
허락 및 양도 계약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대항주의’를 채택하
였으며 법정허가에서의 손해배상은 등록을 전제한다고 규정함. 또
한, 기술적 보호조치(技術保護措施, 명칭 개정)와 권리관리정보(利管
理信息權, 명칭 개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정보통신망전송권
보호조례｣ 중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을 온
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확대함.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행
정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기존의 권리침해 열거사항들을 삭
제하여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 하였으며, 순수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심사의무가 없다
고 규정함. 또한, 의도적으로 2차례 이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배상
금액의 1~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저작권집중관
리제도로 한 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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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초안에서 북유럽의 경우를 참고하여 광범위한 대표성
을 보유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국가판권국의 허가를 받아 단체의
비회원을 대표하여 심층적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저작권 행정기관의 강제조치를 확대하여 저작권 행정기관에 차압･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규정함.
<저작권법 구성체계>
법령

법규

규정

지식재산권 도용을 통할 경쟁제거 및 경
쟁제한 행동 금지규정(2015)
문자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규정(2014)
저작권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 담보설정 등록에 관한 규정(201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및 서행판법(2008)
저작권집체관리조례
(1990년 제정,
저작물자원등록조례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2001년 개정,
저작권행정처벌시행방법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
2010년 개정)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
조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록방법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저작권해외대리기구관리장행방법

나. 저작물
ㅇ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 개념: 중국에서 저작물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학,
문예, 과학 영역 내에서 창작성(중국에서는 ‘독창성’이라고 함)을 구
비했으며,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가 가능한 지적창조물”을 가리킴.5)
즉 중국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
성’과 ‘복제가능성’을 구비하여야 함.

5) 중국 저작권실시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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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유형: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문학, 예술, 과학 영역에 속
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9가지로 분류.

제3조 이 법에서 작품이란 아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
학･공정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작품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예술작품
4. 미술, 건축작품
5. 촬영작품
6. 영화작품 및 유사한 영화촬영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7.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작품 및 모형작품
8.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ㅇ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 중국 저작권법 제4조와 제5조는
출판과 보급이 금지되는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사항들을 열거.

제4조
1. 법에 따라 출판 또는 전파가 금지된 작품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2.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공중이
익에 손해를 주어서도 아니 된다.
제5조 이 법은 아래 사항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률･법규,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결정･명령 및 기타 입법･행정･사법 성격을
가진 문서 및 그 정부의 공식번역문
2. 시사뉴스
3. 역법･통용 숫자표･통용서식과 공식

ㅇ 민간문학예술의 법적 보호: 중국 저작권법 제6조는 민간문학예술의 법
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원이 행정법규로 따로 정할 것을 규정.

- 29 -

<민간문학예술작품 저작권 보호조례> (의견수렴안)
제2조 (정의) 본 조례상의 “민간문학예술작품”이란 특정한 민족, 집단 또는 부족
내의 불특정 구성원이 다 함께 창작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된 것으로, 해
당 공동체 구성원의 전통 관념과 문화가치를 구현한 문학예술의 표현이다.
※ 민간문학예술작품은 아래의 유형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민간고사(民间故事), 전설(传说), 시가(诗歌), 가요(歌谣), 속담(谚语) 등 언
어 또는 문자형식으로 표현된 작품.
2. 민간가곡(民间歌曲), 악기(器乐) 등 음악형식으로 표현한 작품.
3. 민간무도(民间舞蹈), 가무(歌舞), 희곡(戏曲), 곡예(曲艺) 등 동작, 자세, 표
정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
4. 민간회화(民间绘画), 도안(图案), 조소(雕塑), 조형(造型), 건축(建筑) 등 평
면 혹은 입체형식으로 표현된 작품.

ㅇ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중국 저작권법 제3조 제8
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유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다른 저작물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부칙 제58조는 구체적인 보호와 관련하여 국무원이 독립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무원은 2001년 12월 20일 신 <컴퓨
터 프로그램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다. 저작(권)자
ㅇ 중국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은 “저작물(작품)을 창작한 국민이 저작자
(작가)이다.”라고 규정함. 하지만 법인과 기타 조직 또한 일정한 경우
저작자로 의제됨
- 특히 중국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은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주재 아
래,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의지를 대표해서 창작했고, 또한 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의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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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주체
- 중국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직무저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저작
권법 제16조 제1항은 “국민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서의 업무완성
을 위해 창작한 저작물은 직물저작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 업무상 저작물: 실제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짐. 하지
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 구체적으로 저작물이 창작된 2년 이내에는, 법인 등
단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단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
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음. 또한 단체가 업무범위 내에서 해
당 업무상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
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쌍방이 약정할 수 있음. 만약 저작물의 창작
이후 2년 이내에 저작자가 소속된 단체가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저
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는 제3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
체의 저작물 사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약정
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등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를 거절하지 못함. 제3자에게서 받은 보수는 저작자와 단체가 약정
된 비율로 분배함. 단체는 그 업무범위 내에서 2년의 기간이 경과하
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법률규정의 특수한 업무상 저작물저작자는 단지 서명권(성명표시권)
만 향유하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는
경우로, 특수한 업무상 저작물의 주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법인과 기타 조직의 기술을 이용해서 창작한 경우로서, 법인과
기타 조직이 책임을 부담하는 공업설계도, 상품설계도, 소프트웨
어, 지도 등 업무상 저작물.
②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업
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향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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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저작물의 권리주체
- 위탁저작물이란 “위탁자가 저작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며, 저
작자는 타인(위탁자)의 의지와 구체적 요구에 따라 창작한 특정한
작품”을 가리킴
- 중국 저작권법 제17조는 “위탁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약정한다. 계약에서 명확한 약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귀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합작저작물의 권리주체
- 중국에서 ‘합작저작물’이란 우리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총칭
하는 용어인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말함. 중국
저작권법 제13조 1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
작권은 공동저작자가 함께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분할이 가능한 합작저작물(결합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각자 창작
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합작저
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이와 달리 분할사용이 불
가능한 저작물(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공동으
로 행사해야 함.

라. 저작인접권
ㅇ 중국 저작권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의 내용 중 “저작권과 관련된 권
익”이 바로 저작인접권이임. 이러한 인접권은 저작물의 전파(보급)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권리임. 이와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에 기인
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접권과 구별됨. 중국에서 인정되는 저작인접권
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3가지임.

- 32 -

-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2. 실연의 이미지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3. 타인에게 현장에서 실연을 생방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4. 타인이 녹음, 녹화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5. 실연이 수록된 음반 및 영상물을 복제 및 발행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6.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인이 실연을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
수를 취득할 권리

-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국 저작권법 제41조>
음반제작자는 제작한 음반을 타인이 복제, 발행, 대여, 전송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중국 저작권법 제43조>
라디오 방송국 및 TV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 공표된 음반 영상
등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
<중국 저작권법 제44조>
라디어 방송국, 및 TV 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타인에게 방송을 허락을 권리.
2. 이미 제작된 라디오 방송 및 TV 방송을 유형매체에 고정하거나 떠는 이러한
유형매체를 복제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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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작물의 취득과 보호기간
ㅇ 저작권의 취득 방식 : 자동취득제도
- 중국 저작권법 제2조는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
은, 공표여부를 불문하고, 본법에 근거해서 저작권을 향유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즉 중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되는
시기에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
-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저작권등기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
한 등기는 사실행위에 대한 인정 또는 증명으로서 공증행위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중국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저작자의 서명권, 수정권, 저작물완전성
보호권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
저작권법상 발표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과 동일하게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이라는 점임.
- 저작재산권: 다음과 같음.
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②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③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업무상 저작물(직무
저작물)의 경우 서명권을 제외한 발표권(공표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처음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50년임. 만약
저작물의 창작이후 50년 동안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호받
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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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작권의 제한
ㅇ 공정이용 (제22조)
-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이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
가 없이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하지만 공정이용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명칭 등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저작권의 제한>
No.

권리

1

개인의 학습･연구 또는 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작품을 소개･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 중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

3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 중에 불가피하
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기타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는 제외

5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
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는 제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미 발표된 작품을 번역 또는 소량으로
복사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원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은 제외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관･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이 판본의 진열 또는 보존의 수요를
위하여, 본 관에서 소장된 작품을 복사하는 경우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당해 공연의 공중에게 비용을 받지 아니
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작품을 모사･회화･촬영･녹화하는 경우

11

중국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된 중국어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
민족의 언어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하는 경우

12

이미 발표된 작품을 맹인용으로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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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허락
- 법정허락이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하지만 공정
이용과 달리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함.
<저작권의 법정허락>
No.

권리

1

저작물 발표 후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전재, 편집 금지의사를 밝힌 경우 이외에,
기타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저작물을 게재 및 전재할 수
있음.

2

음반제작자는 타인이 제작한 음반제품 중의 음악저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보수를 지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
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자가 금지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3

방송사업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방송(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수를 지불하여야 함. 다만 TV방송국이 영화 작품 또는 영화촬영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방송할 경우는 상술한 조건 이외에도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방송사업자가 이미 출반된 음반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
나 보수를 지불해야 함.

5

9년 의무교육 정책과 국가교육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집하여 출
판할 경우, 작가가 이용금지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
아도 되지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ㅇ 저작권의 이용
- 저작권의 양도 :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중국 저작권법 제10조와 제25조가
저작권양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①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 즉 중국 저작권법
제10조가 규정한 여러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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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주체의 변경을 발생. 즉 저작자가 저작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주체는 양도를
받은 자.
③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와는 관련이 없
음. 즉 저작권의 양도 대상은 저작물의 저작권이지 해당 저작물
이 담기 매체가 아님.
- 저작권의 이용허가
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일정한 방식, 지역, 기한
내에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법률행위임.
② 저작권의 이용허가와 양도는 모두 저작권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서로 다른 성질의 법률행위임.
‣ 저작권의 이용허가는 저작권주체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사용권능만을 타인에게 허용한 행위.
‣ 저작권의 이용허가는 오직 약정된 방식, 지역, 기한 동안만 직접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할 수 없음.
‣ 저작권의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적인 이용권한을 가지지 않
은 이용자는 권리침해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직접 자기의 명의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저작권 계약: 저작권계약은 저작권 이용허가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
으로 분류.
① 저작권 이용허가계약: 중국 저작권법 제24조가 저작권 사용허
가계약에 기재해야 할 6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
‣ 이용을 허락한 구체적 권리의 종류 명시
‣ 독점적 이용허가인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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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가의 구체적 범위와 기간
‣ 보수기준과 지불방법 등
‣ 위약책임
‣ 기타 쌍방이 약정한 내용
② 저작권 양도계약: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의 형식으로 하며, 계약
내용에는 주로 다음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저작물의 명칭
‣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지역범위와 기간
‣ 양도비용
‣ 양도비용지불시기와 방식
‣ 위약책임
‣ 기타 쌍방이 약정한 내용
③ 한국과 중국은 이미 베른협약, WTO/TRIPS, WCT, WPPT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
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의 저작권 체계와 내용에서는 큰 차이점
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구체적 내용에서 양국의 저작권법은 다음의 분야에서 차이
가 남.
‣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저작권 양도계약의 방식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⑤ 저작인접권에서의 보상청구권 유무
⑥ 손해배상, 정보제공권 등 집행(enforcement)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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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 비교
(1) 저작물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1. 문자저작물
2. 음악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예술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4. 미술･건축저작물
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6. 영상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그 밖의 건축저작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등 도형저작물과 모형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컴퓨터소프트웨어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저작물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ㅇ 양국 모두 예시적 규정으로 큰 차이가 없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저작
권법에서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표현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하여, 중국 저작권법 제6조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중국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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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의 귀속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 창작자(법인 등은 우선적 이용권리)
 예외 :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되는 경
우(창작자-성명표시권, 법인 등은 보
상할 수 있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 법인 등

- 주로 법인 등의 물질적･기술적 조건
을 이용하여 창작 하고, 법인 등 책
임을 지는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
지도･컴퓨터프로그램 등
- 법인 등이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법
률･행정법규에서 규정 했거나 또는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

ㅇ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귀속에 관하여 양국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원
칙으로 접근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이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보는 반면, 중국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피용자를 저
작자로 하고 법인 등에게 우선 이용권리를 부여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창작자에게 주고, 보상
의 근거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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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의 종류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공표권(发表权), 성명표시권(署名权),
수정권(修改权), 동일성유지권(保护作品
完整权)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復制權), 발행권(發行權), 대여권
(出租權), 전시권(展覽權), 공연권(表演
權), 상영권(放映權), 방송권(廣播權), 정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보통신망 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 촬영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攝制權), 개편권(改編權), 번역권(翻譯 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權), 편집권(彙編權),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

(4) 보호기간
구분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원칙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

공표 후 50년

공표 후 70년

저작인접권

50년

음반 실연 - 70년
방송
-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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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제25조 이 법 제10조 제5에서 제17항이
규정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서면계약을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
1.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이하 생략)
제24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저작자와 이 용허락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이 법이 규정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허락계약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
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
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계약 및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포함되어
야 할 요소들을 저작권법 제24조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
어 이용허락 시 이용허락 권리의 종류, 이용허락 권리의 성격(독점/비
독점), 이용허락 범위･기간, 보수기준과 방법, 위약책임,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용 등이 그것임.
ㅇ 저작권 양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서면계약에 한
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
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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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인접권
구 분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실연자

1.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2. 실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권리
3. 타인이 실연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공개전송라 는 것을 허락하고 보
수받을 수 있는 권리
4. 타인이 녹음, 녹화하는 것을 허
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5. 타인이 실연한 것을 녹취한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 발행할 수 있
도록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6. 타인이 실연한 것을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
도록 허락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 (제38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
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실연
에 한함), 방송권(녹음된 실연 제외)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음반영상제작자는 그 제작한 음반
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영상) 발행, 임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제작자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함 연보상청구권
(제42조)
허락받지 아니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
1. 방송된 라디오, TV 프로그램
을 전파하는 행위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방송사업자
2. 방송된 라디오, TV프로그램을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음반영상매개체에 녹음, 녹화
중국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
과 달리 음반 등의 2차적 사용에 따
른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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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중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생략)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
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
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
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의 범
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권자의 위법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
은 침권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50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
만원(RMB)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
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 125조의 규정
한다.
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권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
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손실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침권자의 위법소
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 배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권행위를 제지하
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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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내 저작권 침해대응
(1) 중국 내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ㅇ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
리(구제)를 통하여 구현됨. 저작권 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는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를 통한 방법, 중재에 의한 해
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음.
ㅇ 전자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민사구제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 행정구
제 및 형사구제에 해당함.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각지
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과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지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저작권 침해분쟁을 조정할 책
임이 있음.
ㅇ 분쟁조정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불복할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
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음부터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
접 인민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함.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합의서면에 의한 중재계약이나 저작권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당사자 간 서면중재계약이 있거나 저작권 계약서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 서면
중재계약이 없거나 계약서상 중재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중재
계약이나 중재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
원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에 의해 피고 주소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
사소송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 45 -

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
ㅇ 중국 저작권법 제47조와 제48조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유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음.
ㅇ 중국 저작권법 제47조가 열거하고 있는 침해행위
1.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당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2. 공동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과 공동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단독 창작한 저
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
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歪曲)･수정(篡改)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6.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번역･주석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소프트
웨어･음반영상 제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
고 당해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 제품을 대여하는 행위(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출판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版式
设计)를 사용하는 행위
10. 실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실연을 현장으로부터 생중계 또는 공
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당해 실연을 녹화하는 행위
11.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 중국 저작권법 제48조가 열거하고 있는 침해행위
1.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상영･방송･편
집하거나 정보네트워크(信息网络)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3. 공연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당해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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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
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을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고의로 삭제하거
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타인이 허위로 서명한 저작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ㅇ 침해행위의 유형
<중국 저작권 침해유형>
침해유형
직접침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련된 작품의 복제, 발행, 2차
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형적 저작권 침해의 유형

간접침해

제3자가 비록 타인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지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도와주었거나 침해자와 모종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

계약 위반에
의한 침해

저작권의 이용을 일반적 계약에 의해 허용할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인격권의
침해

저작권자의 인격권침해는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인정되는 발표
권, 서명권, 작품완전성 보호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구체
적 정황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47 -

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ㅇ 민사책임
- 지식재산권법은 민법의 구성부분으로 저작권은 민사권리 중 하나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
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을 주된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의 주된 형식은 아래와 같음.
<중국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 주요형식>

침해중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즉각 명령하는 것
을 말한다.
∙ 침해자의 주관적인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침해행위를 구성
할 경우에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영향제거
(원상회복)

∙ 침해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그 침해사실을 알려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
물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제거
는 비재산적 성질을 가진 민사책임 방식으로 주로 저작권 침해자의 인
격권에 적용되는 민사책임이다.

공개사과

∙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을 명령
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직접 사과하는 방법, 신문 등에 사과의 글을 게재
하는 방법, 공개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
여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침해행위자가 사죄를 거절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손해배상

∙ 침해행위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전
보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 주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된다.

ㅇ 행정책임
- 행정책임이란 국가저작권행정관리기관(국가판권국 및 지방판권국)
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
관은 오직 국가저작권행정관리부서이며, 기타의 기관은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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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법 제48조가 규정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저작권행정관리
기관은 정황에 따라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소득
을 몰수하고, 불법복제품을 몰수 및 폐기할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
할 수 있음. 정황이 엄중할 경우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불법복제
품의 제작에 이용된 재료, 도구와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음.
<중국 저작권 침해 행정구제>
구분

내용

신청기관

판권국

신청이유

저작권침해 ≪저작권법(著作權法)≫47조,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計算機軟件保護條例)≫24조 위반

신청인
신청기한
결정

저작권자,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 독점사용자 등 이익관계인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불법행위 지속 시 행위중지일로부터 2년 내
불법행위 중지 명령 및 위법소득 몰수
결정 권리침해 복제품 및 그 제조도구 몰수 및 폐기처분, 벌금 부과
결정에 불복 시 행정복의 또는 행정소송 제기

중국 동영상 플랫폼,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벌금 430억 확정돼
□ 현황
ㅇ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콰이보스핀(快播视频)에게 무
려 2.6억 위안(우리돈 약430억)에 달하는 역사상 최고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
었으며 동 처분이 최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됨.
□ 주요내용
ㅇ 사실 콰이보스핀은 4년 전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시장관리관리감독
국(市场监管局)으로부터 무료 2.6억 위안에 달하는 행정벌금을 부과 받음.
ㅇ 하지만 동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여 그동안 행정복의(우리의 ‘행정
심판’에 해당)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430억이라
는 벌금이 확정됨.

- 49 -

- 동 벌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우리의 과태로에 해당함.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지만 벌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큰 주
목을 받은 사안임.
- 4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
음임.
□ 평가
ㅇ 동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향후 중국 동영상 플랫폼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상
당히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사실 동영상 플랫
폼을 비롯한 다양한 민사주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적 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불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기관
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이며,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이 엄청난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향후 우리권리자는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민사적 구제
수단은 물론 행정적･형사적 구제수단 모두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하지만 행정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 모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수로 하지만 우리 권리자들의 요구에 중국기관이 얼마나
따라 줄지는 알 수 없음.

ㅇ 형사책임
- 형사책임이란 침해행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황이 엄중하여 형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함.
중국 저작권법은 형사책임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48조가 열거한 8 가지 침해행위의 유형에 속하고 그 침해행위의
정황이 엄중해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 중국 형법 제317조는 저작권 침해죄(侵犯著作权罪)를 규정하고 있
음. 저작권 침해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혹은 기
타 엄정한 정황에 해당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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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제317호 저작권 침해죄>
행위 유형

벌칙

영리 목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문자저작물, 음악,
이나 구류에 처하고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벌금을 부과
기타 저작물을 복제 발행한 경우
 벌금
2. 타인의 독점 출저작권 소유도서를 출판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3.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
녹음, 녹화 저작물을 복제 발행한 경우
금을 부과
4. 타인이 서명한 미술저작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중국 형법상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 현황
ㅇ 지난 9월 6일 오전, 모 인터넷 관련 회사의 기술책임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직접 파출소에 가서 자신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 또한
이번 일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며, 근무 중인 경찰에게 자신의 범죄기
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함. 또한 만약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수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조사결과 해당 남성은 1개월 이전에 이미 저작권 침해
죄로 상하이 경찰로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음.
- 해당 남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위챗 공중계정을 책임지고 운영하
는 자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중계정을 통하여 소설 등
어문저작물을 네티즌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
사됨.
□ 주요내용
ㅇ 일반적으로 사권(私权)으로 알려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언제 형법이 규정한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임.
ㅇ 중국 형법 제217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죄’는 위법소득의 액수와 정황에 근
거하여 구체적인 양형을 하는데, 즉 위법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이거나 또는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
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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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형법 제217조(저작권 침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위
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
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히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문, 음악, 영화, 드라마, 음반, 소프트웨어, 기타
저작물을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
② 타인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③ 음반 및 방송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
④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저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 중국 형법 제218조(권리침해 복제품 판매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동법 제217가 규정한 권리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도 판매했으며 위법소득의 액수가 거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
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ㅇ 이번 사안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위챗 공중계정에서 타인의 소설작품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송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있
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정황 또한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 속한다”고 함.
ㅇ 또한 사안에서 자수한 남성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법취득한 ‘액수’와 사건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최고인민법
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이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문제의 의견(关于办理侵犯知
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은 형법 제217조와 제218조
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액수’와 ‘정황’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동 의견에 따르면 위법소득의 액수가 3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하며, 위법경영액수가 5만 위안 이상이거나
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어문･음악･영화･드라마･음반･소프트웨어 및 기
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행한 경우, 복제품의 수량이 합계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 해당함.
- 위법소득이 1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소득의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 속
하며, 불법경영액수가 2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문･음악･영화･드라마･음반･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행
했으며, 복제품의 수량이 합계 2500개 이상일 경우, ‘기타 특별히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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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높은 변호사 비용,
상당힌 긴 소송기간, 그리고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아 권리
자들이 권리보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짐. 하지만 이와 달리
형법상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할 경우, 벌금 이외에도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개인과 법인 등 단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의 경우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3대 구제방법(민사,
형사, 행정적 구제방법) 중 형사 즉 경찰과 검찰을 통한 권리구제방법 나아가
행정적 구제방법인 국가판권국과 지방각급 판권국을 통한 권리보호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음.
ㅇ 나아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중국법원이 저작권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하여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과거보다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저작권법 제3차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다. 중재구제와 소송구제6)
ㅇ 중국에서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와 소송을
통한 구제책을 찾는 것이 일반적임. 물론 중재가 가능한 경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ㅇ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재
- 중국의 현행 사법제도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
에 예속되어 있어 공정성 보장이 어렵고, 절차의 복잡 및 시간지연
(섭외사건 인 경우 심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고비용 등의 단점
이 있어 가급적 소송은 피하는 편임. 이와 반대로 당사자가 임의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중재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공정성 보
장에 유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심리가 비공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중국문화산업 비즈니스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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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중재계약을 하면서 많은 경우는 중국측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이라 할 수 있음. 가급적이면 제3국
의 중재기관이나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도
록 하는 것이 좋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중시한다면 제3국의 중재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형평성과 비용,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도
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국에는 중
재기관이 각 지역별로 다수의 각급 중재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중재기관을 특정하고 당해 중재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야 한다는 점임. 만약 관할 중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중재와 소송을
병기할 경우에는 중재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해야 함.
- 중국에는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가 북경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상해와 심천에 분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도 각급의 중재위원
회가 존재하고 있음. 지방의 각급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의 전문성이
나 독립성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방중재
위원회의 경우 중재 비용이 저렴하고 중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
음. 중국의 중재기관 중 섭외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많은 중재위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
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많음.
- 중국국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경우의 절차
① 중재신청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계
약 또는 중재약정 이 되어 있는 계약서와 중재신청서 및 그 부
본을 제출하여야 함.

- 54 -

※ 청구금액이 위안화 50만 위안 이하일 경우 간이절차로 진행
가능 (일반적으로 중재정 구성 후 3개월 내 종결)
② 중재신청수리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에 대해
심사를 하고 수리조건 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하고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리 후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명부를 송달함.
③ 중재위원선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통지 수령일로부터 15
일 내에 각 1인의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양방이 협의하여 수석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이를 중재위원회 에 일임, 또는 각자 1인
내지 3인을 추천하고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함.
④ 답변서 또는 반청구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후 4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함. 중재위원회는 답
변서를 받은 후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중재신청 수리
후에도 신청인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피 신청인
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고, 반청구를 제출할 수
도 있음. 피신청인이 반청구를 할 경우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신청하여야 함.
⑤ 심리 중재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함(중재법 제39조).
다만, 당사 자 사이에 개정심리를 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경우
에는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중재기관은 중재신
청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재결을
할 수 있음. 개정심리를 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20일 전에
개정기일을 양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일 전에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기
일의 연기 여부는 중재기관이 결정함.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
개로 진행함. 중재기관이 재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중재신
청을 취하할 수 있음. 신청인이 서면으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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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중재법 제42조)
⑥ 중재재결(판정) 중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재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고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짐. 소수 중재
원의 다른 의견은 재결서에 기입할 수 있음. 중재정이 다수의견
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짐.
중재정은 중재정이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을 내려야
함. 그러나 중재정의 요구로 중재정위원회 주임이 필요하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
음.(중재규칙 제42조)
ㅇ 소송구제
- 소송구제 방식이란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식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리고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기소할 수 있는 제소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의 기산점은 저
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반드
시 알아야 할 때임.
<중국 소송구제>
사법기관을 이용한 방법
절차
민사소송
(민사소송법근거)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근거)

소 제기-> 법원 접수 및 입안 -> 당사자 통보 -> 합의
정 구성 -> 민사소송 개정 -> 판결

국내 사건: 6개월 내(1심)
소요시간 섭외 사건: 시간 예측하기 힘드나 1년 6개월 정도 소요
(1심)

절차

공안국 또는 검찰원 입안-> 조사-> 검찰원 소송 제기
-> 법원 접수 및 합의정 구성-> 피고 검찰원의 기소장
전달 -> 검찰원 및 피고에게 개정시간 통보-> 개정->
판결

소요시간 1개월 내 판결(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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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과 증명7) :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함. 요건사실로는 크게 ①원고가 주장
하는 피침해대상이 저작물인 점, ② 원고가 그 저작물에 대한 법이
보호하는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의 귀속주체
라는 점, ③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점을 들 수 있
음.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ⅰ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
하여 ⅱ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방법(예컨대, 복제, 공연, 전송, 전시
등)으로 이용하였어야 함. 나아가 피해정지와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
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④ 저작권침해를 원
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 손해
의 발생 및 그 액수,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함. ⑤ 침해정지･금지･예방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정지･금지를 구하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현존하는 점을,
현존하지 않는 경우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피고의 항변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해 통상적으로 피고는 먼저 원고
가 저작권침해의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게 됨. 예
컨대, 원고의 작품이 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거나, 피고
의 작품이 원고의 작품에 의거하지 않았고 양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
사하지 않다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
음. 나아가 피고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등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원을 취득한 점, 저작권법상의 권리제한규정
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
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권리의 포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따라
책임이 감면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항변할 수 있음.

7) 이규형, 김기형, 장현진, 김병국 공저, 저작권과 침해-판례를 중심으로, 육법사, 2016년,
제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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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구제>

출처: 특허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

<한국과 중국의 법원비교>

출처: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중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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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중국 저작권 침해 보호제도 비교
구제유형

내용

1. 권리 침해 사전 민사구제에 있어 중국은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있음.
2.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혹은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중국은
민사구제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중국은 50만 위안 이하로 제한하나 한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름.
1. 중국은 저작권 침해 시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복제 및 발행과 판매의
경우로 한정하여, 위법소득의 규모가 크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상황에
형사구제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음.
2. 한국은 저작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음.
1. 중국은 침해에 대하여 정황이 무겁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관리부문에 의한 권리침해의 정지, 불법소득의 몰수, 권리침
행정구제
해 복제품의 몰수･폐기 등 행정처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2. 한국의 경우 행정적 구제보다는 사법적 구제 즉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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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저작권 소송 일반론

1. 최근 중국법원 저작권 소송 심리현황 개관
ㅇ 최근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저작권 소송
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소송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함
- 기술혁신과 저작권 운영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수익모델과 수익구조
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 새롭고, 복잡하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
건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인민법원이 저작권 소송의 심리
와 판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 과거에는 개별 권리자(자연인)들의 소송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법인 또
는 단체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 대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사건을 부척 늘고 있으며, 저작권 이용 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최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
단 전송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즉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전
송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지
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크게 상향조정되었음
- 저작권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한 계
약상의 분쟁과 저작권의 권한귀속 및 침해와 관련된 분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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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이외의 저작권 분쟁해결방법
ㅇ 최근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주된 이유
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의 권리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의 향상.
- 둘째, 저작권의 가치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고 따라서 저작권 이용
료가 급증했기 때문.
- 셋째, 최근 중국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 지식재산권 저작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
치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
게 줄어들었기 때문.
- 넷째,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
- 다섯째, 협상을 통한 해결,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 나아가 국가판
권국과 지방판권국의 행정적 구제보다 소송제기가 더 권리보호에 유
리하기 때문. 최근에는 기획소송을 통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나아
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ㅇ 하지만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는 소송 이외에도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각각의 분쟁해결방법은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
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1) 상대방과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
ㅇ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가장 먼저 침해자를 상대로 적시
에 통지를 통하여 침해를 정지하고, 그동안 무단으로 이용한 비용을 지
불한 후 추후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자는 등 상대방과 협상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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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사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하지만 침해자 또는 상대방이 이에 응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이러한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을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
에 통지하기 이전에 침해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고 가능하면 공증까
지 받아두면 좋음. 그래야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소송에서 이러한 증거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2) 업계 협회를 통한 조정을 통한 해결방법
ㅇ 예를 들면 PC방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할 경우, 권리자는 PC방 협회 등의 조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달
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회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3) 주무 행정부처에 신고하는 방법
ㅇ 공공이익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각지판권국과 국
가판권국에 제보할 수 있음. 물론 중국의 행정부처가 우리 권리자의 요
청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함. 이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인 북경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유리함.
ㅇ 만약 저작권국이 적극 나설 경우 쉽게 분쟁해결이 가능한데, 이유는 중
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부처들이 인허가권과 강력한 행정처벌권한을 가
지고 있기 때문임.

(4)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ㅇ 중국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한 저
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고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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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
ㅇ 저작권 계약분쟁에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있거나 또는 분쟁 발생
이후 쌍방이 중재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는 약정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중재협의가 성립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함.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협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특히 섭외 저작권 계약 관련 분
쟁에서는 관할권, 준거법, 소송편리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함.

3. 저작권 소송 제기 전 준비사항
ㅇ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아래와 같은 준비를 미리 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소송
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매우 많을 경우 소송 이외의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

(1) 소송위험에 대한 분석
ㅇ 소송위험이란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임. 만
약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이 아닌 다른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
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문
의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피고의 침해 또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증
거의 준비가 충분한지, 소송청구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지,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내인지, 소송시효를 넘어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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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에 대한 사전 평가
ㅇ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권리자는 먼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시간과 경
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특히 소송과 관련한 시간부담의 경
우, 저작권 소송의 1심에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심의 경우 약 3개월
이 소요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도 가능하며, 특히 우리
권리자와 관련된 섭외소송의 경우 이러한 6개월(1심), 3개월(2심) 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소송비용과 권리보호를 위한 비용으
로, 변호사 비용, 침해제품 구매비용, 소송비용, 공증비용, 기술감정
비용, 집행신청비용 등등과 관계됨. 이러한 비용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사전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음.
- 문제는 적시에 이러한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소송이 중지
되거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임.

(3) 관련 법률지식 학습
ㅇ 중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모두 중국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보다 스스
로 저작권법 등 관련 지식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소송업무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중국 저작
권법, 저작권법 실시조례와 민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함.
ㅇ 또한 소송 제기 이전 한국저작권 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법률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북경사무소는
중국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부 법률지식 및 소송지식을 알려줄
수 있을 뿐 권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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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관련 자료 준비
ㅇ 소 제기 이전에 미리 소장 작성, 증거 확보, 변호사 선임 등의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음. 이러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본격적으로 소
송이 진행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8)

4. 저작권 소송 절차 개관
※ 참조8) 중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ㅇ 중국의 법원 구조 개관 및 심급제도
-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
院),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으로 구분되는 지방의 각급 법원과 북경의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으로 구성되는 4급의 일반법원(一般法院)과, 특
수한 사건을 다루는 몇 개의 전문법원(專門人民法院)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리고 기층인민법원은 일종의 파출법원(派出法院)인 인민법정(人民法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재판기관으로서의 협의의 법원은 합의정(合議
庭)과 독임정(獨任庭)으로 나뉘어 각각 재판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합의정
의 경우에는 배심제(陪審制)가 실시되기도 함. 그리고 통상 민사소송의 심급
은 우리와는 달리 양심제(兩審終審制)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2심 재
판이 종심적인 재판이 됨. 즉 중국은 민사,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양심종심제
(2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중국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법원이 사건을 재판
하는 때에는 양심종심제를 실시한다(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법에서도 양심종심제도를 취하고 있음(민소법 제10조)
- 중국의 관할제도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급별관할이 있음. 모든 민사 1심 사
건을 최하위법원인 기층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에
따라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도 제1심 사건의 심판을
담당하게 됨. 이 점은 어렵거나 중대한 사건은 제1심부터 상급법원에서 재판
하도록 하여 양심종심제에서 올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줄이려는 데서 나온
것임. 따라서 언제나 중급인민법원이 종심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민
법원과 최고인민법원도 종심법원이 될 수 있음.

8) 아래의 내용은 “孙汉琦, 中国民事诉讼法의 原理와 해석, 弘文社, 2014년”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자가 정리 요약한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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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민사소송절차를 크게 나눈다면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 및 심판감독절
차로 나눌 수 있음. 중국에서는 양심종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심 절차
가 존재하지 않음. 심판감독절차는 재심절차라고도 하며 이미 법적효력이 발
생한 재판에 착오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급법원, 당사자
또는 각급검찰원이 그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로 심급적 성질을 갖지 않는 특
수한 절차임.
- 재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그 판단대상에 따
라 분류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재판은 판결(判決), 재정(裁定), 결정(決定)
으로 나뉘게 되며, 광의로는 명령(命令)도 이에 포함됨. 주의할 점은 우리의
결정에 유사한 형식을 재정이라 하며 결정은 재정과는 다른 판단대상을 가진
다는 점임. 하지만 아래에서는 우리식의 표현인 ‘결정’이라고 표한하기로 함.
하지만 번역의 문제로‘재정’이라는 용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재정’
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한국의 ‘결정’과 같음. 결국 중국의 ‘결정’이라는
용어는 동 가이드북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바람.
ㅇ 중국과 한국의 용어 차이
- 당사자의 호칭은 소송의 원인, 절차의 종류, 절차 중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명칭을 달리하고 있음. 제1심 통상 민사소송절차에서 자기 이름
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자를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함. 제2심에
서는 자기 명의로 상소심 판결을 구하는 자를 상소인 그 상대방을 피상소인
이라 함. 중국은 양심종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인, 상고인 또는 피
항소인, 피상고인과 같은 명칭은 없으며 불복하는 재판의 종류에 따라 명칭
을 달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항고인, 재항고인 등의 명칭도 없음.
- 소송참가의 경우는 참가의 종류에 따라 독립청구권 있는 참가인과 독립청구
권 없는 참가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심
절차의 경우는 재심에 제1심 절차가 적용되는가 제2심 절차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각각 원심원고와 원심피고, 원심상소인과 원심피상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집행절차에서는 집행신청인과 피집행신청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특별절차 중 선거자격사건의 경우는 기소인(起訴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됨.
그리고 실종선고사건, 인정사망사건, 행위무능력 혹은 제한행위능력선고사
건, 재산무주(無主)인정사건이나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에서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 중국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박회(驳回)라고 함. 다만 소의 각하는 驳回起诉(기소의 박회)로, 청구기각은
驳回诉讼请求(소송상 청구의 박회)라고 하여 뒤에 목적어를 달리 붙여서 구
분하고 있음.
- 철소(撤訴=撤回訴訟)는 우리의 소취하(訴取下)와 같은 개념임. 중국의 경우
는 원고가 마음대로 소를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裁定)를 얻도록 되
어있음.
- 중국에서는 재심절차를 심판감독절차라고 부름. 특징은 당사자만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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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임.
- 재심신청의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너무 넓어 2심으로 종심
한다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는 않음. 따라서 중국의 양심종심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양심(兩審) + 심판감독(재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심종심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불복에 관련된 용어가 우리와 매우 다름에도
주의해야 함. 왜냐하면 판결과 일부의 재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나 단
1회에 한하기 때문에 항소, 상고와 같은 구분이 필요가 없으므로 상소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함. 또한 판결에 대한 불복이냐, 재정에 대한 불복이냐에
따른 용어에 차이가 없는 것도 특징임. 즉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불복을 모두 상소(上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부름. 판결에 대한 것이
건 재정(결정)에 대한 것이건 불문함. 또한 재판의 종류에 따른 불복절차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도상의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라는 용
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항소(抗訴)는 검찰원이
민사재판에 대한 감독절차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재심요청을 가리키는 용어
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1. 1심 기본절차
(1) 소전
ㅇ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신청해야 함.
ㅇ 소전재산보전(诉前财产保全) : 신청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체자격
에 관한 증거, 피신청인의 주소, 피신청인의 은행계좌 등 재산단서와
유효한 담보수속자료를 제출.
ㅇ 소전증거보전(诉前证据保全) : 신청서, 당사자 간에 신청인이 주장한
민사관계(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등)가 존재한다는 초보 증
거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체자격을 가졌다는 증거. 법원은 신청인
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담보를 제공.
ㅇ 소전행위보전(诉前行为保全) : 신청서, 신청인의 권리증명, 피신청인이
침해행위를 했다는 증거,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담보를 제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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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제기
ㅇ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입안정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소장 원본과 피고와 제3자의 인원수에 따른 소장 부분
② 증거 원본 또는 인민법원이 이미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증거의 복제품
③ 원고와 피소의 소송주체 자격에 관한 증명

(3) 입안심사
① 입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입안하고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통지
② 입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불수리 결정을 내림.
만약 당사자가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10
일 이내에 상일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수리 이후 절차
① 법원은 5일 이내에 소장 부분과 증거 부분을 상대방 당사자(피고)에
게 송달해야하며, 피고는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② 피고인에게 30일 동안의 입증기한을 주며, 당사자에게 증거교환을
통지.
③ 당사자는 법원의 수리 이후 증거보전 및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음.

(5) 증거 교환
ㅇ 법정의 지휘 아래 쌍방당사자는 증거를 교환하고 증거에 대한 입증 및
질증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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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정(开庭)
ㅇ 법원은 재판 개시(개정) 3일 이전까지 당사자에게 개정시간과 장소를
통지하며, 공개심리사건의 경우 3일 이전에 공고함. 개정심리는 다음
의 순서로 실시됨. ① 법정조사 ② 법정변론 ③ 최후진술 ④ 법정조정
⑤ 선고

(7) 판결의 효력발생과 상소
ㅇ 법정 기한이 만료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
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는 재판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자발
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만약 기한 만료 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결정은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은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원고를 법
원이 수리한 이후, 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할 수 있음. 원고가 규정된
가한 이내에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2. 2심 기본절차
(1) 입안
ㅇ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 기한 이내
에 1심 법원 또는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고, 2심법원은
1심법원이 이송한 상소자료를 검토하여 상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
안을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2) 개정
① 사건과 관련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명확할 경우, 개정하지 않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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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3일 이전까지 당사자에게 개정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공개심리사건의 경우 3일 이전에 공고를 하며, 개정심리의 순서는
1심과 동일.

(3) 합의정 합의를 통한 재결
ㅇ 재판의 결론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됨. ① 법에 따른 개판(새로운 판
결), ② 원심판결 취소, 원심에게 재심사 요청.
ㅇ 상기 3가지 중 ①②의 경우 즉시 효력을 발생. ③의 경우 당사자는 재
심사해야 하는 판결,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음.

(4) 집행
ㅇ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재판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1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3. 재심 기본절차
(1) 개시
ㅇ 법원직권결정
- 법원의 원장은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위
원회에 제청하여 토론 후 결정함.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률 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명백한 잘못이 존재하는 것
을 발견한 경우, 직접 재심하거나 또는 하급인민법원에게 재심을 명
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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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사자의 신청
- 판결과 결정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상일급 인민법원에 재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
청하여야 함. 하지만 판결과 결정의 집행은 중지되지 않음. 법원은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서 재심여부
를 결정해야 함.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동 법원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함.
ㅇ 검찰원의 항소
- 상급검찰원은 하급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
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관할
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 이상의 인민법원이
심리.
②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는 경우, 본원이 직접
재심하거나 또는 기타 법원이 재심하게 할 수 있으며, 원심법원으
로 하여금 재심하게 할 수 있음.
③ 검찰원의 항소로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 항소를 받은 법원은 재심
을 하거나 또는 하급법원에게 재심하게 할 수 있음.

(3) 심판절차
①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내린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
소할 수 있음.
②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내린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
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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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차도>
원고

소송 전
(소전보전,
소전금령 신청)

2심의
원심
유지(종결)
법원이
심사 후
받아들이
지 않음

당사자
의 불복
항소

2심에서
원심 파기

재산보전,
증거보전
우선 추가
집행
당사자에게
감정 취소
신청

기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증거 등 제출）

법원심사
후 접수

문서송달

답변
서면신청

증거교환
(증거제시,
증거대질)

피고

관할권
이의제기
법원의 기각
당사자의
불복,
항소제기

개정
법정조사, 법정변론,
최후진술, 조정, 선고

법원 이송
결정

2심의 원심
파기 후
관할 지정

2심의
원심유지
판결효력발생

쌍방의
서명 후
효력 발생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
작성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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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소

<2심 절차도>

상고자

상고
고소장 제출
법원심사 후
수리

개정하지 않고
심리진행

개정하여 심리진행

고소 취하

원심유지
(판결 발효)

판결/재정

법에 따라 원심
번복
(판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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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조정서
작성
쌍방의 서명 후
효력 발생

재심
(1심으로 보냄)

<재심 절차도>

당사자

재심 신청서
제출

재정기각
신청

법원심사
（3개월）

법원의 재심
결정

재심절차
시작

법원결정

검찰청
항소

1심과정

2심과정

판결/재정

판결/재정
(발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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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저작권 소송의 구체적 절차

1. 소의 제기
(1) 소제기의 요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19조
ㅇ 중국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
일 것
-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 구체적인 소송청구 및 사실과 이유가 있을 것
- 인민법원이 수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하고,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
ㅇ 즉 이상 네 가지 조건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는 어떻게
확정하며,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됨.

(2)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
• 관련 조문: 저작권 사법해석 제6조
ㅇ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반드시 동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어야 함. 저작권 민사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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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여기에는 저작권의 양도로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자도 포함.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서면형식으로 수권을 얻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 권리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용 허락을 얻거나 소송 제기를 허락 받은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
-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나 피유증인
-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변경 또는 소멸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법
인 또는 기타 조직
- 저작권 계약 분쟁
원고는 반드시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계약이란 ‘저작권 양도 계약’,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등이 포함된다.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도 상관없다. 서면계약도 특정한 양식을 필
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SNS 등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 저작권 침해 분쟁
원고는 반드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저작자
저작권자로부터 수권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저작권자의 상속자 또는 유증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자

(3) 피고의 확정
ㅇ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는 반드
시 민사소송의 주체자격을 구비한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국민, 법인 또
는 기타조직이어야 하며, 국가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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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망한 국민, 소멸한 법인 또는 기타조직도 피고가 될 수 없음.
ㅇ 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권리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위
반한 계약상대방이며,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동
침해행위를 했을 경우, 침해행위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하거나 또는 일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제기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재지 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피
고의 선택은 법원의 관할권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짐.

(4)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
ㅇ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입안부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장 정본과 피고와 제3자(있을 경우에만)의 인원수와 동일한 소장
부본이 필요하며, 부본에는 ‘소 제기자(원고)’의 서명 혹은 날인을
하되 반드시 직접해야 하며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서는 안됨.
- 원고와 피고의 소송주체 자격 증명: 원고가 국민(자연인)일 경우 개
인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인
경우 공상등기서류,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부본, 조직기구 대마증
(기업등록 코드)부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위탁변호사의 신분증
명을 제공. 피고가 법인인 경우 공상등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피
고가 국민(자연인)일 경우 호적 증명, 신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함.
- 증거의 원본 또는 인민법원의 조사결과 원본과 일치한 증거의 복제품

(5) 소장의 작성법
ㅇ 민사소송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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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직장과 주소, 법인 또는 기
타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된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 소송청구와 주요 침해등 사실과 그 이유. 소송청구에는 피고가 부담해
야 할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사실과 이유 부분에는 권리의 권한귀속,
침해행위, 침해받은 사실과 배상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ㅇ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표제: ‘민사기소장’이라고 명시해야 함.
- 당사자의 기본상황: 즉 원고, 피고와 제3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성명, 성별, 연령, 민족, 본적, 직업, 집주소와 우편번호 순서로 기재
하여야 함. 만약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 그에 관
하여 기술해야 함. 만약 법인인 경우, 현제주소지와 소제기 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가 있을 경우 전화번호를 기재.
- 소송청구: 소송청구란 피고에게 부담해야 할 책임을 말하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침해행위 정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요구.
- 사실과 이유: 권리의 권한귀속, 침해행위, 받은 손해의 정도와 손해
배상의 요구 등의 사항을 기재. 사실(사건)의 경과와 소송이유는 간
결･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
하거나 경시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됨. 제공한 증거명칭과 그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와 증명할 사항을 제공.
- 소장의 말미: 소를 제기할 인민법원의 명칭, 원고(기소자)의 성명(날
인).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소장 작성 일
시를 기재. ‘첨부(附项)’에는 소장 부본의 수량(피고의 인원수에 맞
게), 서증(서류형식의 증거, 书证), 물증(물건형식의 증거, 物证), 증
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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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소장(양식)
民事起诉状（范本）
原告：姓名、性别、出生年月日、民族、住址、电话、邮编
被告：姓名、性别、出生年月日、民族、住址、电话、邮编
诉讼请求：
1.
2.
事实与理由：

证据和证据来源，证人姓名和住址：

此致
人民法院
附：本诉状副本

份
起诉人：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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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민사기소장（예시）
원고：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민족, 주소, 전화, 우편번호
피고：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민족, 주소, 전화, 우편번호
기소내용：
1.
2.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인민법원
동봉：본 민사소장

부
기소인：
年

月

日

※ 주의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소추기관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 하나,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소의 제기를 起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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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
ㅇ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은 저작권 분쟁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임. 원고는 침해자의 다양한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침해자에게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그중 민사책임
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음.
<표 3-2 중국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 주요형식>

침해중지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즉각 명령하는 것
을 말함.
∙ 침해자의 주관적인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침해행위를 구성
할 경우에는 즉각 중지해야 함.

영향제거
(원상회복)

∙ 침해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그 침해사실을 알려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
물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영향제거는
비재산적 성질을 가진 민사책임 방식으로 주로 저작권 침해자의 인격권
에 적용되는 민사책임임.

공개사과

∙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할 것을 명령
하는 것임.
∙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직접 사과하는 방법, 신문 등에 사과의 글을 게재
하는 방법, 공개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
여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 등이 포함됨.
∙ 침해행위자가 사죄를 거절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강제집행 할 수 있음.

손해배상

∙ 침해행위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전
보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임.
∙ 주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됨.

ㅇ 만약 저작권 침해행위가 공공이익을 동시에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 행
정관리부처(국가판권국과 지방판권국)는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주된 행정책임은 다음과 같음.
ㅇ 만약 저작권 침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형
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에는 구역, 유기징역과 벌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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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수리와 관할
(1) 수리
가. 법원이 수리하는 저작권 소송의 범위
• 관련 조문: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해석
(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
ㅇ 아래와 같은 저작권 관련 민사분쟁사건은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함.
-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의 귀속, 침해, 계약분쟁 사건
- 소전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행위에 대한 침해 정지신청, 소전
재산보전 및 소전증거보전사건의 신청
-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에 관한 분쟁사건
- 저작권 행정관리부처가 이미 조사･처리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도,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나. 수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상소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23조
ㅇ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또는 구두로 소를 제기한 경우 심사를 해야 함.
- 심사결과 소 제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입안하고, 당사
자에게 통지해야 함.
- 심사결과 소 제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함.
-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고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상소하지 않을 경우 불수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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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입안절차
ㅇ 먼저 법원의 입안정(立案庭)에 가서 관련 소속을 밝힘.
ㅇ 소장과 법원에 제출할 서류 등 자료를 준비한 이후, 법원에 가는 경우
입안부처의 담당자(소송지도요원)가 소송에 대한 지도를 하며, 소송위험
을 알려줌. 입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지도요원이 입안처리창구에
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만약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소송지도요원은 관련부처에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라고 알려줌.
ㅇ 입안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됨.
- 법원이 심사 후 소제기가 수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안업무를 담당
하는 법원공무원이 입안결정을 한 후, 사건 당사자의 성명, 사건이유
등 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경우 사건번호가 자동적으로 생성됨.
- 입안담당공무원은 원고(소송제기자)에게 예납해야 할 사건수리비를
고지하는데, 원고는 법원 입안정 내부에 설치된 은행창구 또는 법원
부근의 은행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 소송비용을 지불한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사건에 대한 수리통지서,
송달주도확인서 등을 발급함.
- 상술한 모든 업무를 마친 이후, 입안담당 법관은 소 제기된 사건을
관련 심판정에 이송함.
- 참고로 중국의 소송절차는 독특하게 수리절차와 심판절차가 분리되
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이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기관은 입안
정(立案庭)과 심판정(审判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당
사자가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 입안정이 제소조건의 합치여부를 심사를 한 후 수
리하기로 결정을 하여 심판정으로 넘겨야 비로소 심판절차가 개시
됨. 사건을 수리한 후에야 법원도 정식으로 당해사건에 대한 재판권
을 가지게 되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판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
며, 당사자도 비로소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가지게 됨. 즉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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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라는 소송행위와 수리결정이라는 법원의 소송행위가 결합되어
야 비로소 소송이 개시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시스템을 중국에서는
입안과 심판의 분리[立审分离]라고 한함.9)
- 또한 중국의 대다수의 기층법원은 현재 소송조정처리센터(诉调对接
中心)를 설치하여 당사자에게 더욱 간편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입안처의 소송지도요원
은 당사자에게 건의 또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소송조정처리센터에서
먼저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라. 소송비용의 수취기준
• 관련 조문: 소송비용지불방법(诉讼费由交纳办法) 제13조
ㅇ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금전적인 분쟁 또는 소송가액이 없
을 경우 각 건에 대하여 500위안에서 1000위안의 비용을 지불하며,
금전적인 분쟁 또는 소송가액이 있을 경우,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함.

• 재산사건 소송비 수취 기준
기준금액
1万元이하
1万~10万元
10万~20万元
20万~50万元
50万~100万元
100万~200万元
200万~500万元
500万~1000万元
1000万~2000万元
2000万元이상

계산방식
50元
2.5%~200元
2%+300元
1.5%+1300元
1%+3800元
0.9%+4800元
0.8%+6800元
0.7%+11800元
0.6%+21800元
0.5%+41800元

9) 孙汉琦, 中国民事诉讼法의 原理와 해석, 弘文社,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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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송비용의 부담
ㅇ 사건수리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을 경
우 쌍방이 분담해서 부담함.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법원이
공동소송당사자 각각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각자
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결정함. 그 중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소송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해당 당사자가 직접 부담함.
ㅇ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다른 재판 즉 1심 재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제2심 소송비용에 대한 지불액수를 확정하는 것
이외에도, 1심 인민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변경결정을 해야 함.
ㅇ 2심법원이 상소를 기각한 사건의 경우, 상소된 사건의 수리비용은 상
소자가 직접 부담하며, 쌍방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 쌍방이 분담해서
부담함.
- 법원의 조정으로 협의된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
상하여 해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
- 소 취하된 사건의 경우, 사건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소송비용은
반액만 지불하면 됨. 기타 소송비용은 실제지출에 근거하여 수취함. 소
가 각하된 사건의 경우, 사건수리비용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
- 집행신청비와 집행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 당사자의 부정당(不正当) 소송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
가 직접 부담.

바. 소송비용의 감면과 지불유예
• 관련 조문: 소송비용지불방법(诉讼费由交纳办法) 제44조~제48조
ㅇ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
우, 법원에 지불유예 또는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지불유예,
감면, 면제는 법원이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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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방식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사건수
리비의 절반만 지불.
-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제기한 본안
과 관련된 소송청구가 법원의 결정으로 병합 심리된 경우 각각의 사
건수리비용의 절반만 지불.

사. 소송비용의 교부와 관리
ㅇ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소
송비용을 예납.
- 사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상세한 목록
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동시에
판결서, 결정서 또는 조정서에 당사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을 명시. 당사자는 법원이 발급한 비용지불영수증과 판결서,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미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해당 비용을 반환해 주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함.
-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의 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계산상에 확실히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결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함.
-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 방법을 사용. 하지만 외국법원의 중국 국민, 기업과 조직에
대한 소송비용청구의 경우, 본국 국민, 기업 및 조직과 차별을 두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함. 즉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함.

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ㅇ 소송비용을 제 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의 종료 또는 소 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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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 때 사건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송의 계속
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음. 원고가 기술
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사법
감정을 실시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음.

(2) 관할
ㅇ 관할이란 쉽게 말해 당사자가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
제암. 중국에서 관할은 지역관할(地域管辖)과 급별관할(级别管辖)로 구
분되며, 피고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불복하는 등 동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음.

1) 중국의 법원체계 및 관할 일반론
가. 중국의 법원체계 및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 개관
ㅇ 중국의 법원제도와 관할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인 법률은 법원조직법이
라고 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구조와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정
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국 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심판권은 아래에 열거된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① 지방 각급인민법원
②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
③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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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경우, 2심 종심제를 실행한다.
제20조 제1항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와 민사의 제1심 사건을 심판하지만, 법률, 법
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24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사건을 심판한다.
① 법률과 법령이 자신의 관할로 정한 제1심 사건
② 기층인민법원이 이송심판을 요청한 제1심 사건
③ 기층인민법원 판결과 재정에 대한 상소사건 및 항소사건
제27조 고급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사건을 심판한다.
① 법령, 법령이 자신의 관할로 정한 제1심 사건
② 하급인민법원이 이송심판을 요청한 제1심 사건
③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에 대한 상소사건 및 항소사건
④ 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절차에 근거하여 제기한 항소사건
⑤ 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절차에 근거하여 제기한 항소사건
제28조 전문인민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따로 규정
한다.
제31조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사건을 심판한다.
① 법률, 법령이 자신의 관할로 정하거나 또는 최고인민법원이 판단하기를 반드
시 자신이 심판해야 할 제1심 사건
② 고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에 대한 상소사건 및 항소사건
③ 최고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절차에 근거하여 제기한 항소사건
제32조 최고인민법원은 심판과정에서 법률,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용할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ㅇ 이를 한국의 제도와 그림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2) 중국 법원의 관할
ㅇ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함. 즉 법
원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를 관할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
할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
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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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분쟁의 관할
ㅇ 저작권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역관할과 급별관할을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함. ‘지역관할’이란 쉽게 말해 어떤 지역의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급별관할’이란 어떤 급의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임. 즉 급별관할이란, 중국의 기층인민법
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중에서 어떤 법원에 소
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은 기층
인민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ㅇ 지역관할: 통상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저작
권 계약사건의 경우, 피고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함.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시 협의를 통하여, 소송발생시 피고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
로 정할 수 있지만, 급별관할과 전속관할(专属管辖)에 관한 규정에 위
반할 수는 없음.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침해행위의 실시지, 침해물품의 보관지, 또는 압류된 지역의 법원의
관할로 함.
- 침해물품의 보관지란 저작물을 침해한 복제품 등을 대량으로 보관하거
나 상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또는 이러한 물품을 은닉한 곳을 말함.
- 압류지역이란 세관, 저작권,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압류한
복제품의 소재지를 말함.
- 컴퓨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행위란 피소된 침해행위와
관련된 온라인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 설비의 소재지를 말함. 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확정이 어려운 경우, 원고가 발견한 권
리를 침해한 컴퓨터 서버 등의 소재지를 침해행위지로 간주함.
- 침해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침해행위의 실시지역이 한 곳이 아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피고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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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경우, 원고는 공동피고 중 한명의 침해행위 실시지역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다수의 피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한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의 침해
행위 실시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됨.
ㅇ 급별관할: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의 경우 중급이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됨. 중국의 각성에 소재하고 있는 고급인민법원은 동 관할구역
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저작권 민
사분쟁사건의 제1심 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저작권사법해
석 제4조, 제5조. 온라인 저작권사법해석 제1조.
가. 민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 검토
<중국 민사소송법>
제2장 관할
제1절 급별관할(级别管辖)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동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① 중대 섭외사건
② 해당 관할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건
③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확정한 사건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 지역 내의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② 당연히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제2절 지역관할(地域管辖)
제21조 공민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과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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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송에서 다수의 피고소재지와 거주지가 2곳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경우, 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피고소재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
이 관할한다.
제28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발생지 또는 피고주소지
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협의로 피소주소
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주소지, 목적물의 소재지 등 쟁의와 실제로 관
계된 지역의 인민법원 관할로 할 것을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지만, 동법상의 급
별관할 및 전속관할의 규정에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두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곳 이상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기소를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장 먼저 입안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절 이송관할(移送管辖)과 지정관할(指定管辖)
제2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경
우, 반드시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 받은 인민법원은 반
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사건을 이송 받은 인민법원이 이송 받은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요청하여 관할을 지정하
게 해야 하며, 스스로 타 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 검토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보통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하
여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제1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①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테러와 관련된 사건
② 무기징역,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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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 검토
<중국 행정소송법>
제3장 관할
제14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5조 중급인민법원은 아래에 열거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① 국무원 부처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내린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제기
된 소송사건
② 세관처리(海关处理)과 관련된 사건
③ 관할구 내의 중대, 복잡한 사건
제16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 지역 내의 중대,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을 수리한다.
①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의 귀속, 침해, 계약분쟁사건 ② 소송전 저작권
침해 정지신청, 저작권 관련 권익행위 신청, 소전 재산보전신청, 소전 증거보전
사건 ③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 분쟁에 관한 사건
제2조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제1심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저작권 행정관리부처가 조사･처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당사
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침해행위자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
며, 인민법원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저작권 행정관리부처가 조사･처리한 저작권 침해 민사분쟁사건을 심
리할 경우 반드시 사건사실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제4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46조, 제47조가 규정한 침
해행위의 실시지, 침해복제품의 소재지 또는 차압 및 압류지역, 피고주소지 인민

- 92 -

법원이 관할한다.
전항이 규정한 침해복제품의 소재지란 침해복제품을 대량 또는 상시적으로 보관
하거나 또는 은닉하고 있는 소재지를 말한다. 차압 및 압류지역이란 세관, 저작권,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침해복제품을 차압, 압류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 서로 다른 침해행위 실시지역의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경우,
원고는 임의로 한 피고의 침해행위 실시지역의 인민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지 침해행위자 일부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해당 피고의 침해해위
실시자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 참조
1.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원
ㅇ 지난 1993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심판
정을 설치한 이후 중국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을 전문
적으로 심판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됨.
ㅇ 특히 2008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
产权战略刚要)’는 “전리 등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사건을 적절하게 집
중적으로 심리 관할하는 문제를 연구하며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립
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음.
ㅇ 2013년 11월 1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
앙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약간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
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운영과 보
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장려기제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음. 동 결정이 발표된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징, 청두, 정저우 등 지역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겠다
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힘.
ㅇ 2014년 6월 6일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
组) 제3차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에 관한 방안(关于设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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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产权法院的方案)’을 심의하여 통과시키며, 같은 해 8월 31일 제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입법의 형식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다는 결정을 하게
됨.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사
건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게 됨.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
할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北京, 上海, 广州知识产权法院案件管辖的规定)>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관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 등 규정에 근
거하여 동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재 지역 내의 아래와 같은 1심 사건을 관할한다.
① 전리,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민사 및 행정사건
② 국무원 부처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내린 저작권, 상표, 부정당경쟁 등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
③ 기타 저명상표(驰名商标)의 인정에 관한 민사사건
제2조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광둥성 내의 동 규정이 규정한 제1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한다.
제3조 베이징시, 상하이시 각 중급인민법원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
권 민사 및 행정사건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광둥성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동 규정이 규정한 제1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한
사건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 각 기층인민법원은 동 규정 제1조 제1항과 제3항
규정한 사건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제4조 소송목적물은 동 규정 제1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기타
내용도 포함하며 동 규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을 확정한다.
제5조 아래와 같은 1심 행정사건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이 관할한다.
① 국무원 부처의 전리, 상표,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수권
확정에 대한 재정 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② 국무원 부처가 내린 전리,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의 강제허락 결정 및 강
제허락 사용비 또는 보수에 관한 재정에 불복할 경우
③ 국무원 부처가 내린 지식재산권 수권과 관련한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제6조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이 내란 1심 저작권,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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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약, 부정당경쟁 등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판결,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사건은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리한다.
제7조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법원이 내린 1심 판결 및 재정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
사건 및 법에 따라서 상일급 법원이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정이 심리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성(직할시) 기층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원이 성
립하기 이전에 수리했지만 아직 심리를 종결하지 못한 동 규정 제1조 제1항과
제3항 규정의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계속해서 심리한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을 제외하고는, 광둥성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 지식
재산권 법원이 성립하기 이전에 수리했지만 아직 심리를 종결하지 못한 동 규정
제1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 중급인민법원이 계속하여 심리한다.

ㅇ 지식재산권 법원은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말함.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 이유는 이들 지역이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임. 특히 베이징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와 관련된 모든 행정소
송의 1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리를 담당하는 국가지식재산권
국, 과거 상표를 담당했던 국가공상국, 그리고 저작권을 담당하는 국가
판권국 등 기관들이 수도인 베이징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임. 그리고 지
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만을 책임지며, 형
사소송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기층법원에서 1심을 담당함.
ㅇ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중국의 중급
법원에 해당함. 따라서 기층법원이 1심인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
원이 설치된 곳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2심을 담당하고, 지식재산
권 법원이 1심을 담당할 경우,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이 2심을 담당함.
ㅇ 우리는 흔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의 지식재산권 법원이 관할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기 최고인민법
원의 관할 규정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작권과 관련한 1심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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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2심이자 최종심을 베이
징, 상하이, 광저우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그 외 지역의 경우 동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임.
ㅇ 따라서 저작권 관련 행정소송 1심은 지식재산권 법원이 있는 지역에서
는 이들 지식재산권 법원이 관할하고, 없는 지역에서는 중급법원이 관
할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이 2심
을 관할함.

□ 참조: 중국의 인터넷 법원
ㅇ 주지하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보급률 나아가 스마트 폰 등 이동
통신기기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특히 전자상
거래 분야를 포함한 온라인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
고 있음.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법적 문제는 당연히 현
실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는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영역 또한 상당한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전문가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함.
ㅇ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인터넷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2017년 처음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의 본
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으며, 최근 베이징과
광저우에 인터넷법원을 추가 설치함.
ㅇ 이렇게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인터넷 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온라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특히
이들 지역에 중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
서 향후 상하이에 인터넷 법원이 설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ㅇ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내용은 이러한 인터넷 법원의 위상 또는 지
위임. 흔히 인터넷 법원이 전문법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법원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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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중급법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이들 인터넷
법원은 관할구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일정한 인터넷 관
련 1심사건을 전담하는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이라는 점임.
ㅇ 그리고 인터넷 법원이 관할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아래 규정 제2호
와 제5호가 규정한 것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처음 공표한 작품의 저작
권 및 인접권의 권한 귀속과 관련한 분쟁” 및 “인터넷상 에서 발표 또
는 공중수신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에
한정됨.
ㅇ 그 결과 당연히 이들 분쟁이외의 분쟁의 경우 기존과 같이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1심을 관할하게 됨. 또한 인터넷 법원이 설치된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지역에서 인터넷 법원이 심리한 저작권 관련
분쟁에 불복할 경우 베이징과 광저우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2심을
관할하고, 항저우의 경우 여전히 항저우에서 관할권을 가진 중급인민
법원이 2심을 관할하게 된다는 점임.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법원 심리사건에 관한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互联网法院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2조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소재 시 관할구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아래에 열거된 제1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④ 인터넷상에서 처음 공표한 작품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권한 귀속과 관련한
분쟁
⑤ 인터넷상 에서 발표 또는 공중수신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
⑪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기타 인터넷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제4조 당사자가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해 제기한 상소사건은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지만, 인터넷 저작권 귀속분쟁 및 침해분쟁,
인터넷 도메인 관련 상소사건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한 사건은 광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이 수리하지만, 인터넷 저작권 귀속분쟁 및 침해 분쟁,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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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의 상소사건은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마. 검토
ㅇ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심
은 기층인민법원, 2심은 중급인민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급인민법원 또는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상의 내용을 토대
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관할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음.
ㅇ 그 전에 중국의 법원제도와 심급제도를 간단히 재차 언급하면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등
4등급으로 분류되며, 우리와 달리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ㅇ 형사소송의 경우 권리자인 원고가 직접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험.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며,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의 경우 잘못하면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음.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인 문화부, 광전총국
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향후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있어서 예상
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 첫째,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계약의 분쟁의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함.
- 둘째,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지
식재산권 법원이 설치된 곳은 지식재산권 법원이 2심 법원이 되지
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2심 법원 즉 최종심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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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됨. 하지만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경우 광저우 시 이외에도
전체 광둥성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2심 관할권을 가짐.
- 셋째, 인터넷 법원이 설치된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들 인터넷 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가지
며, 2심은 베이징과 광저우의 경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항저우의 경
우 관할권을 가진 중급인민법원이 심판함.
- 넷째,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고급인민법원 또는 최고인
민법원의 심판을 받을 기회는 없음.

(2) 관할권 이의
ㅇ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이후, 피고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 안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함. 법원은 관할권 이
의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며, 피고의 관할권 이의에 이유가 있을 경
우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 하지만 피고
의 이의가 이유없을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함. 피고는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일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 상소를 한 경우 동 이의기각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함.
상일급 법원은 입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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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 이의서(管辖权异议书)
管辖权异议书
异议人：姓名、性别、年龄、民族、职业、工作单位、职务、住所/法人
或其他组织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主要负责人的姓名和职务。
贵院

年

字第

号民事诉状收悉。异议人认为贵院对本案并无

管辖权。理由如下：

据此，贵院应将本案移送有管辖权

人民法院 请改准

此致
人民法院
附：
异议人: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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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관할권이의서
이의신청자：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직책, 주소/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리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귀 법원은 00년00의 제00민사소장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의신청자
는 귀 법원이 본 안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다
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본 원은 본 안건을 관할권을 가진 00인민법원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인민법원
동봉：
이의신청자:
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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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3. 소송대리인 선정
ㅇ 저작권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
또한 비교적 복잡함. 따라서 원고 자신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고 나아가
관련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는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저
작권법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바
림직함.

(1) 위탁소송대리인
ㅇ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기소(소제기)와 응소
를 할 수 있음.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은 최대 2명까지임.
ㅇ 위탁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변호사,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
- 당사자의 친족과 당사자의 업무인원
-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근무하는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
한 국민
ㅇ 선임수속:
- 위탁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위탁자가 서명
하거나 날인한 수권위임서(授权委托书)를 제출하여야 함.
- 수권위임서에는 반드시 위탁사항과 권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
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이 소송청구를 승인, 포기, 변경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
거나, 반소 또는 상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위탁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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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경우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서면자료를 제공
해야 함.
ㅇ 주의사항:
-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촉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고지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이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탁한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기소, 응소할 경우
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중화
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ㅇ 대리인의 권한: 증거에 대한 조사와 수집, 동 사건에 관계된 서류 등
재판자료에 대한 열람 등임. 구체적인 권한은 수권위탁서의 수권내용
에 따라 정해짐.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2)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위탁 수속방법
가. 중국국민
ㅇ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우편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한 수권위
탁서는 반드시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증명
을 받아야 함. 만약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중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증명
을 받은 이후 재차 증명을 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설치한 국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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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증명하거나 또는 현지의 애국화교단체(爱国
华侨团体)가 이를 증명해야 함.

나. 외국인, 무국적자
ㅇ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과 조직이 중국변
호사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
에 있어서, 중국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수권위탁서를 우편 등의 방식으
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증명해야 하며,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또
는 중국 및 소재국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증명 수속을
마쳐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수권위탁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4. 기타 절차
ㅇ 저작권 분쟁에서 종종 특수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
는 소송에 있어서 필수절차는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됨.

(1) 재산보전신청(申请财产保全)
ㅇ 당사자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상대방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또는 은
닉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소송 종료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 이전 또
는 소송 중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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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 전부에 부합하여야 함.
- 상대방에게 금전 또는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소송일 것
- 상황이 긴급하여 만약 현재 상대방 재산의 이전과 은닉에 대한 방지
조치를 통하여 막지 않으며, 신청 당사자의 합법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있을 경우
- 명확한 재산단서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적시에 신청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법원에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
할 것
- 주의 사항: 만약 기소 전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재산소재지 법원
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한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기한 경과 후에도 소
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산보전신청은 효력을 상실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

ㅇ 재판보전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재산보전신청서(财产保全申请书)
- 재산보전상황등기표(财产保全情况登记表)
- 보전이 필요한 재산단서 및 관련 증명 자료
① 자동차: 차량 번호, 차량등기관리기관
② 부동산: 주소, 권리자의 성명과 명칭, 부동산 등기자료
③ 개인은행저축: 은행명칭, 주소, 계좌주의 성명, 신분증 번호와 계
좌번호
④ 법인은행저축: 은행명칭, 주소와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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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식 또는 주식계좌 안의 자금: 주주의 계좌번호, 증권거래지정장소
⑥ 기타 재산: 재산의 명칭, 종류, 규격, 수량, 가치, 소유권자, 소재
지 등 상황
- 담보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현금담보의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함.
② 현물담보의 경우: 당사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는 재산보전
을 신청한 재산의 가치와 상응해야 함. 또한 담보하기로 한 물건
의 구매영수증, 재산증 등 해당 담보물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증
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담보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한 현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담보물을 이전, 판매, 훼손, 분실하지 않
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반
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증해야 함.
③ 보증인을 통한 담보의 경우: 법원에 담보서, 영업집조부본의 복사
본, 자산부채료, 손익분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소속해
있는 기관이 날인해야 함. 담보서에는 반드시 담보사항과 담보금
액을 명시해야 함.
- 주의사항: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잘못해서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함. 따라서 재산보전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ㅇ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예
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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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申请费)
관련재산 보호신청

신청비 납부기준

재산의 금액이 1000元를 넘지 않거나
관련없는 재산인 경우

30元

1000~10만元

1%+20元

10만元이상

0.5%+520元, 최고5000元을 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소송비용지불방법 제10조, 제14조, 제20조, 제38조

(2) 증거보전신청(申请证据保全)
ㅇ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핵심 증거가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당사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법원은
증거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어야 함.
ㅇ 증거보전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 보전할 증거는 반드시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즉 동 증거
를 통하여 쌍방당사자 간에 민사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거가 멸실 또는 향후 취득하기 어려울 경우
- 법원에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함
ㅇ 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음.
-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
① 당사자의 기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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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보전신청의 기본내용, 범위와 소재지점
③ 보전 청구를 한 증거가 증명하는 대상
④ 신청이유: 증거가 멸실 또는 향후 취득이 어려우며,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부기해야 함.
- 당사자 간에 신청인이 주장한 민사관계 존재한다는 초보증거: 예를 들
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거 등
- 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피신청인이 보전신청으
로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3) 행위보전신청(申请行为保全)
ㅇ 소 제기 이전 또는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집행이 어렵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입힐 경우,
당사자는 소 제기 이전 또는 소송 중 법원에 행위보전을 신청할 수 있
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정
한 행위의 금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행위보전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금전청구 이외의 청구권에 적용
됨. 예를 들면 침해 중지, 방해제거, 위험제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
구권 등
- 신청인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행위보전조
치를 취한 경우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동 조치를 해지함. 신청인이 소를 제기
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을 잘못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신청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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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① 당사자의 기본상황
②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와 이유 등 사항
2. 신청인의 권리증명: 신청인은 권리가 진실하고 유효하다는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증서 등의 증명서 등이 포함.
3. 피신청인이 침해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증거
4. 법원에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4) 기술감정신청(申请技术鉴定)
ㅇ 소송과 관련된 핵심기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당사자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기술감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술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1. 신청인이 감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
자 일 것
2. 입증책임 기한 내에 신청할 것
3. 감정 내용이 당사자 간에 쟁의(争议)가 있는 기술관련 사실일 것
4. 적시에 감정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ㅇ 만약 신청인이 감정할 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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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감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여, 분쟁사실
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입증불능책
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ㅇ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1. 감정기구의 확정: 감정기구는 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 기술감
정기구로 함. 만약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지정함.
2. 회피신청의 제기: 법원이 감정전문가 명단을 고지한 이후 지정 기한
내에 감정전문가에 대한 회피신청을 할 수 있음. 기한 이내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법원에게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질의를 받게 할 것을 요구
4. 재감정신청: 법원이 위탁한 감정기구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
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술감정비용은 감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
가 예납하며, 사건 종결 시 기술감정료는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법원이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액수를 확정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5) 전문가 법정출두신청(申请专家出庭)
ㅇ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법
원에 신청하여 전문가가 법정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은 1~2명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
건과 관련된 전문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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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 관련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직접 부담.
- 전문가들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반드시 심판원(법관)과 당사자의 문
의에 답하여야 함. 법원의 허락을 얻은 경우, 당사자 각각이 신청한
전문가들이 사건과 관련한 전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대질신문
을 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음.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79

5. 심리
ㅇ 정신으로 입안이 된 경우, 이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소송절차에 진입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때부터 사건을 심리함. 당사자는 이때부
터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소송권리를 부담함.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ㅇ 소송이 개신된 이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① 위탁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음
② 자신이 속한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할 수 있음
③ 회피신청의 제기
④ 증거의 수집과 제공
⑤ 법정변론 진행, 조정 청구 및 자발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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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정기한 내에 상소제기
⑦ 집행신청
⑧ 원고는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하지만 반드시 입증
책임기한 이전에 제기하여야 함. 피고 또는 소송청구사항을 승인하
거나 또는 소송청구를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하거나 관할이
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⑨ 사건 관련 자료의 열람, 사건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의 복제
⑩ 감정신청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1조, 제44조, 제49조, 제51조, 제
64, 제76, 제164조

ㅇ 이와 동시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①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함
② 법원에 정확한 송달주소와 연락방식을 제공해야 함
③ 규정된 기한 이내에 법원에 증거를 제공해야 함
④ 적시에 소송에 법원에 와서 소송에 참가해야 하며, 법관의 지휘에
따르고 소송 질서를 준수해야 함
⑤ 이미 법률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 및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행하여야 함
⑥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9조, 제65조, 제110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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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서 작성법
ㅇ 만약 소송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인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
원은 입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게 되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피고가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인 경우, 소
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답변서는 소장 중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반박이며, 답변
서에는 피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직장, 주소, 연락방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
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연락방식을 기재하여야 함.
- 답변서에는 원고의 소송청구 및 그 근거 및 청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정하거나 일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고의 소송이유와 소송청구를 부정할
수 있음.
- 피고는 실체적인 사항이 아닌 절차상에 사항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임.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피고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재판 중
현장에서 구술로서 답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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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답변서(民事答辩书)
民事答辩状
答辩人：姓名、性别、出生年月日、民族、职业、工作单位和职务、住址
等答辩人因

一案进行如下答辩：

（事实与理由）

（答辩请求）
证据和证据来源，证人姓名和住址：

此致
人民法院
附：答辩状副本

份
起诉人：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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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민사답변서
답변인：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및 직책, 주소 등 답
변인은

때문에 이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사실과 이유）

（답변요구）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인민법원
동봉：답변장

부
기소인：
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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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3) 반소(反诉)
ㅇ 사건 수리 후, 법정 변론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 반소 또한 소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 제기의 조건과 형식
에 부합해야 함. 반소와 구별되는 것이 원고가 제기한 본소(本诉)임.
ㅇ 반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① 반소는 본소를 수리한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② 반소는 오직 본소의 피고가 본소의 원고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
③ 반소와 본소는 반드시 동일한 소송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④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⑤ 반소와 본소의 소송청구는 반드시 사실 또는 법률상으로 일정한 관
련을 가져야 함.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4) 제3자(第三人)와 제3자의 권리
ㅇ 원고와 피고 쌍방 간에 소송이 일정한 경우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참
가방식에는 신청에 의한 참가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참가가 있음.
ㅇ 제3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제3
자로 구분됨.
ㅇ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란 소송목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는 자를 말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짐. 소송에서는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짐.
ㅇ 독립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제3자란 소송목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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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소송결과가 자신의 법률상 이해관계와 영향
이 있는 경우의 자를 말함. 소송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56조

(5) 소의 취하
ㅇ 사건의 심리 과정 중, 원고가 소송 계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할 수 있음. 소 취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신청을
통한 소 취하와 ‘소 취하로 간주하는 경우’임.
1. 신청을 통한 소 취하의 조건
ㅇ 소 취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① 신청인은 원고, 원고의 법정대리인 또는 원고의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어야 함.
② 법원 입안 이후 심판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③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의 경우 권리자의 명확한 수권 없이는 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할 수 없음.
-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사건수리비의 절반만 교부하면 됨. 소
취하 이후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청구를 하면서 재차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소의 취하로 간주하는 경우’란 법원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인데, 특히 당사자(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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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법원의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참여
를 거부하는 경우
② 원고가 법정의 허가 없이 재판 도중 퇴거하는 경우
③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 취하 신청서 작성법
ㅇ 소 취하 신청서의 작성법은 아래와 같음.
- 표제: 소 취하 신청서(民事撤诉申请表)라고 기재.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국민(자연인)
인 경우, 성명, 성별, 연령, 민족, 본적, 직업, 주소 등 기본인적사항
을 반드시 기재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
우, 명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와 법정대료자의 성명과 직
무를 반드시 기재.
- 사건이유: 신청자가 소 취하 신청을 하는 원 소송의 사건이유와 시
간을 기재.
- 소 취하 청구와 이유를 기재. 예를 들면 당사자 간에 화해를 했다거
나, 피고가 자발적으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이행했다거나, 상소자(上
诉者)가 원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설명 등등
- 소 취하 신청서를 송달할 인민법원의 명칭
- 신청인의 서명, 만약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법인 인
감을 날인해야 함.
- 신청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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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 취하 신청서(民事撤诉申请书)
民事撤诉申请书
申请人：
被申请人：
原起诉（或上诉）案由：

申请人于

年

月

日向你院起诉

一案 现因

（写明原因），决定撤回起诉，请法院准许
此致
人民法院
申请人：

（签字或盖章）
年

月

日

민사 소 취하 신청서
신청인：
피신청인：
원 기소（혹은 항소）이유 :

신청인은 00년00월00일에 귀 법원에 대하여 00안을 기소했으나, 현재
00 때문에(원인을 명확하게 작성)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바랍니다.
인민법원
신청인：

（서명 혹은 도장）
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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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6) 회피신청
ㅇ 회피란 사건 담당 법관 등 사건과 관련 있는 자가 동 사건과 특수한 관계
에 있을 경우 동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ㅇ 회피신청의 방식은 크게 서면방식과 구두방식이 있으며, 신청시 반드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ㅇ 회피신청의 조건: 심판인원(법관), 서기, 통역, 감정인, 검증인(勘验人)
등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신청을 할 수 있음.
① 본안당사자 또는 당사자･소송대리인의 근친족;
② 본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
③ 본안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회피신청 시간: 사건에 대한 심리 개시 이후부터 법원 법정변론 종
결시 까지
- 회피신청의 효력: 회피요청을 받은 자는 인민법원이 회피 결정을 하
기 이전, 본안에 참여할 수 없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
외로 함.
-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회피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제출받은 3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決定)하여야 함. 신청인이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결정(決定)을 받은 때 1회 이의(復議)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기간에는 회피신청된 자가 본안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정
지되지 않음.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일 내에 이의에 대한 결
정(復議決定)을 하고, 아울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중국법상 ‘회피’는 우리나라의 제척과 기피를 포함하는 개념임.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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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증책임
ㅇ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거증책임(擧
證責任)이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谁主张,
谁举证).”
가.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64조, 증거규정 제1조, 제2조

ㅇ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
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예외로 함.
① 모두가 아는 사실
② 법률규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일상경험칙으로부터 충분히
추정 가능한 또 다른 사실
③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재판이 확인한 사실
④ 중재기구의 이미 효력이 발생한 중재결정이 확인한 사실
⑤ 유효한 공증문서가 증명한 사실
- 일방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법관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질
문한 이후에도 상대방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하지 않
을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봄.
- 대리인의 승인은 당사자의 승인으로 간주. 하지만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승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를 직접적
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제외됨. 당사자가 현장에서
대리인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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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간주.
- 당사자가 법정변론 종결 이전 승인을 철회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승인행위가 위협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중대한 오해를 한 상황에서 사
실과 부합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승인을 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

나. 저작권 분쟁에서 반드시 수집해야 할 증거
ㅇ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증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증거의
명칭, 증거의 출처, 증명내용,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증명내용에 따라
나눠서 입증하면 됨.
ㅇ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일 경우 다음의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함.

• 관련 조문: 증거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의견 제75조

1. 권리증거: 즉 자신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① 저작물의 원본과 초고
② 합법출판물
③ 저작권 등록증서
④ 인증기구가 발급한 증명 또는 권리취득에 관한 계약서
- 저작권을 승계한 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승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 권리침해증거: 즉 피고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이미 침해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침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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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침해 복제품과 이들 저작권 침해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② 침해행위에 대하여 받은 공증서 등
3. 배상증거: 즉 원고가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거, 예를 들면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위 위법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침해행위를 제지하가 위하여 지불한 합리비용
① 변호사 선임계약 및 관련 영수증
② 침해복제품 구매 영수증과 공증비용 영수증
③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식사와 숙식, 교통비 등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
④ 공상국에서 자료 조사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
- 원고가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배
상을 하도록 판결함.
- 소송에서 피고인 경우, 자신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해야 함. 예를 들면 원고가 제시한 저작권
의 귀속에 관한 증거에 대한 반증을 통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동 제품을 판매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증거
를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 구매 영수증의 제시 등임. 만약
출판사가 피고라면 자신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
거로서 증명해야 함.

•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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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정증거수집 신청
ㅇ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증거조사와 수집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조사와 수집을 요청한 증거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①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며 반드시 법원이 직권으로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자료
③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스스로 조사 및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 법원에 증거조사와 수집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입증책임 기한 만료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법원에 증거조사와 수집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함.
①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직장 명칭과 주소지
②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증거의 내용
③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해야 하는 이유
④ 증명해야 할 사실
- 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증거조사수집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 법원이 만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을 한 경우,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은 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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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명력
ㅇ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형성된 증거는 바로 법정에 제출할 수 없음. 먼
저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받은 이후, 중국정부가 소재국에 설치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국과 소재국이 체결한 관
련 조약에 따라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함.
ㅇ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서 형성된 증거일 경우에도 관련 증명 수속을 거쳐야 함. 외국어로 된
서증 또는 외국어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중국어 번역을 첨부
해야 함.

바. 증거제출
ㅇ 증거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가장 유력한 도구임. 따
라서 소 제기 시 증거를 동시에 제출하여 소장에서 진술한 사실, 이유,
소송청구가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음.
ㅇ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법률규정의 기한, 형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패소의 위험을 부담함.
ㅇ 증거의 법정형식은 아래와 같음.
① 당사자의 진술
② 서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서정의 경우 반드시 중국어 번역
도 첨부해야 함.
③ 물증: 반드시 원품을 제출해야 함.
④ 영상자료: 반드시 진실해야 함.
⑤ 전자데이터
⑥ 증인의 증언: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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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정의견
⑧ 검증기록
- 증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원본 또는 원물을 제출
하는 것이 어렵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복제품, 사진, 부
본, 발췌본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거는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를 원한 경우 1심 개정 이전 또는 개정심리
시에 제출해야 함. 기한이 초과해서 제출한 증거는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사. 입증기간의 연장
ㅇ 만약 입증 기한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실히 존재하
는 경우, 입증기한 내에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입증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음. 만약 연장된 기
한 이내에도 증거제출이 확실히 곤란한 경우, 재차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연기여부를 결정함.
ㅇ 당사자가 기한 경과 후에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정황을 고려하여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또한 증거를 채
택하지만 훈계를 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아.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증거
ㅇ 소송에서의 모든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상호 질증(質證)해야 함. 당사자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
실의 인증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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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영업
비밀, 국가기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증거는 반드시 비밀유지
를 해야 하며, 법정에 제출할 경우 공개재판 때 제시해서는 안됨.

자. 증인의 증언 신청
ㅇ 소송 중 원고와 피고는 사건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재판에 참석해 증언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입증 기한 만료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ㅇ 증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인은 서면증언, 영상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음.
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 증인의 소재지가 매우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③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차. 증거교환
ㅇ 증거교환이란 소송답변 기한 만료 이후 개정심리 이전, 인민법원의 주
재 아래 당사자 상호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함.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저작권소송은 이러한 절
차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증거교환은 저작권 소송에서 매우 중
요한 과정임.
ㅇ 증거교환을 통하여 상호간 분쟁의 핵심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아
무런 쟁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효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ㅇ 이러한 증거교환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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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개정심
리 이전에 증거를 교환하게 할 수 있음. 인민법원은 증거교부 또는
매우 복잡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로 하여금 답변기한 만료 후 개
정심리 이전에 증거를 교환하게 할 수도 있음.
2. 증거교환의 시간은 당사자의 협상일치 나아가 인민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음.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
게 증거교환을 명령했을 경우 증거교환일이 입증기간이 만료되는
날임. 당사자는 입증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락할
경우 증거교환시간 또한 그 기간만큼 연장됨.
3. 증거교환은 법관의 주재 아래 이뤄져야 함. 증거교환 과정에서 법관
은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는 사실, 증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함. 이의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할 사실에 근거하여 이
를 분류하여 기록한 후 이의이유를 기재해야 함. 이와 같은 증거교
환을 통하여 쌍방당사자의 분쟁 또는 쟁의의 주요 문제를 확정할 수
있음.
4.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
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한
시간 내에 교환할 것을 통지해야 함. 증거교환은 일반적으로 2회를
넘어설 수 없음. 하지만 중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거교환은 제외됨.

카. 질증(質證)
ㅇ 질증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혹은 소송참가인이 법원의 주재 하에 제출
된 각종 증거에 대하여 그 진실성, 합법성,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증명
력의 대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박하는 것 혹은 그 과정을 말함.
ㅇ 쌍방이 제공한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질증함. 질
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사실의 인정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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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교환 또는 법정조사과정 중 당사자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하
여 질증의견을 밝힐 수 있음.

타. 재판 참석 시 준비사항
ㅇ 당사자는 개정 전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함.
① 소환장, 신분증
② 법정에서 발언할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데, 원고는 주로 자신의 소송
청구와 소송이유 등을 밝히기나 또는 소장을 낭독할 수도 있음. 피
고는 원고의 소송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찬가
지로 답변서를 낭독할 수도 있음.
③ 복사 또는 복제품으로 제출한 증거의 원본과 원물을 준비해야 함.
④ 제공한 증거에 시청각 자료가 있을 경우, 노트북을 준비하면 좋고,
재판 기록을 메모할 메모장과 볼펜 등을 준비해야 함.
- 재판 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판 내용에 대하여 녹음, 촬영 등을 할
수 없고, 재판 시 핸드폰 등 통신장비는 반드시 전원을 꺼 두어야 함.

(8) 개정심리(开庭审理)
1.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ㅇ 개정 시 원고가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정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하는 경우, 법
원은 소 취하 처리를 할 수 있음.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결석판결
을 내릴 수 있음.
ㅇ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정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하는 경우, 결석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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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음. 결석 심리 중, 피고가 항변하지 않거나, 반박 증거를 제
시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질증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
우 이로 인한 소송위험을 부담하게 됨.

2. 법정심문 과정
ㅇ 법정심문은 법정조사, 법정변론, 최후 진술, 법정조정/심판 등의 과정
을 거침.
- 법정조사: 주로 법정에 제출된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아래의 3가지 내용이 포함됨.
① 당사자 진술
② 법원이 주요 쟁점 정리
③ 입증과 질증
- 법정변론: 각 당사자가 쟁의가 있는 사실과 법률문제에 대하여 질
의, 반박, 논증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발언
②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발언
③ 제3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발언
④ 상호 변론
- 최후진술: 각 당사자가 최종 발언을 함.
- 법정조정/심판: 쌍방당사자에게 법관의 주재 아래 조정을 원하는지
문의하고, 만약 조정을 원한다면 법관의 주재 아래 쌍방당사자는 합
의로서 분쟁을 해결함. 조정 협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
며, 쌍방당사자가 서명 후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는 조종서의 내
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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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조정협의에 실패한 경우, 합의정은
재결을 함.

(9) 소송중지(诉讼中止)
ㅇ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경우, 사건은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심리
기한 이내에 종결하게 되지만, 심리과정에서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
한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한 후 이러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재차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소송의 중지라고 함.
ㅇ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소송을 중지해
야 함.
① 일방당사자가 사망하고 상속인(繼承人)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 여
부를 표명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② 일방당사자가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법정대리인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
③ 일방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소멸(終止)하였으나 아직 권리
의무승계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일방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⑤ 본안이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건이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타 소송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황.
- 소송중지의 원인이 소멸된 후 소송은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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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소
(1) 재판의 효력 발생
ㅇ 중국의 소송절차는 2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과 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1심 법원의 직상급 법원에 상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만약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결
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함. 이와 달리 2심 법원이 내린 판결과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2심 법원이 내린 판결과
결정이 종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임.
ㅇ 효력이 이미 발생한 재판은 다음과 같음.
①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과 결정
② 법에 따라 상소가 금지되는 경우 또는 상소기한을 이미 경과한 판결
과 결정
③ 2심 법원이 내린 판결과 결정
- 판결에 대한 상소기한은 판결문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 결정에 대한 상소기한은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에는 불수리 결정, 법원관할권에 대한
이의 결정, 소제기 기각 결정이 있음.
-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의 상소기한은 판결 또는 결정을 송
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임. 만약 상술한 법정 기한 내에 상소
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기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함.

- 132 -

(2) 상소장의 제출
ㅇ 1심 사건을 담당한 법원 또는 동 법원의 직상급 법원에 상소장과 기타
상소자료를 제출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두 가지 방법의 법적 효
과는 동일함.
ㅇ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1부를 제출해야 하고 이
와 동시에 소송상대방의 인원수에 맞춰 제출해야 함.
ㅇ 민사상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당사자의 기본상황
2. 제1심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와 사건이유
3. 상소 청구와 이유: 상소청구에는 원재판 전부 또는 일부에 불복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원심취소, 전부개판, 일부
개판 등 원하는 청구를 적어야 함. 사실과 이유는 원심판결과 결정
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로 기재하여야 할 내용
은 다음과 같음.
① 사실인정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함.
② 원심확정성질부당
③ 실체법의 적용 부당
④ 법정절차 위반 등
4. 수리법원의 명칭, 본인 서명 또는 날인과 상소장 작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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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소장(民事上诉状)
民事上诉状（范本）
上诉人：姓名、性别、出生年月日、民族、住址、电话、邮编
被上诉人：姓名、性别、出生年月日、民族、住址、电话、邮编
上诉人因
年

一案，不服
月

日作出的（）

人民法院
字第

号民事判决

（或裁定），现提出上诉。
上诉请求：

事实与理由：

此致
人民法院
附：本上诉状副本

份。
上诉人：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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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민사상소장（예시）
상소인：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민족,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피상소인：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민족,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상소인은 00 때문에 00인민법원의 00년 00월 00일의 ()제 00호 민사
판결(혹은 판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함
상소청구：

사실과 이유：

인민법원
동봉：본 상소장 0부
상소인：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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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3) 화해협의의 효력
ㅇ 화해협의는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대하여 협상의 일치를 통하여 작
성한 협의임. 쌍방이 화해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행한 경우, 원고는 일
반적으로 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하게 되고 이로서 소송절차는 종료됨.
화해협의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방당사자가 화해협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해당 협의의 집행을 신청할 수
없음. 하지만 화해협의가 체결된 경우, 동 협의는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일방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
대방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조정협의와 조정서의 효력
ㅇ 쌍방당사자가 조정기구의 조정 아래 조정협의에 동의한 경우, 조정협
의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조정기구가 소재
한 기층법원에 조정협의확인신청을 해야 함. 법원의 심사결과 조정협
의가 유효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전부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조직을 통하여 조정협의를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함. 조정서에는 반드시 소송청구, 사건의 사실과 조정결과
를 기재하여야 함.
- 조정서는 쌍방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경우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짐.
당사자는 조정서를 대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음. 하지만 증거를
통하여 조정이 자원원칙(自愿原则)에 위배되거나 조정협의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음.
- 상소심에서 조정협의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서의 송달 이후에는 원심인민법원의 판결은 취소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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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함.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① 이혼하지 않기로 조정된 이혼사건
② 부양관계유지에 관한 조정
③ 즉시 이행 가능한 사건
④ 기타 조정서 작성이 불필요한 사건
- 조정서의 송달 이전에 일방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 조정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7. 집행
ㅇ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당사자는 재판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하지만 일방당사자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재판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
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1) 집행 시 제출해야 할 자료
ㅇ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집행신청서
②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
③ 본인의 신분증명(신문증, 여권 등) 원본과 복사본. 만약 개체공상호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를 대신해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집
조(사업자등록증)원본과 복사본 및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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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④ 상속인 또는 권리승계자가 집행을 신청할 경우, 상속 또는 권리승계
와 관련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⑤ 기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 예를 들면 집행신청인이 재산소재
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경우,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 내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집행 신청 기간
ㅇ 일반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기한 이전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야 함.
하지만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중지와 중단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① 법률문서가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기간의 마지막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② 만약 분할 이행의 경우, 모든 이행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에
③ 이행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④ 법률문서가 의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 의무자
가 이 규정을 위반한 시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3) 집행신청에 관한 이미 효력 있는 법률문서
1. 법원이 발급한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부대민사판결(결정, 조정)서
② 민사판결(결정, 조정)서
③ 행정판결(결정)서, 행정배상판결(조정)서
④ 지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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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결정과 조정서
3. 공증기관이 부여한 강제집행효력을 가진 채권문서
4. 법원이 법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확인결정을 한 인민조정협의
5. 법원이 그 효력을 승인한 외국법인이 내린 판결, 결정 및 외국 중재기
구의 중재결정
6. 법률규정의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기타 법률문서

(4) 집행서 작성방법
ㅇ 집행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① 집행신청인과 피집행인의 기본인적사항
② 집행신청의 이유와 사항
③ 집행목적물 및 신청인이 알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상황
④ 신청법원의 명칭,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집행신청서의 작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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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서(民事执行书)
申请执行书（范本）
申请执行人：（写明姓名或单位名称及有效证件和号码等基本情况）
法定代表人：（写明姓名、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代理人：（写明姓名、所在单位及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代理人：（写明姓名、所在单位及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被执行人：（写明姓名或名称及有效证件和号码等基本情况）
法定代表人：（写明姓名、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代理人：（写明姓名、所在单位及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代理人：（写明姓名、所在单位及通讯联系方式等基本情况）
因
一案的法律文书业已生效（详见附件）被执行人拒绝
部分没有履行）为此，申请
遵照履行（或被执行人尚有
你院予以强制执行。
请求事项（以下列项可根据生效法律文书确定的内容选择填写）：
一、请求执行
（写明生效法律文书及制作机关、案由和案
号）生效法律文书确定的尚未履行的债务
元
二、请求法律文书确定的尚未履行的债务利息
元（暂计算到 年
月
日止）
三、请求交付财产
（写明财产的名称、数量等）
四、请求完成
行为
五、其他请求
附：
1.申请执行人有效证件复印件
份；
份及身份证复印件
份；
2.代理人、法定代表人身份证明
3.申请执行用法律文书副本
份；
4.继承或承受权利的证明文件；
5.其他文件
份
此致
人民法院
申请执行人：
代理人：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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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신청서（예시）
집행신청인：(이름 혹은 직장의 명칭 및 유효한 증거와 번호 등의 기본 정보)
법정대리인：（이름,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대리인：（이름, 직장 및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대리인：（이름, 직장 및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피집행인：（이름 혹은 직장의 명칭 및 유효한 증거와 번호 등의 기본 정보）
법정대리인：（이름,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대리인：（이름, 직장 및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대리인：（이름, 직장 및 연락방식 등의 기본 정보）
안의 법률문서가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상세한 것은 첨부
문서）피집행인이 이행을 거절하였다,（혹은 피집행인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신청항목(이하의 항목은 효력있는 법률문서의 내용을 골라 적은 것이다.) :
1.
집행신청（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 및 제작기관, 안건의 이
유와 번호) 효력있는 법률문서로 확정한 미이행 책무
원
2. 효력있는 법률문서로 확정한 미이행 책무의 이자율
원（잠
정적으로 계산한다
年
月
日까지）
3. 재산교부요청
（재산의 명칭,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
4. 이행을 원하는
행위
5. 기타요청
동봉：
1.집행신청인의 유효한 증명서 사본
부；
2.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
부 및 증명서 사본
부；
3.집행용 법률문서
부；
4.권한을 상속 또는 위임받은 증명서
부；
5.기타 문서
부
인민법원
집행신청인：
대리인：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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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日

(5) 집행료
ㅇ 집행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 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미리 예납할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피집행인이 집행료를 부담하기 때
문임.

• 신청료(申请费)
종류

계산방식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경우

50~500元

집행금액
혹은 가격

1만元이하

50元

1만~50만元

1.5%~100元

50만~500만元

1%+2400元

500만~1000만元

0.5%+27400元

1000만元이상

0.1%+67400元

민사소송법 제55조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상기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며, 안건 접수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지급신청

재산 사건 수임료의 1/3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게 외국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외국 중재
기구의 결정을 승인 또는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신청료를 예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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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시효와 심리기한
(1) 소송시효
ㅇ 권리침해 소송의 소송시효는 2년이며,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됨. 하지만 권리가 이미 20년 이
상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음. 권리자가 2년을 초과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침해행위가 소 제기 시에도 여
전히 계속되고 있을 경우, 권리의 보호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인민법원
은 반드시 피고의 침해행위 정지를 판결하여야 함. 침해로 인한 손해배
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의 2년
전부터의 기간부터 산정함.
ㅇ 소송시효 만료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청구
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소송시효는 중지됨. 하지만 시효중지의 사유
가 소멸된 날로부터 소송시효는 계속됨.
ㅇ 소송시효는 소의 제기, 당사자 일방의 요구 또는 의무이행의 동의로 인
하여 중단됨. 중단의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재차 기간을 계산함.

(2) 심판 기한
ㅇ 보통절차를 통한 심리는 입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가 있어
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ㅇ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한 사건은 2심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가 있어야 함.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ㅇ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의 경우, 2심 입안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있어야 함.
ㅇ 공고기간, 감정기간, 관할이의심리 및 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 기간은
상술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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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중의 기간 계산
ㅇ 기간(期間)은 법정기간(法定期間)과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기간을 포함함.
ㅇ 기간은 시･일･월･년으로 계산함. 기간이 개시된 시(時)와 일(日)은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ㅇ 기간만료일이 공휴일(節假日)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을 기간만료일로 함.
ㅇ 기간은 우송 도중의 시간(在途時間)은 포함하지 않고 소송문서가 기간
만료 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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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현황과 주요 판례

1.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2017년 저작권 소송 수리현황
1. 중국 3대 지식재산권 법원, 2017년 저작권 분쟁 수리량
급증
□ 현황
ㅇ 2017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의 지식재산권 법원이 2017년 수
리한 저작권 분쟁 사건은 총 9552건으로, 2016년에 비하여 95.53%
증가함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난 2014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총 3곳에 설립됨

□ 주요내용
ㅇ 4월 13일 중국판권(中国版权) 잡지가 공표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의 지식재산권 법
원이 2017년 한 해 동안 수리한 저작권 관련 사건은 총 9552건으로,
2016년 4855건 보다 무려 95.53% 증가함. 이러한 수치는 2014년에
서 2015년까지 초기 1년 동안 수리한 2984건보다 무려 220% 급증한
수치임
ㅇ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베이징시 지식재
산권법원은 저작권 분쟁사건 총 4586건을 수리함. 이는 2016년(2315
건) 보다 98.1% 증가함 수치임. 그중 저작권침해 1심 사건은 1307건
으로, 2016년(420건)에 비하여 211.2% 증가했으며, 저작권 침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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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3279건으로 2016년(1895건)에 비하여 73%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ㅇ 2017년 심리를 종결한 저작권분쟁사건은 총 4456건으로, 2016년
(2090건)에 비하여 113.2% 증가했는데, 그중 저작권분쟁 1심 사건은
1175건으로 2016년(320건)에 비하여 267.2% 증가했으며, 2심 사건은
3281건으로 2016년(1268건)에 비하여 1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수리한 저작권 사건은 3784건으로, 2016
년 1674건 보다 무려 126% 증가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점임
- 중국 화남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인 ‘광저우’의 저작권산업은 최
근 ‘혁신형 도시전략의 실시(建设创新型城市战略的实施)’와 더불어
크게 성장함. 중국 저작권 보호중심의 통계에 따르면, 광둥성의 저
작권 등록수는 2016년 이미 베이징을 넘어섰으며, 지난 몇 년간 꾸
준히 증가해서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자
리 잡음.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광둥성 전체 저작권 등록수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주요 판례
(1) ‘런닝맨’사건
□ 현황
ㅇ 한국 S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수
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중국명은 달려라 형제(奔跑吧兄弟))은 중
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음. 이러한 중국
판 런닝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1심판결이 중국 인터넷 법원에서 나
와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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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015년 10월 30일 중국판 런닝맨 시즌 3이 저장위성방송과 신란망
(新蓝网)망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는데, 같은 해 11월 미구스신(咪咕
视讯)이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유료로 회원들에게 런닝맨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이에 중국판 런닝맨의 저작권자인 저장방송그룹(浙
江广播电视集团)은 자신의 허락 없이 온라인 동영상사이트를 통해서
런닝맨을‘전송’한 미구스쉰과기유한회사(咪咕视讯科技有限公司) 및 미
구스쉰의 모회사인 미구문화과기회사(咪咕文化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항저우 인터넷 법원10)에 소송을 제기함.
ㅇ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상 전송권 침해 여부인데, 중국 저작권
법은 이를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이라고 부름.
- 중국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
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며, 대중은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
소에서 저작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
11항이 규정하고 있음.
ㅇ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런닝맨이라는 영상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했다는 점에서 쉽게 그 침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안의 핵심은 배상액수임. 이에 항저우 인터넷 법
원은 미구스쉰의 행위가 원고의 정보전파네트워크권을 침해했다고 판
단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 495만 위안, 배상합리비용 1만
위안, 총 49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저광그룹이 주장한 각 회 프로그램에 대한 배
상액 49.5위안, 10회에 대한 배상금액 총 495만위안에 대해서는 이
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판결로서 합리비용11) 1만위안을 판결함으로
10)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최초로 설립된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 등 인터넷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전문법원임.
11) 배상합리비용이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합리적인 액수의 지출
로서,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한 비용을 가리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 저작권민사분쟁안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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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496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특히 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저광그룹 및 미구스쉰이 제출한 자
료를 통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의 위법소
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런닝맨의 중국에서의 지명
도, 제작비용, 상업적 가치와 권리침해행위의 성질, 고의여부, 침해
정황, 침해가 지속된 시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상금
액을 정했다고 함.

□ 평가
ㅇ 이번 판결의 최종 결과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2심판결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2심 판결도
1심 판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론 2심 판결은
원심과 달리 배상금액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런닝맨의 상업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심 판결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우리의 포맷을 수입한 중국방송사의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현재 이뤄지고 있고, 법원 또한 이를 지지한다는 점이며,
과거와 달리 배상금의 액수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임.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주지하다시피 과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
했지만, 지금은 배상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
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중국에서 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비용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와
증거보전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
若干问题的解释)’ 제26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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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
□ 현황
ㅇ 지난 6월 29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비용 1505
만 위안(한화 약 25억에 해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와 같이
중국에서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과거보다 크
게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함은 물
론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

□ 주요내용
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고 다숴시스템주식회사(达索系统股份有限公司)는 CATIA계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임. 원고는 자동차공정기술회사인 피
고(상하이과기주식회사上海某科技股份有限公司)가 각종 인력채용사
이트에 CATIA소프트웨어를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모집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회사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ATIA계열의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전증거보전처분(诉前证据保全)을 요청함.
ㅇ 이에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소전증거보전 결정을 내림과 함께 지
난 2017년 5월 11일 집행법관이 직접 피고의 사무실에 가서 조사함.
- 집행법관은 피고회사가 소유한 180대의 컴퓨터 중 10%인 18대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CATIA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기록이 있으며, 증거보전과정에서 피고
가 동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행위를 발견함.
ㅇ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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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따라서 침해행위의 즉각
적인 중지 및 손해배상 1500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11만 위안을 배
상하라고 청구함
ㅇ 피고는 오직 교육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므로 중국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ㅇ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심리 후, “중국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컴퓨
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 베른조약 제5조의 1 규정
에 근거하여,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등록증서 등 증거를 통
하여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해서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중
국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받는다”고 밝힘. 또한 피고의 소프트웨어 사용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CATIA V5계열의 소프
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원
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비용 150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 평가
ㅇ 최근 중국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액수 또한 크게 상향조정되고 있음. 우리 기업도 향후 중국
에서 권리 침해 시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진르토우티아오, 신문기사 무단전재 사건
□ 현황
ㅇ 2015년 6월 5일부터 현대쾌보(现代快报)는 자사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 4편을 보도하였음. 하지만 진르토우티아오(今天头条)가 동 기사
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한 것을 발견한 이후, 2015년 9월 현대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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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운영사인 장쑤현대쾌보전매회사(江苏现代快报传媒有限公司)는 진
르토우티아오의 운영기업인 바이트 댄스(字节跳动, ByteDance)를 상
대로 장쑤성(江苏省) 우시시(无锡市)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을 제기함
ㅇ 이와 관련하여 피고 바이트 댄스사는 문제된 4건의 기사는 자사와 협
력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서 원고 회사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주요내용
ㅇ 1심 법원인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문제된 4건의 신문기사는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无)에서 유(有)라는 독립적인 창작과정을 거
치는 등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음. 또한 창작된 저작물은 업무상 필
요로 인하여 완성된 업무상 저작물(职务作品)에 해당하므로, 동 저작물
의 저작권은 원고 장쑤현대쾌보회사와 동 회사의 우시 자회사에 속한
다”고 하여 사안에서 문제된 신문기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에 해당
하며, 중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
는 한 원고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천명함
ㅇ 또한“피고 바이티 댄스사는 소송에서 단지 링크서비스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설사 링크서
비스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함
과 동시에 “진르토우티아오의 영향력, 전파범위와 주관적 과실 등의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이트 댄스사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과 권리 수호를 위한 합리비용 1.01만 위안을 배상하여야 한
다”고 판결함
ㅇ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바이트 댄스사는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상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소법원은 “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림
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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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 최근 중국에서 신문기사의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특히 신문기사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기자의 창
작성이 들어간 기사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약이 존재하지 않
는 한 법인 등 기관과 단체가 저작권을 행사하게 됨
ㅇ 동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문기사의 무단전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배상액이 과거보다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임.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저
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상금은 더 높아질 전망임.

(4) ‘기적MU’저작권 침해 사건
□ 현황
ㅇ 2017년 3월 15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적MU’와 ‘기적신화 ’
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안에 대한 2심 판결을 내임. 동 판결에
서 법원은 게임화면을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한 작품으로 인정
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손해
배상액인 410만(그 중 400만 위안은 손해배상액이며, 10만 위안은 소
송 등 관련비용에 대한 보전액임) 위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중국 게임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이정표적인 판례로 기록되고 있음.
ㅇ 이에 앞서 1심 법원인 상하이 푸동구 법원은 기적MU 게임의 전체 화
면은 영화와 유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
당한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임. 하
지만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함. 2심 법원의 결론은 1심 법원과 큰 차이
가 없음.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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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와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결
1. 사건개요
ㅇ 기적MU는 한국 웹젠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며, 2002년부터 중국
에서 정식으로 서비스 된 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임. 좡유회사(壮
游公司)는 동 게임의 중국 내 유일한 퍼블리싱 업체이며, 게임물의 보
호와 관련한 권리도 수권 받았음.
ㅇ 2014년 6월 좡유사는 기적신화가 기적MU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광저우숴싱회사(广州硕星公司)와

광저우웨이둥(广州维动公司)회사를

상대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함.
ㅇ 원고 좡유회사는 기적신화와 기적MU는 게임명칭, 스토리전개, 지도화
면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의 복제권, 개편권과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또한
기적신화의 지도, 장면, 괴물 등은 기적MU를 표절한 것이며, 좡유회사
의 저명상표의 특유한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피고들은 게임 흥
보와 관련하여 ‘MU’라는 등록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의 상표전
용권을 침해했으며, ‘기적’이라는 명칭은 원고회사가 개발한 게임의 명
칭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이러한 게임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피
고들은 게임광고에서 ‘10년의 기적’, ‘신화전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함.
ㅇ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숴싱회사는 게임화면은 저작권법이 규정
한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영화작품’ 또는 ‘기타 작품’이
아니라고 항변함. 또한 영화상영은 일방성(단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
진 반면, 온라인 게임은 상호성(쌍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저의 게임방법이 다르므로 게임에서 동일한 게임화
면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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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 푸동구 법원의 1심 판결
ㅇ 푸동법원은 기적MU의 전체 화면은 “영화작품과 유사하다”고 인정함.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적신화의 전체 게임화면은 기적MU와 실질적으
로 유사하며, 따라서 피고인 숴싱회사와 웨이둥회사는 원고의 저작권
을 침해했다고 인정함. 이와 동시에 웨이둥 회사가 게임흥보과정에서
쉽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 숴싱회사와 함께
허위광고라는 부정당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1심법원은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 숴싱회사와 웨이동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의 정지, 손해배상 500만 위안 및 합리비용 10만 위
안지불, 영향제거라는 민사책임 판결함. 하지만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함.
3.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2심판결
ㅇ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2심 판결에서 기적MU의 전체 게임화면은 중
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판단
함. 또한 판결에서 “영화작품과 유사한”이라는 것의 의미를 밝혔는데,
동 법원에 따르면 영화작품의 특징은 표현형식이 연속적인 화면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며, 문제된 온라인 게임의 화면은 전반적으로 연속적
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
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피고들의 허위광고행위
를 부정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경제
적 손실로 인한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 및 10만 위안의 합리비용을
배상을 명령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함.

□ 평가 및 시사점
ㅇ 동 사안은 중국 게임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판결
이지만 향후 우리 게임기업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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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동 판결에서 게임화면을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로 인정한
점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상향조정 됐
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동 판결이 나온 이후 현재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게임화면을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저
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최근 광저우 중급법원이 작년
10월 내린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와 달리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향후 더욱 철저해 질 것으로 예상됨.
ㅇ 주지하다시피 과거 중국에서 게임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음. 이는 중국 저작권법이 온라인 게임의 저작물
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따라서 과거에
는 온라인 게임을 미술저작물 또는 다수의 저작물이 결합된 저작물로
판단하여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여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과거의
보호방식은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
ㅇ 비록 중국 현실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물성 인정 및 사법적 보호와
관련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
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50만 위안이라는 최고배상액을 넘어서서 4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게임업계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
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됨.
ㅇ 아래에서는 상기 판례와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
게 살펴보기로 함.
(1) 중국법원은 온라인 게임화면을 왜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
작된 저작물로 보았는가?
ㅇ 중국에서 저작물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학, 문예, 과학
영역 내에서 창작성(중국에서는 ‘독창성’이라고 함)을 구비했으며, 유
형의 형식으로 복제가 가능한 지적창조물”을 가리킴. 즉 중국에서 저작
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복제가능성’
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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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의 유형을 문학･예술･과학 영역
에 속하는 다음의 9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제3조 이 법에서 작품이란 아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
학･공정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작품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예술작품
4. 미술, 건축작품
5. 촬영작품
6.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7.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작품 및 모형작품
8.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ㅇ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동 규정은 예시규정이라고 인정되고 있지만 게임
저작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 따라서 과거에는 게임을 어떠한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설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은 게임
의 전체화면을 저작권법 제3조 제6항이 규정한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
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물론 게임 전체를 “영화촬
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게임을
이루는 각각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은 여전히 저작권법에 의한 중
복적 보호가 가능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게임물을 영상저작물로서 보
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중국 저작권법상 제3조 제6항이 규
정한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이란 우
리의 영상저작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한국의 일부 신문과 뉴스보도에는
중국의 저작권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중국 기업
에게 훨씬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어서 우리 권리자에게 불리하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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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함. 현재 중국의 저작권
법 실시상황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자국 권리자에게
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임. 이는 오히려 저작권법 제정
과 개정 당시 게임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이
거나 또는 게임을 컴퓨터 프로그램, 미술작품, 문자작품, 음악작품 등
과 같이 게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2.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50만 위안의 최고 손해배상액을 넘어선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 중국 저작권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은 제49조임. 제49조는 “저
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권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함. 실제 손실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침권자
의 위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음.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
권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됨. 권리자
의 실제 손해 또는 침권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
원은 침권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50만원(RMB)이하의 배상금 지
급을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손
해배상이 원칙임. 즉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
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가지고 배상액을
결정함. 하지만 중국 사법 실무에 있어서 그동안 동 법의 규정을 소극
적으로 해석해서 법정손해배상 액수인 50만 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게임저작물의 침
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을 이유로 과거 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배상액도 더 높아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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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소고
ㅇ 중국 게임업체의 우리 게임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과 침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법
원을 통한 권리구제방식인 사법적 구제임. 물론 위의 기적MU사건 그
리고 최근 중국 법원이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베낀 이른바 ‘짝
퉁게임’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적MU’와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모두 중
국 내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임.
ㅇ 결국 중국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업체이며, 원고들이 중
국의 대표적인 게임업체이자 퍼블리싱 업체라는 점임. 이와 달리 우리
기업이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
보호주의 경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임. 이는 결국 중국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중국
측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줌.
ㅇ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게임저작물 침해에 대한 우리 기업
의 대응방안임.
(1) 먼저 권리침해 성명을 통한 중국 내 비판적 여론 조성을 통하여 중
국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촉구하는 방안이 있음. 비록 동 방안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 권리침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음.
(2) 저작권법을 통한 대응방안으로 게임화면전체를 영화유사저작물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게임을 이루는 각각의 저작물 침해를 동시
에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
(3) 부정당경쟁법을 통한 대응방안으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부정당경쟁행위와 연계하여 적극 주장하는 방안인데, 최근
개정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인터넷과 관계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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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침해의 사전예방
및 중지로서 만약 중국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침해로 인
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5) 기타 행정적 보호 즉 중국의 각급 판권국과 판권보호중심을 통한
행정적 보호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호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북경대표처와 같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5) 위메이드, 중국 ‘미르2’ 저작권 소송
□ 현황
ㅇ 우리 게임사 위메이드(WEMADE)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한자로는 ‘热血传奇’)’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 게임사 ‘37후위(상
하이)과기회사(三七互娱（上海）科技有限公司, 이하 ‘37게임즈’)와 ‘베
이징치커췅샹과기회사(北京奇客创想科技有限公司, 이하 ‘치커췅샹’)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소송에서 지난 2018년 12월 28일 승소함으로써 우리 게임업계
는 물론 중국 게임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2016년 4월 시작돼 약 2년 6개월 만
인 지난 2018년 12월에 1심 확정 판결이 나옴.
ㅇ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기패업(传奇
霸业)’의 서비스를 즉시 중지하고(저작권 침해에 해당), 관련 허위광고
행위를 중단하며(불공정행위에 해당), ‘열혈전기’의 저작권자인 원고
위메이드사에게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비용 36만 위안을 배
상하라”고 판결함.

□ 주요내용
ㅇ 원고 위메이드사의 소송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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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액토즈소프트사(이하 ‘액토즈사’)는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행사와 관
련된) 모든 권리’를 액토즈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한 것은 아님.
- 37게임즈, 치커췅샹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기패업’ 웹 게임은 스
스로 정식 라이선스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두 게임을 대비한
결과 두 게임상의 인물역할･무기･도구･복장･지도･건축물 등 여러
게임의 핵심콘텐츠 모두가 ‘열혈전기’게임 콘텐츠를 그대로 모방하
고 있으므로, 위메이드사가 ‘열혈전기’ 게임에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함.
- 37게임사와 치커췅샹사가 ‘전기패업’게임의 등록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동 게임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음(正版授权)’, ‘전기1.76
판의 컴백(重现传奇1.76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의적으로
‘전기패업’과 ‘열혈전기’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꾸며 대중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허위마케팅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경쟁행위에
속함.
- 위메이드사는 법원에 두 피고의 ‘열혈전기’의 게임저작권 침해중지
는 물론 관련 허위마케팅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청구하며, 공개
사과와 더불어 두 피고가 공동으로 위메이드사가 권리침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비용 합계 3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함.
ㅇ 이에 대한 피고 37게임즈의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설사 위메이드사가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는 단지 초기에 중국에서 서비스 된 ‘열혈전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임. 그동안 중국 내에서의 다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열혈전
기’의 게임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기존 ‘열혈전기’에 기반하여
새롭게 서비스된 신 버전에 대한 권리는 액토즈사가 소유하고 있음.
위메이드와 액토즈사는 협의를 통하여 ‘열혈전기’ 게임의 중국 내
권리보호 등 권한을 액토즈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메이드사는 동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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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기패업’게임 개발 및 운영은 성지회사(盛绩公司)와 성지회사
의 ‘전기세계(传奇世界)’로 부터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열
혈전기’ 게임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위메이드사는 ‘전기패업’ 게임
과 ‘열혈전기’ 게임이 유사하거나 근접한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요소가 많지 않음.
- ‘전기류 게임(传奇类游戏)’은 현재 중국에서 격투와 관련한 게임을
의미하는 하나의 게임유형으로 자리 잡는 등 ‘전기’라는 용어는 게
임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므로 이러한 용어사용이 불공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음
ㅇ 37게임즈는 답변서 제출 기한 이내에 관할권 이의 신청도 제기함. 하
지만 최종적으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결정으로 37게임즈의 관할
권 이의신청을 기각함.
-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하여
치커췅샹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전기패업’ 게임포트를 제공하여
동 게임을 운영 및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치커췅샹사는 동
사안의 피고적격을 가지며, 피고 치커췅샹사가 베이징시 하이뎬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원의 관할지역에 포함됨. 또한 위메이드
사는 37게임즈와 치커췅샹사가 자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
다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 제1심 사건
에 해당함. 따라서 동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라
고 결정함.
- 동 민사결정서가 나온 이후 피고 37게임즈는 법정 상소기한 이내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37게임즈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상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ㅇ 위와 같이 법원은 먼저 위메이드사가 ‘열혈전기’시리즈의 저작권 공유
자로서 독립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즉 원
고적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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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열혈전기’ 웹 게임 전체는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
당하며, 2005년 ‘열혈전기(热血传奇)’, 2010년 ‘전기속장(传奇续
章)’ 및 2015년 ‘열혈전기(热血传奇)’ 게임들 모두는 비록 일정 부분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핵심 콘텐츠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
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전기패업’과 ‘열혈전기’ 두 게임 상의 인물의 역할과 이름이 동일하
거나 매우 유사하며, 인물의 외관묘사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
며, 두 게임의 핵심내용 또한 유사함.
- 피고 37게임즈가 ‘전기세계(传奇世界)’의 위임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기패업’이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음. 즉 ‘전기패업’은 원고 위메이드사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 따라서 ‘전기패업’은 ‘열혈전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2차
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결국 ‘열혈전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改编
权)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열혈전기’의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함.
ㅇ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기패업’이 ‘열혈전기’와 관계가 있는 것
처럼 마케팅 한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전기패업’이 ‘열혈전기’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려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불
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ㅇ 최종적으로 법원은 37게임즈와 치커췅샹사 모두 주관적인 고의와 과
실이 존재하며, 침해방식･시간･범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37게임
즈에게 218930위안, 치커췅샹사에게 15만 위안의 합리비용을 원고
위메이드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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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중국 3대 지식재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하나인 베이징 지
식재산권 법원에서 1심을 관할했으므로 2심은 동 법원의 상소법인인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함.
ㅇ 하지만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위
메이드의 소송청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피고사 특히
37게임즈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물론 2심 법원인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견하기는 힘들
지만, 중국 사법현실에서 1심법원의 판결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
우가 많다는 점과 1심 법원이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점을 감안해 보
면 2심에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ㅇ 현재 중국에서는 우리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 다수의 게임이 유통되
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게임사들은 위메이드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중국 내 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참 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 침해 사건 심리지침’ 발표

□ 현황
ㅇ 지난 4월 20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저작권 침해사건 심리지침
(侵害著作权案件审理指南)’을 발표함
ㅇ 지침은 11개 부분, 총 16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규정, 권
리객체, 권리귀속, 권리침해인정(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 포함), 항변사유, 법적 책임,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 침해인정, 영상
작품 저작권 침해의 인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인정 등 11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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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소개에 따르면 ‘지침’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ㅇ ‘지침’은 사건의 심리원칙 및 사건종결의 심리방식을 명확히 했으며,
“보호강화, 창작 격려, 전파촉칙, 이익균형”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또
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절차문제와 관련된 심사, 소권행사방식 및 실제
적 문제에 대한 심리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
ㅇ 객체심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서명(署名)인정규칙의 통일화 방식을
제시함. 또한 ‘지침’은 작품심사의 4가지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최근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신상황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온라
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서명인정규칙을 정리함
-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의 객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 첫째, 문학, 예술, 과학 범위에 속
하는 자연인이 창작한 저작물인가? 둘째, 창작성을 구비하였는가?
셋째, 일정한 표현형식을 구비하였는가? 넷째, 복제가능한가?
ㅇ 권리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안건에 대한 심리규칙을 제시하였으
며,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의 인정에 대하여 구체
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
해 사건에 대한 심리방법에 대해서도 확정하고 있음
ㅇ 권리보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의 적용방법과 계산방법을 구체
화했으며, 배상액수와 관련된 ‘입증곤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며, ‘고의적 악의적 권리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64 -

Ⅵ. 결 론

ㅇ 최근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韩令), 나아가 중국정부의 자국
연성(软实力)파워 즉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하여 자국 문화콘텐츠를 적
극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있는 등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콘텐츠
의 중국 진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당연히 한국 콘텐
츠의 대중국 수출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한류로 대표되
던 한국의 드라마, 연예인, 한국 음악과 게임 등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음. 하지만 중국은 약 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
이며,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많은 중국인들이
문화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등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 나아가 최근에는 인터넷 소설, 온라인 게
임, 웹 드라마, 지식공유 등 질 좋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크게 성장하
고 있으며 그 발전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음.
ㅇ 최근 중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과거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한국 콘
텐츠에 대한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리자들은 자
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그렇다고 우
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음.
ㅇ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조정과 중재 등 상호 협상
과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방법, 행정기관인 국가판권국과 지방 각급
판권국을 통한 행정적 보호 방법, 나아가 사법기관인 법원의 소송을 통
한 소송적 보호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ㅇ 물론 분쟁의 해결에서 있어서 상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율적인 해
결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음. 행정기관인
판권국, 문화부, 광전총국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으며, 무엇
보다 이들 중국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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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도 불분명함. 최근에는 기존 광전총국의 일부 기능을 정부기관
이 아닌 당의 기관인 선전부로 이관했는데, 이에 따라 신물출판업무(게
임판호 포함)와 해외 영상물 등을 관리했던 권한을 향후 중국공산당의
핵심 조직인 선전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선전부를 상대로 권리구제
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음. 당연히 당의 기관인 선전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다는 이유
로 각하될 것임. 담당 행정기관인 신문출판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동 기관이 사실상 선전부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
ㅇ 또한 과거에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2~3년이 소요되는 등 상당히 장기
라는 점, 변호사 비용 등 권리구제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 외에도, 중국 법원이 은근히 자국 권리자 편들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송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으며, 심지어 ‘소송무용론’까지 주
장되곤 했음.
ㅇ 하지만 최근 중국의 법원이 변화하기 시작했음.
- 첫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로 인한 소송 중 외국권리자가 원고이고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이 피
고인 소송에서 외국권리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 둘째, 과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손해배상액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소송무용론까지 주장되었지만, 최근 중국 내 저작권 가격의 상
승과 더불어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부가되
어 손해배상액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음.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제3차 개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확실시 되고 있음.
- 셋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심리 판단하는
지식재산권 법원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신설되었으며, 최근
에는 인터넷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인터넷 법원도, 항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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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립되었음.
ㅇ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콘텐츠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소송구제방법이 중요해 졌으며, 우리 권리자들 또한 중국에서 적극적
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그러나 중국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 행정서류 구비부터 행정절차 등등 복잡하고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좋음. 우리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내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중국법을 모르는 권리자에게
소송제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중국어도 어렵고 변호사 선임도 쉽지 않
고, 설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ㅇ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중국 저작권 소송 가이드안’을
편찬하게 되었음. 본 가이드가 중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권
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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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주요 법령(중국 저작권법, 저작권법 실시조례 등)
<부록> 중국 저작권 관련 주요법령

ㅇ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시행 2010.4.1] [주석령 제26호, 2010.2.26, 개정]
ㅇ 주요 행정법규
-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
[시행 2011.3.19] [국무원령 제594호, 2011.3.19, 개정]
- 음반제품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잠정방법
(廣播電臺電視臺播放錄音制品支付報酬暫行辦法)
[시행 2010.1.1] [국무원령 제566호, 2009.11.10, 제정]
- 정보통신망전송권 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시행 2006.7.1] [국무원령 제468호, 2006.5.18, 제정]
-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權集體管理條例)
[시행 2005.3.1] [국무원령 제429호, 2004.12.28,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
[시행 2002.9.15] [국무원령 제359호, 2002.8.2, 개정]
-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시행 2002.1.1] [국무원령 제339호, 2001.12.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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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저작권조약 실시규정(實施國際著作權條約的規定)
[시행 1992.9.30] [국무원령 제105호, 1992.9.25, 제정]
ㅇ 주요 사법해석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
院、公安部關于辦理侵犯知識産權刑事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意見)
[시행 2011.1.10] [최고인민법원 발포 2011년 제3호, 2011.1.10, 제정]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關
于辦理侵犯知識産權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二)]
[시행 2007.4.5] [최고인민법원 해석 2007년 제6호, 2007.4.5, 제정]
- 최고인민법원의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저작권분쟁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涉及計算機網絡著
作權糾紛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
[시행 2006.12.8] [최고인민법원 해석 2006년 제11호, 2006.11.22,
개정]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음반･영상제품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답(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
關于辦理侵犯著作權刑事案件中涉及錄音錄像制品有關問題的批復)
[시행

2005.10.18]

[최고인민법원

해석

2005년

제12호,

2005.10.13, 제정]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關于
辦理侵犯知識産權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
[시행

2004.12.22]

[최고인민법원

2004.1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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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2004년

제19호,

-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분쟁 민사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著作權民事糾紛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
[시행

2002.10.15]

[최고인민법원

해석

2002년

제31호,

2002.10.12, 제정]
-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출판물 형사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非法出版物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

幹問題的解釋)
[시행

1998.12.23]

[최고인민법원

해석

1998년

제30호,

1998.12.17, 제정]
- 최고인민법원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 범죄의 처벌에
관한 결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于適用＜全國人
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于懲治侵犯著作權的犯罪的決定>若幹問題的解釋)
[시행 1995.1.16] [최고인민법원 발포 1995년 제1호, 1995.1.16,
제정]
ㅇ 주요 부문규장
-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著作權質權登記辦法)
[시행 2011.1.1] [국가판권국령 제8호, 2010.11.25, 제정]
-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著作權行政處罰實施辦法)
[시행 2009.6.15] [국가판권국령 제6호, 2009.5.7, 제정]
-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互聯網著作權行政保護辦法)
[시행

2005.4.29]

[국가판권국･정보산업부령

2005년

제5호,

2005.5.30, 제정]
-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計算機軟件著作權登記辦法)
[시행 2002.2.20] [국가판권국령 제1호, 2002.2.20, 제정]
- 출판어문저작물보상금규정(出版文字作品報酬規定)
[시행 1999.6.1] [국가판권국 1999년 제8호, 1999.4.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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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자진등록 시행방법(作品自願登記試行辦法)
[시행 1995.1.1] [국가판권국 1994년 제78호, 1994.12.31, 제정]
- 음반 법정허락 보상기준 잠정규정(錄音法定許可付酬標準暫行規定)
[시행 1993.8.1] [국가판권국 1993년 제41호, 1993.8.1, 제정]
ㅇ 대표적 지방성법규･지방정부규장
- 광시장족자치구 저작권 관리조례(廣西壯族自治區著作權管理條例)
[시행 2004.8.1] [광시장족자치구인대 상무위원회 공고 제58호,
2004.7.31, 개정]
- 산둥성 저작권 보호조례(山東省著作權保護條例)
[시행 2004.7.1] [산둥성인대 상무위원회 공고 제27호, 2004.5.27, 개정]
- 후베이성 저작권 관리방법(湖北省著作權管理辦法)
[시행 2011.7.1] [후베이성인민정부령 제341호, 2011.5.5, 제정]
- 내몽고자치구 저작권 관리방법(內蒙古自治區著作權管理辦法)
[시행 2010.6.26] [내몽고자치구인민정부령 제171호, 2010.5.25, 제정]
- 선전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약간의 규정
(深圳市互聯網軟件知識産權保護若幹規定)
[시행 2009.8.1] [선전시인민정부령 제204호, 2009.6.30, 제정]
- 저장성 저작권 관리방법(浙江省著作權管理辦法)
[시행 2009.1.1] [저장성인민정부령 제256호, 2008.11.4, 제정]
- 안후이성 저작권 관리방법(安徽省著作權管理辦法)
[시행 2005.4.1] [안후이성인민정부령 제181호, 2005.5.1, 제정]
- 상하이시 저작권 관리 약간의 규정(上海市著作權管理若幹規定)
[시행 2002.4.1] [상하이시인민정부령 제119호, 2002.4.1, 개정]
- 허난성 저작권 관리방법(河南省著作權管理辦法)
[시행 1996.4.9] [허난성인민정부 1996년 제26호, 1996.4.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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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통
과,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에 관한 결정》 제1차 개정, 2010
년 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중
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에 관한 결정》 제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문학･예술 및 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
작과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은 공표여부를 불문하
고 이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당해 저작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일
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
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최초로 출판되었을 경우 또는 가입국과 비가
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의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一) 문학저작물
(二) 구술저작물
- 172 -

(三)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四) 미술･건축저작물
(五) 사진저작물
(六)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七)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
저작물
(八) 컴퓨터 소프트웨어
(九)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제4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작품의출판,전파에대
하여법에따라관리감독을하여야한다.
제5조 다음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一) 법률･법규 및 국가기관의 결의･결정･명령･기타 입법･행정･사법
적 성격을 띤 문서 및 당해 정부당국의 공식 번역문
(二) 시사 뉴스
(三) 역법･통용되는 그래프･양식 및 공식
제6조 민간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중국 전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당
해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저작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저작권단체관
리조직에 수권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수권받은 경우 당해 조직의 명의
로 저작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와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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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재업무를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는 비영리조직으로써 설립방법･권리와 의무･저작권 사
용료의 수취와 분배 및 감독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
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9조 저작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一) 작가
(二) 기타 이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은 다음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一) 공표권 : 대중에 저작물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二) 서명권 :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수 있
는 권리
(三) 수정권 :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四)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이 왜곡･곡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五) 복제권 : 인쇄･복제･탁본･녹음･녹화･음반영상물로의 복제･사진
으로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六) 발행권 :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七) 대여권 : 즉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주
요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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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
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九) 공연권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十) 상영권 : 영사기･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촬영･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등을 공
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十一) 방송권 :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
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및 확성기 또는 기타 전송
부호･소리･그림 등의 유사수단을 통하여 저작물을 대중에 전
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十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
을 제공하여･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十三) 촬영권 :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매개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十四) 각색권 :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十五) 번역권 :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부터 다른 언어와 문
자로 번역하여 저작물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
(十六) 편집저작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적 부분을 선택 또는
편집･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집성할 수 있는 권리
(十七) 저작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저작자는 이상의 제(五)항에서 제(十七)항까지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는 상기 제(五)항에서 제
(十七)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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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저작권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공민이 저작권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지를 대
표하여 창작되거나 아울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
물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자가 된다.
만약 상반되는 증명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공민이나 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자가 된다.
제12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하여 새로 탄생한 저작물
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석･정리를 진행한 사람이 향유한다. 단, 저
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
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
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일부의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단편 또는 저작물로 구성되지 아
니한 데이터나 기타 자료가 편집을 거쳐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
배열에 독창성이 체현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간주하며 당해 저작
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
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단, 각색･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을 작
성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
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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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중의 대
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
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공민이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
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로서 이 조 제(二)항이 규정하는 저
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저작물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조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면 저작자는 제3자가 조직이 사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저작물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향유하며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할 수 있다.
(一)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
작하고 아울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지도･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직무저작물
(二)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 상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직무저작물
제17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위탁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 뚜렷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은 위탁인에게 귀속된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으
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단, 미술 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
인이 향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공민에게 있는 경우 공민이 사망한 후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하는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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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
직이 변경 또는 소멸된 후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까지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 내에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
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21조 공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
한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최후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서명
권 제외)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의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
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
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단, 저
작물이 창작･완료된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 한다.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쵤영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十七)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 완
료된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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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상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
의 성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
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二) 모종의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
(三)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
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
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것
(四)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등의 미디어 매체
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
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五)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
가 대중집회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
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외한다.
(六) 학교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단,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七)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八)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
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九)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거나 대중으로부터 비용
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
(十)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회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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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十一)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
내에서 출판･발행하는 것
(十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도서로 출판하는 것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
전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준용한다.
제23조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 교육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출판하는 경우 저작자가 사전에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단편의 문자 저작물･음악저작물 또는 단점의 미술저작
물･사진저작물을 교과서 내에 편집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
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이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
비전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사용허가 및 양도계약
제24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저작자와 사용허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허가계약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一) 사용을 허가한 권리의 종류
(二) 사용을 허가한 권리가 독점사용권인지 또는 비독점사용권인지의
여부
(三)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의 범위･기간
(四) 보수기준과 방법
(五) 위약책임
(六) 계약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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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 법 제10조 제(五)항에서 제17항이 규정한 권리를 양도한 경
우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一) 저작물 명칭
(二)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지역범위
(三) 양도금
(四) 양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五) 위약책임
(六) 계약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약정 내용
제26조

저작권으로질권을설정하는경우질권설정자와질권자는국무원저작

권행정관리부문에서질권설정등기를하여야한다.
제27조 사용허가계약 및 양도계약에 저작자가 허가 또는 양도하는 권
리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
거나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
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제29조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이 이 법 유관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유지권과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
제1절 도서･간행물의 출판
제30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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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에게 출판한 저작물을 교부함으로써 계약
의 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독점출판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당해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저작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
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품질･출판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출판하는
경우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중판 또는 재판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후 도서출판자가
계속 인쇄 또는 재판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해
지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저작자가 신문･정기간행물에 투고한 경우 저작물을 송부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문사의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하였거나 또
는 저작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사의 게재 결
정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동일 저작물을 타 신문사･잡분점기구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이 게재된 후 저작자가 타 간행물에 기재･발췌･편집을 불허한
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신문사나 정기간행물사는 타 간행
물에 기재･요약･자료 등의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
라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거쳐 저작물을 교정하거나 또는
축약･첨삭할 수 있다.
신문사･잡분점기구는 저작물의 문자를 교정하거나 또는 축약･첨삭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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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편집하여 출판하고자 하
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편집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출판자는 그 출판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판식디자인를 타인
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전 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당해 판식디자인을 사
용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절 공연
제37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연자(연기자･연출단
체)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연단
체가 공연하는 경우 당해 단체책임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의 각색･번역･주석･정리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한 저작자 및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一) 공연자의 신분표시 권리
(二) 공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권리
(三) 타인에게 공연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공개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四) 타인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五)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타인에게 복제･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六) 공연이 정보네트워크을 통하여 대중에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에
게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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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 제(三)항 내지 제(六)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저작자의 허가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이 법 제37조 제(一)항･제(二)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이 법 제37조 제(三)항에서 제(六)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당해 공연이 발생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절 음반영상
제40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
야 한다.
음반영상 제작자가 기존의 각색･번역･주석･정리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 저작물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작한 음반제품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공
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음반영상 제작자는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발행･임대･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고 아울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당해
권리의 보호기한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제품이 최초로 제작 완료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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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저작권자와 공연자의 허가도 또한 받아야 하
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방송
제43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
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
하여야 한다.
제44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
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
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5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의 행
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一)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행위
(二)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음반영상 매개체에 녹음･녹
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전 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텔레
비전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6조 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
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
화제작자 또는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
여야 한다. 타인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저작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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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책임과 집법조치
제4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권행위를 한 경우 정황에 따라 침
해의 중지･영향력제거･사과･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一) 저작자의 허가없이 당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二) 공동 저작자의 허가없이 타인과 공동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단독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三)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리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
에 서명하는 행위
(四)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곡해하는 행위
(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六)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
는 행위 또는 각색･번역･주석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七)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八)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 제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 제
품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九) 출판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정기간행물의
판식디자인를 사용하는 행위
(十)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공연을 현장으로부터 생
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당해 공연을 녹화하는 행위
(十一)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침권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영향력제거･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
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의 정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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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할 수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으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침권행위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자재･공
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一)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
상영･방송･편집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二)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三)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
제･발행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당해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四)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 전파하
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六)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
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七)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당해 저작물･음반영상 제품 등을 전자정보 형태로 관
리하는 것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八) 타인이 허위로 서명한 저작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49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권자는 권리자
의 실제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손실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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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침권자의 위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
는 권리자가 침권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권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권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50만원(RMB)이하의 배
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제50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가 타인이 현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침해하려 하는 행위의 증거가
있고 만약 그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
법》 제93조와 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침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하
여 증거의 인멸 또는 이후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정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재정처분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인민법원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사
건을 심리하는 경우 위법소득･침권 복제품 및 불법활동에 사용된 물
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53조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 또는 제작이 합법적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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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하는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 제
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발행 또는 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 근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를 이
행하였더라도 약정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
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
國合同法)》등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5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를 합
의하거나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 중재협의가 없거나 저작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
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7조 이 법에서 저작권이란 판권을 말한다.
제58조 이 법 제2조에서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발행을 말한다.
제59조 컴퓨터 프로그램･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에 대하여 국무원
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0조 이 법이 규정한 저작자와 출판자･공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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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의 권리가 이 법 시행일자에 이 법이 규정하
는 보호기간이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침권 또는 위약행위는 침권 또는 위약행
위 발생 당시의 유관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발표부문: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2) 발표시기:2010년02월26일
3) 실시일자:1991년06월01일(중앙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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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359호)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를공포하고2002년9월15일부터시행한다.
총리주롱지
2002년 8월 2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이하 ‘저작권
법’으로 약칭한다)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과학 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저작권법에서 창작이란 문학･예술･과학 저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지적활동을 말한다.
타인의 창작을 위하여 업무를 조직하고 자문의견･물질조건을 제공하
거나 기타 보조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창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 중 저작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문학저작물이란 소설･시구･산문･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二) 구술저작물이란 즉흥의 연설･수업･법정변론 등 구두 언어의 형
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三) 음악저작물이란 가곡･교향곡 등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는 가사
가 있거나 가사가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四) 희극저작물이란 연극･가극･지방극 등 무대를 제공하여 연출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五) 곡예저작물이란 만담(相聲), 쾌서(快書), 대고(大鼓), 평서(評書) 등
설창을 주요 형식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六) 무용저작물이란 연속적인 동작･자세･표정 등을 통하여 사상･감
정을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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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잡기예술저작물이란 잡기･마술･곡예 등 형체동작과 기교를 통하
여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八) 미술저작물이란 회화･서법･조각 등 선･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의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의 저작
물을 말한다.
(九)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형식으로 표현한 심미적
의의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十) 촬영저작물이란 기계를 사용하여 감광재료 또는 기타 매개체 상
에 객관적인 물체형상을 기록하는 예술저작물을 말한다.
(十一) 영화저작물과 영화를 촬영하여 제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창
작한 저작물이란 일정한 매개체 상에 촬영･제작하고 일련의
더빙 또는 무음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방영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전파하는 저작물을 말
한다.
(十二) 도형저작물이란 시공･생산을 위하여 제작한 공정설계도･제품
설계도 및 지리현상을 반영하고 사물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한
지도･안내도 등 저작물을 말한다.
(十三) 모형저작물이란 전시･실험･관측 등의 용도를 위하여 물체의형
상과 구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례로 제작한 입체저작물을 말
한다.
제5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 중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 시사뉴스란 신문･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 매체
를 통하여 보도하는 단순한 사실의 소식을 말한다.
(二) 녹음제작품이란 모든 연기에 대한 음성과 기타 음성의 녹음저작
물을 말한다.
(三) 녹화제작품이란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 방법으로 창작
한저작물 이외의 모든 더빙 또는 무음의 화면이 연속되는 형상･
도안의 녹화저작물을 말한다.
(四) 녹음제작자란 녹음저작물의 최초 제작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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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녹화제작자란 녹화저작물의 최초 제작자를 말한다.
(六) 연기자란 배우･공연기관 또는 기타 연기문학･예술저작물의 사람
을 말한다.
제6조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완성일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중국 국경 내에서
출판된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초로 출판한 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 국경 외에서 최초로 출판한
후 30일 내에 중국 국경 내에서 출판된 경우 당해 저작물을 중국 국
경 내에서 동시에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합작저작물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저
작권은각각의 합작저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협상을 통하여 함께
행사한다. 협상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
우 어떠한 일방도 타방이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여
서는아니 된다. 단, 획득한 수익은 마땅히 모든 합작저작자에게 합리
적으로 공동 분배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타인이 당해 저작물을 영화저작물 및 영화저작물
제작과유사 방법으로 창작하는 저작물로의 각색을 허가한 경우 당해
저작물에 필요한 각색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러한 각색은
원저작물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직무저작물 관련 규정에서 “작업임
무”란 공민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조직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직책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의 직무저작물 관련 규정에서 “물질기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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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조직이 공민의 창작 완성을 위해 전문적
으로 제공한 자금･설비･자료를 말한다.
제12조 직무저작물을 완성한 후 2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를 거쳐 저작
자가 제삼자에게 기관이 사용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
도록 허가하여 획득한 보수에 대하여 저작자가 기관과 약정한 비율로
분배한다.
저작물 완성된 후 2년의 기한은 저작자가 기관에 저작물을 교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저작자 신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은 저작물 원본의 소유
자가 서명권 이외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작자 신분이 확인된 후에
는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합작 저작자 중 1명이 사망한 후 합작 저작물에 대하여 그가
향유하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五)부터 (十七)까지 규정하는 권리
에 대하여 승계인이 없고 수증인도 없는 경우 기타 합작저작자가 향
유한다.
제15조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당해 저작권 중 서명권･수정권 및 저작물
의 완정성 보호권은 저작자의 승계인 또는 수증인이 보호한다.
저작권이 승계할 자가 없거나 또한 수증인도 없는 경우 당해 서명
권･수정권 및 저작물의 완정성 보호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보호
한다.
제16조 국가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저작물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행정
관리부서가 관리한다.
제17조 저작자가 생전에 발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은 만약 저작자가 발
표하지아니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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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그 발표권은 승계인 또는 수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 승계인이
없거나또한 수증인도 없는 경우 저작물 원본의 소유인이 행사한다.
제18조 저작자 신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법 제10
조 제1항 제(五)부터 (十七)까지 규정하는 권리의 보호기한은 작품을
최초로 발표한 후 50년째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저작자의 신분이
확인된 후에는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마땅히 저작자 성명･저작물 명칭
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저작물 사
용방식의 특성 상 명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저작권법에서 이미 발표한 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허가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21조 저작권법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당해 저작물
의 정상적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불합리하게 저작
권자의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입혀서도 아니 된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제32조 제2항･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국
무원가격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공포한다.
제23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마땅히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
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사용권인 경우 마
땅히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하나 단, 신문사･잡지사에서 저작물을 게
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독점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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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허가인이 저작권자를 포함한 그 어떠한 자도 동일한 방식으로의 저
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에
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허가인이 제3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하
여야한다.
제25조 저작권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권익이란 출
판자가그가 출판한 도서와 간행물의 판식설계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
리, 연기자가 자신의 연기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 녹음녹화제작자
가 그가제작한 녹음녹화제작품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 라디오방송
국･텔레비전방송국이 그가 제작한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7조 출판자･연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권리 행사는 사용되는 저작물과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에 손해를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도서출판계약 중 도서출판자가 독점출판권을 향유한다고 약정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도서출판자가
계약 유효기간 내에 계약에서 약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 문자의
원판･개정판･출판도서의 독점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발송한 두 통의 주문서가 6개월 이
내에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도서품절로
간주한다.

- 196 -

제30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전
재･발췌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성명한 경우 마땅히 신문･간행물에 당
해 저작물의 성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녹음제작품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성명한 경우 마땅히
당해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녹화제작하여 녹화제작품으로 제작할 시 이
를성명하여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제32조 제2항･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마땅히 당해 저작물을 사용한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인･무국적자의 중국 국경 내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
호를 받는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무국적자가 그의 공연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외국인･무국적자가 중국 국경 내에서 제작･발행한 녹음제작품
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무국적자는 그가 제작･발
행한 녹음제작품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의 라디오방송국･텔레
비전방송국은 그가 방송하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7조에서 열거한 침권행위가 있고 동시에 사회 공
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위법한 경영금액
의 3배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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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10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7조 저작권법 제47조에서 열거한 침권행위가 있고 동시에 사회 공
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제38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1년 5월 30일 국가판권국이 공포한 《중국인
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 》는 동시
에 폐지한다.

- 198 -

(3)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1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을 근거로
제정하며,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영상물제작자(이하 ‘권리자’라 칭함)
가 향유하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및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자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저작권법과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의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법률상 제공이 금지된 작품, 연기, 음반영상물은 본 조례의 보호
를 받지 않는다. 권리자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
과 법률 행정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공익에 반할 수 없다.
제4조 권리자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단체나 개인도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피하거나 파
괴할 수 없다.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장비 혹은 부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장비 혹
은 부품을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단 법
률이나 행정법규의 별도규정에 의한 예외는 인정한다.
제5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一）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 제공된 작품, 연기, 음반영상
물의 전자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단 기술상의 원인으로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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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二）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자저작권관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된 작
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
공하는 행위.
제6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작품을 제공할 때 아래 사유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및 사용료 지급을 요하지 않는다.
（一）특정 작품에 대한 소개, 평론 혹은 문제점 지적을 목적으로 일
반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에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
는 행위
（二）시사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한 이유로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三）학교수업 또는 과학연구 목적으로 소수의 교육자 및 연구원들에
게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부를 제공하는 행위
（四）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五）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이미 발표된 중국문자로 창
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해 중국 국내 소수민족에게 제
공하는 행위
（六）비영리목적으로 맹인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 맹인
들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제공하는 행위
（七）이미 정보네트워크 상에 발표된 정치, 경제문제에 관한 시사적
내용의 문장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八）공공집회에서 발표된 연설문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7조 도서관, 자료실,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합법적 출판물의 디지털작품 그리고 진열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판본을 적법하게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본 건물 내의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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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접적인 경제행위는 금한다. 다만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약정
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판본의 진열 또는 보
존을 위해 디지털형식으로 복제가 필요한 작품이란 이미 훼손 또는
훼손이 우려되고, 유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혹은 보존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동시에 시장에서 구매가 불가능 하거나 표시된 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고가로만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을 의미한다.
제8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9년제 의무교육 또는 국가교육프로젝트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미 발표된 문자나 음반작품의 일부,
미술품 또는 촬영 작품의 일부를 인용해 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 교
재제작자 또는 적법하게 교재를 취득한 원격교육기구는 정보네트워크
를 통해 등록학생들에게 교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저작권자에게 사
용료는 지급해야 한다.
제9조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
표한 농수산물의 재배 및 양식기술, 질병예방 및 치료, 재해방제 등
빈곤구제와 관련된 작품과 기본적 문화소양 제고를 위한 작품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작품을 제공하기 전에, 제공예정작품 및 작
가, 사용료지불기준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저작
권자가 공고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해당 작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저작
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작품을 정보네트워크상에 제공하고 공고한 기준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자의 작품을 제
공한 후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저작권자의 작품을 즉시 삭제하고 공고한 기준에 의거해 저작
권자에게 작품을 제공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제10조 본 조례규정에 근거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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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반 대중에게 해당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一）본 조례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 그리고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
고, 저작권자가 제공을 금한다는 사전성명을 낸 작품에 대해서
는 제공을 금한다.
（二）작품의 명칭과 작가의 성명(명칭)을 분명히 밝힌다.
（三）본 조례규정에 의거해 사용료를 지불한다.
（四）기술적 조치를 통해, 본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 정한 서비
스대상 이외의 타인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획득하는 행위 그리고
본 조례 제7조에 정한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五）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
다. 제11조 타인의 실연, 음반영상물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
공하는 경우 본 조례의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제12조 아래 사항에 속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단 타
인에게 기술적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기술, 장치, 부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자가 적법하게 향유하는 기타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
（一）학교의 교실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이미 발표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소수의 교육자 및 연구원들에게 정보네트워
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단,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二）비영리목적으로,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맹인이 알 수 있는 독
특한 방식으로 맹인들에게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단, 해당 작품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三）국가기관이 행정, 사법적 절차에 의거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四）정보네트워크상 컴퓨터와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 안전
성능검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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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작권관리부문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권리침해행위 혐의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인터넷주소 등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저장공간 또는 검색,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권리자가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작품, 실연, 음
반영상물이 자신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거나 자신의 전자저
작권관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됐다고 판단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
공업체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삭제나
링크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一）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주소
（二）삭제 또는 링크해제를 요구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
과 인터넷 주소
（三）권리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권리자는 서면통지서 내용
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권리자가 보낸 통지서를 수령한 후
권리침해가 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링크를 해
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한 서비스대
상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 대상의 인터넷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네트워크 상에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서비스대상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달한 통지서를 접수
한 후, 자신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 삭제 또는 링크 해제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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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주소
（二）복구를 요구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 및 인터넷주소
（三）권리침해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서비스
대상은 서명설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수령한
후 즉시 삭제 또는 링크 해제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복구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
의 삭제나 링크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다시 보낼 수 없다.
제18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해 아래의 권리침해사항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침해상황에 따라 침해행위 정지, 영향요인 제거, 사과, 손해배
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권리침해행위정지를 명령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리침
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
는 컴퓨터 등의 설비를 몰수할 수 있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추궁한다.
（一）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타인의 작품, 실연, 음반영
상물을 허락 없이 제공한 경우
（二）고의로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한 경우
（三）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작품, 실연, 음반영
상물의 전자저작권관리정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얻
지 않아 전자저작권관리정보가 삭제 혹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명
백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 수 있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四）빈곤구제를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이 규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용료지불
이 공고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작품, 실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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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상물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즉시 삭제하지 하지 않은
경우
（五）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함에
있어 해 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 또는 작가, 실연자,
음반영상물 제작자 성명 (명칭)을 밝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
료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 조례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비스대상이 아닌 자가 타인의 작품, 실
연, 음반영상물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대
상의 복제행위를 방지하지 않아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
실을 초래한 경우
제19조 본 조례규정에 위반해 아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속한경우, 저
작권행정관리부문은 경고,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 및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된 장치 또는 부품을 몰수한다. 침
해행위가 심각한 경우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과 같은 장
비를 몰수할 수 있고 10만 위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
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추구할 수 있다.
（一）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부품을 고의
로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二）타인의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정보네트워크에 업로드 해 경
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三）빈곤구제를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해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명칭, 작가, 실연자, 음반 영상물 제작자의 성명(명칭)과 사용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대상의 요구에 근거하여 인터
넷자동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대상이 제공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해 자동전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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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전송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선택이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二）정해진 서비스대상에게만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타인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 경우
제21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획득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자동 저
장할 수 있고, 기술적인 이유로 서비스대상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자동 저장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二）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한 원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체가 서비스 대상의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획득
상황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三）원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
을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기술상의 이유로 수정, 삭제
또는 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22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대상을 위해 정보저장공간을
제공해 서비스대상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작품, 실
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래 사항에 속한 경
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해당 정보저장공간이 서비스대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임을 명백
히 밝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명칭, 담당자, 인터넷주소
를 공개한 경우
（二）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변경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三）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이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를 몰랐고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四）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통해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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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五）권리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권리자가 권리침해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조례규정에 근거해 삭제한
경우
제23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대상을 위해 검색 혹은 링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권리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 조례규정
에 근거해 권리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의 링크
를 해제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이 권리침해행위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권리자의 통지에 근거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가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삭제했으나 그 삭제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
자는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한 서비스대상에게 배상책
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권리침해행위를 한 서비스대상의 성
명(명칭), 연락방법, 인터넷주소 등과 자료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 할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경고조치 또는 심한
경우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에 이용되는 컴퓨터 등과 같은 설비를 몰수
할 수 있다.
제26조 조례 용어 설명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이란 유선 또는 무선방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이 자신이 정한 시간
과 지점에서 해당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권
리를 말한다.
기술적 조치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열람 또는 감상을 방지 또는 제한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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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전자저작권관리정보란 작품과 해당 작가, 실연과 해당 실연자, 음반
영상물과 해당 제작자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작품, 실연, 음
반영상물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와 사용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상
술 정보의 일련번호 또는 코드표시를 말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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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 침해사건 심리지침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저작권 침해 사건 심리 지침
(北京市高级人民法院侵害著作权案件审理指南)
* 동 지침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 재판경험을 총괄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베이징시 각급 법원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 지침은 베이징시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각지의
법원에서도 참고할 것이므로, 중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미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법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로펌 또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동 지침이 법률은 아니지만, 중국의 사무실무에서는 사실상 법률과 같은 기
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지침을 통하여 우리 권리자와 기업이 좀
더 쉽게 중국 저작권 관련 소송의 실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기본규정
1.1【심리원칙】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량권(裁量权)을 행사할
시, 반드시 저작권 보호의 강도를 강화하고, 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고,
작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각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1.2【심리내용】
저작권침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
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수리법원(受理法院)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주체(主体)의 적격여부, 원고의 권리기초와 범위,
피소된 권리침해행위, 피고 항변사유의 성립여부, 피고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형식.
1.3【소송이유심사】
동일한 사건에서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상표권, 전리
권(专利权)의 침해를 주장한 경우,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반
드시 관할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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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소송이유심사】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권리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원고가 저작권 침해
를 주장함과 동시에 반정당경쟁법 제2조 위반을 주장한 경우, 병합심리
(一并审理)할 수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를 적용해서 심리하지 않는다. 만
약 원고의 주장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저
작권 입법정책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에 근거해서
심리할 수 있다.
1.5【소송이유심사】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주체의 다수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며, 일부 행위는 반부정당경쟁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 경우,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병합심리여부를 결정한다.
1.6【권리객체의 심사】
원고의 권리객체를 심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심사한다:
원고가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작품(作品)인지 또는 인접권(邻接权)의 객
체인지, 해당 객체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1.7【독점이용권의 인정】
계약을 통하여 독점이용권을 수여한 경우, 독점이용권자가 계약에서 약
정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가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계약 중 ‘독점이용권(独家使用权)’등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계
약의 관련 조항, 계약 목적, 거래관습 등에 근거한 후 사건의 증거와
결합하여 독점이용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1.8【독점사용권의 범위와 기소】
저작권자가 독점이용권을 타인에게 수여한 경우, 독점이용권의 범위 내
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점이용권자 및 저작권자는 모두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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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가 실제
손실을 충분히 증명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1.9【이용권자의 기소】
이용권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약정된 범위 내에서 타인(저작권자를 포함
하지 않음)이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이미 기소를 한 경우, 이
용권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10【‘기소권의 수여’에 대한 심사】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
고, 단지 타인에게 소송 제기만을 허락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이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에 명확히 약정되어 있을 경우, 양수인 또는 이용권자가 단독으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1.11【저작권집중관리계약체결 이후의 기소】
저작권집중관리계약(著作权集体管理合同)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약정된
저작권의 구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저작권자는 소송을 제
기할 수 없지만,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 권리행사에 태만하다는 것을 증
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집중관리계약상 이와 상반된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2【일반직무작품의 소송제기주체】
작가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작품의 경우, 직무작품이 완성된 이후 2
년 이내에, 타인이 단위(单位)의 허락없이 작가 소속 단위 업무범위 내
의 사용방식으로 해당 작품을 사용한 경우, 작가와 작가소속단위는 모
두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 타인이 허락 없이, 작가 소속단위 업무범
위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작품을 사용한 경우, 작가는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작가의 소속단위는 작가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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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诉权)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작품 완성 2년 후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
해서는, 작가가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 직무작품의 서명권(署名权)에
대한 소주체에 관해서는 동 지침 제4.6조를 적용한다.
1.13【분할이용이 가능한 합작작품의 소송제기주체】
분할가능한 합작작품(合作作品)에 대해서는 작가가 단독으로 자신이 저
작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14【분할이용이 불가한 합작작품의 기소주체】
분할이용이 불가능한 합작작품의 경우, 만약 권리자의 기본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전체 권리자를 공동원고로 삼는다. 실체적 권리
를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밝힌 권리자의 경우, (소송상 원고명단에) 추
가하지 않는다.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실체권리를 포기하
지 않은 경우, 공동원고에 포함시키며, 그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사건증거를 통하여 권리자
의 기본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파악한 일부 권리자만을 공
동원고로 삼지만, 판결논리(论理)부분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권리자들
을 위하여 상응한 권리지분을 보류해야 한다.
1.15【심사권의 범위】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가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가 저작권인지 아니면 인접권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또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1.16【수권내용의 법정성(法定性) 심사】
저작권자가 이용권자에게 수여한 권리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
위를 넘어선 경우, 이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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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채무불이행 책임(违约责任)과 불법행위책임(侵权责任) 경합시의 소제기】
저작권자가 이용권자에게 수여한 권리내용이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에
속하지만, 이용권자가 계약의 내용 중 권리행사의 방식 등 약정에 위반
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8【권리침해책임(불법행위책임)의 인정】
피소된 침해행위가 권리침해를 구성하는지, 피고가 권리침해책임을 부
담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다: 피소된
권리침해행의 내용,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소된 불법행
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이다.
1.19【섭외사건의 심리】
저작권침해 사건을 심리할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
거하여 섭외사건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섭외 저작권침해 사건에 경우, 반드시 민법총칙, 민법통칙,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과 관련 사
법해석에 의거하여 심리를 해야 한다.
제2장 권리객체의 심사
2.1【작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의 객체가 작품
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피고의 인정(认可)
에 근거하여 작품을 구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의 객체가 작품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
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1) 문학, 예술, 과학 범위에 속하는, 자연인의 창작인지 여부
(2) 독창(独创性)을 구비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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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한 표현형식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4) 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2【독창성의 인정】
독창성의 인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작가가 독립적으로 창작해서 완성했는지 여부
(2) 표현의 순서가 작가의 선택과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표현이 독창성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인정은 표현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2.3【창작완성의 인정】
작품창작의 완성은 전체 창작완성은 물론 일부 창작의 완성도 포함한
다. 이미 창작이 완성된 일부분이 일정한 형식으로 작가의 사상을 완전
히 표현할 수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창작이 완성된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4【간단한 도형, 자모(字母), 짧은 구절】
간단하고 자주 볼 수 있는 도형, 자모, 짧은 구절 등은 일반적으로 작
품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2.5【작품표제, 인물명칭】
작품표제와 인물명칭은 작품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2.6【실용예술작품(实用艺术作品)】
실용예술작품 중 독창성을 구비했으며 예술적 미감(美感)을 가진 부분
은 미술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전리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
사자가 해당 작품 중 독창성을 구비한 예술적 미감이 있는 부분에 대
한 저작권보호 주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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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축작품】
건축물 자체 또는 건축물 외부에 부가된 장식이 미감(美感)을 구비한 창
작성을 가진 설계인 경우, 건축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건축재료, 건축방법, 기능성 설계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건축작품의 외적 미관을 구현하고 있는 건축설계도는 미술작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8【도형작품】
공정설계도(工程设计图), 상품설계도(产品设计图)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방안, 실용기능, 조작방법 등과, 지도, 안내도(示意图)에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인 지리요소(地理要素), 사실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단지 시공에 이용되는 건축설계도는 공정설계도에 속한다.
2.9【모형작품(模型作品)】
이미 존재하는 작품에 근거하여 비율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입체모형은
모형작품에 속하지 않는다.
2.10【신문보도】
단순한 사실만을 포함한 신문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단순사실소식을 기초로 하여 창작했을 경우, 작품에 속하고,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는다.
영상촬영(摄影), 회화, 사진촬영(拍摄) 등 비문자방식의 기록, 신문사실
보도가 작품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11【고서(古籍) 정리(点校)】
고서에 대한 교정(校勘), 주해(注解)를 통해서 창작된 교정기록, 주석 등이
독창성의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지 고서를 단락으로 구분하고, 구두점을 표시하고, 보충하고, 정정하
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과 결합하여 작품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
면 판식설계(版式设计)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 결정한다.
- 215 -

2.12【예능프로그램영상(综艺节目视频)】
예능프로그램영상이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의 예능활동이 작품
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다.
예능프로그램영상이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의 구성요
건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13【스포츠경기 영상(体育赛事节目视频)】
스포츠경기 영상이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스포츠 경기가 작품에 해
당하는지와 무관하다.
스포츠경기 영상이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의 구성요
건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14【온라인게임】
온라인게임 조작으로 생성된 정태적인 게임화면이 미술작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온라인게임 조작으로 생성된 연속적인 동태적 게임화면이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온라인게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15【온라인 게임의 구성요소】
온라인게임의 구성요소는 단독으로 작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캐릭터, 복장, 도구, 지도, 장면 등은 미술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타이틀 곡, 엔딩 곡, 브리지 음악, 주제곡, 삽화 곡 등은 음악작품을 구
성할 수 있다.
대사, 나레이션, 스토리 서술, 게임소개 등은 문자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타이틀, 엔팅 및 브리지 동화 및 영상은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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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실연자권(表演者权)의 객체】
실연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불문하고, 실연자는 각각의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권을 가진다.
2인 이상의 공동 실연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연일 경우, 실연자
는 단독으로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권을 가진다. 만약 분할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연자는 실연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연자권을 가
진다.

제3장 권리귀속의 심사
3.1【권리귀속의 증명】
상반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작품의 서명(署名)에 근거하여 권리의
귀속을 추정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저작권과 관계된 초고, 원본, 합법적 출판물, 저작권
등록증서, 인증기구의 증명, 권리취득 계약, 업계관례에 부합하는 권리
자의 성명(声明) 등은 모두 권리귀속을 증명하는 초보증거로 삼을 수
있다.
3.2【서명의 식별】
어떤 서명이 작가의 서명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작품의 성질, 작품의 유형,
작품의 표현형식, 업계관계, 공중의 인지습관(认知习惯) 등.
3.3【비실명서명과 작가신분의 대응】
작가가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서명과 작가 신분간에 진실한 대응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발표된 작품에, 작가가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권리
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로그인 아이디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해당 서명과
작가 간에 진실한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작가
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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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임시창작조직(临时创作组织)이 창작한 작품의 권리귀속】
편찬위원회(编委会) 등 임시창작조직이 서명한 작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작조직 구성원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5【디지털 사진 권한귀속의 인정】
당사자가 오리저널 디지털 문서, 출판물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권리귀
속을 증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반드시 아
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진의 발표상황, 사진의 촬영
기구, 사진저장설비, 전자문서정보 등
3.6【직무작품 권한귀속의 인정】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
하여 직무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작품이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해서 창작했다는 것을 증거로서 증
명해야 한다.
3.7【위탁작품(委托作品) 권한귀속의 인정】
위탁작품의 권한귀속은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위탁계약에서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위탁작품의 저작권은 수탁
자(受托人)가 가진다.
수탁자와 위탁자가 저작인신권(著作人身权)의 행사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인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3.8【민간문학예술(民间文学艺术)을 소스 또는 소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
의 권리귀속】
민간문학예술을 소스 또는 소재로 이용한 후속창작이 창작성을 구비한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반드시 소재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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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녹음제품의 서명】
당사자가 제공한 녹음제품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제작자, 녹음제작자(录
制者) 또는 p 주석의 민사주체정보는 이들이 녹음제작자(录音制作者)라
는 초보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타 증거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녹음제품상에 표시된 ‘저작권
제공(提供版权)’정보에만 근거하여, 해당 ‘저작권 제공’의 주체를 녹음제
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
3.10【다수의 허가 및 양도와 관련된 권리귀속의 판단】
양수인 또는 이용권자가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 또는 독점이용권을 취득
한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에서 약정된 범위 내에 속하는 동일한 권리를
재차 처분(处分)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동일한 권리를 중복적으로 양도 또는 허가한 경우에 있어
서, 선후순서의 진실한 상황을 조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선(先)
양수인과 이용권자가 저작권 또는 독점이용권을 취득하지만, 이와 상반
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4장 저작인신권 인정
4.1【발표권(发表权)과 계약 약정】
계약에서 피고가 단지 발표권만을 행사하기로 약정했지만, 발표방식에
대해서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피고의 발표방식이 발표권을 침
해한다고 주장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가 작품을 발표한 방식이 계약상의 약정에 위반되는 경우, 원고는
위약책임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2【발표추정의 상황】
작가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미술작품의 원본을 타인에게 양
도한 경우, 작가가 양수인에게 전람(展览)의 방식으로 해당 작품의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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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쌍방이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4.3【발표권은 일차성 권리에 속함】
작품의 발표가 비록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타인이 해당 작품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자가 발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4.4【서명권의 내용】
작가는 작품상에 서명을 할 지 여부, 실명을 서명할 지 여부에 대한 결
정권을 가진다. 해당 작품의 연역작품(演绎作品)의 경우에도, 작가는 동
일한 권리를 가진다.
4.5【서명방식의 심사 방식】
서명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서명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서명방식이 공중으로 하여금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알게하
는지 여부
서명방식이 업계 관례와 공중의 인지습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작품의 유형, 특징과 사용방식
당사자 간에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4.6【직무작품 서명권의 행사】
직무작품의 서명권은 작가가 가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서명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4.7【작품 내용의 이용과 서명권 침해】
피고행위가 서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고가 직접
이용한 작품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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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작품완정성보호권(保护作品完整权) 침해에 대한 판단】
작품완정성보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가 작품
을 이용한 행위가 수권을 얻었는지, 피고의 작품에 대한 변경정도, 피
고의 행위가 작품 또는 작가의 명예에 손해를 미쳤는지 여부 등의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작가가 저작권 양도 또는 타인에 대한 이용허가 이후, 양수인 또는 이
용권자가 작품의 성질, 사용목적, 사용방식에 근거하여 작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품의
유형, 특정과 창작규율, 사용방식, 관련 정책, 당사자의 약정, 업계의
관행 및 작품과 작가의 명예에 미치는 손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인정
5.1【복제권 통제행위】
작품을 평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입체에서 평면으로, 입체에서
입체로 재현했지만, 창작적인 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 복제에 속한다.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축작품을 건조한 경우, 복제에 해당한다.
공정설계도 또는 제품설계도에 근거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공정(工程) 또는 제품(产品)을 시공 또는 생산한 경우, 복제에 속하지
않는다.
허락 없이 타인의 작품을 복제했지만 아직 발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5.2【발행권 통제 행위】
발행권 통제란 판매,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 원본 또는 복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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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발행권 소진(권리소진원칙)】
작품의 원본과 수권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한 작품의 복제품을 저작권
자의 허락을 얻어 처음으로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양도
한 이후, 타인이 해당 특정 원본 또는 복제품을 재 발행하더라도 발행
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5.4【독점출판권 침해의 인정】
허락없이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가진 작품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출
판한 경우 또는 배열 순서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작품 내용이 동일하
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독점출판권 침해를 구성한다.
5.5【출판자의 합리적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
출판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보호를 주
장한 작품의 지명도, 피소된 권리침해 출판물의 유형, 양자의 유사정도,
피소된 권리침해 내용이 원고가 보호를 주장한 작품 또는 피소 작품에
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요소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6【출판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출
판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1) 출판계약에 피소된 권리침해된 작품의 작가성명과 출판물의 실제
서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2)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이 연역작품에 속하지만, 출판자가 계약을 체
결할 당시 작가가 원작품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았는지에 대한 심사
를 하지 않은 경우
(3)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대량 내용이 이미 먼저 발표된 비교적 높
은 지명도를 가진 작품과 동일할 경우
(4) 기타 출판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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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출판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는 것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에 속할 경우,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출판자
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1) 출판자가 작가의 수권으로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을 출판했지만, 해
당 작품의 독점출판권이 사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됐지
만, 아직 출판되어 발행되지 않았으며, 출판자가 이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2) 작가가 사전에 출판자에게 해당 작품이 연역작품에 속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 작품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있
어서, 출판자가 해당 작품이 연역작품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없는
경우
(3)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이 직무작품 또는 합작작품에 속하지만, 작가
가 사전에 창작과정을 사실대로 출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출
판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창작과정을 알 수 없어서, 해당
출판물이 직무작품 또는 합작작품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4)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수권상황이 완전하고, 수권자의 신분과 수
권문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인 경우
(5) 기타 출판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
5.8【실연권 통제의 행위】
실연권 통제행위는 현장실연(现场表演)과 기계실연(机械表演)을 포함한
다. 전자는 실연자가 직접 현장에서 공중에게 작품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자는 기계설비 등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작품의 실연을 전
송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아래의 상황은 (기계)실연권 통제의 범위에 속
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기타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라디오 방송국, 텔리비전 방송국이 무선방식으로 작품의 실연을 전
송하거나 또는 이후에 무선 또는 유선방식으로 해당 실연을 중계하
는 경우
(2)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식(交互式) 수단을 통하여 작품의 실연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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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3)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을 방영하
는 경우 등
5.9【방영권 통제의 행위】
영사기(放映机), 환등기 등 기술설비를 통하여 미술, 사진, 영화 및 영
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을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방
영행위에 속한다.
피고가 허락없이 장래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될 영화 등 작품
을, 영사기 등 설비를 통하여 현장 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행
위는 피고의 방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5.10【방송권 통제의 행위】
방송권 통제의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전송하는 행위
(2) 무선 또는 유선 중계의 방식으로 작품을 전송하는 행위
(3) 확성기 등 유사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방송된 작품을 전송하는
행위
유선방식으로 직접 작품을 전송하는 것은 방송권 통제의 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기타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5.11【방송권 및 방송조직권】
방송권의 권리주체는 작품의 저작권자이며, 방송조직권(广播组织权)의
권리주체는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5.12【개편권 통제의 행위】
작가가 피소된 침해작품에서 원작품의 표현을 허락 없이 이용했지만,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경우, 이는 개편행위(改编行为)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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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원작품의 독창성이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경우, 원작품의 저작
권자가 개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5.13【개편과 작품 장르】
개편권 침해는 작품의 장르, 유형의 변화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허
락 없이 타인작품을 동일한 장르의 작품으로 개편한 경우, 동 지침
5.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5.14【개편과 복제】
작가가 허락없이 피소된 침해 작품에서 원작품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새로운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복제행위에 속한다. 원작품의 저작
권자가 개편권 침해를 주장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5.15【개편작품의 권리귀속과 권리행사】
원작품의 기초위에서 재창작을 통하여 만들어진 개편작품의 저작권은
개편자가 향유한다. 개편자는 타인이 개편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편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원작품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아야 한다. 타인이 개편작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개편작품의
저작권자와 원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5.16【편집권(汇编权)】
편집권은 편집된 작품의 저작권자에 속하며, 편집작품의 편집자에 속하
지 않는다.
5.17【편집권 통제의 행위】
작품 또는 작품의 단락을 선택, 재배치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행
위는 편집행위에 속한다.

5.18【‘개괄조항(兜底条款)’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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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규정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1) 피소된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16항의 보호범위
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피소된 침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가 이미 가진 권
리의 정상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피소된 침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창작자, 전파자(传播者), 사
회 공중 사이의 중대한 이익불균형을 가져오는지 여부
제6장 인접권 침해의 인정
6.1【실연자 신분의 표명방식】
실연자 신분의 표명방식은 반드시 실연자와 해당 실연 간의 관계를 체
현해야 한다. 당사자가 실연자 신분표명방식에 대하여 쟁의(争议)가 있
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연활동의 특징, 전파방식과 관련 업계의 관행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실연자의 신분을 표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연출광고, 선전란(광고판), 프로그램 편성표 또는 문예잡지에 게재
된 스틸사진에서 실연자의 성명(명칭)을 표기한 경우
(2) 프로그램의 실연 전후에 사회자가 실연자의 성명(명칭)을 소개한 경우
(3)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실연자의 성명(명칭)을 보도한
경우
(4) 화면에서 자막형식으로 실연자의 성명(명칭)을 표시한 경우
6.2【영화작품과 실연자권】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에서, 실연자가
작품에서 자신의 실연과 관련하여 재산성(财产性) 권리를 주장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6.3【녹음녹향 제작작의 권리(录音录像制作者权)】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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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타인이 제작한 녹음녹향제품을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
성한다.
해당 녹음녹향제작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향제품을 사용한 경우, 녹음녹
향제작자의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피고가 허락 없이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을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한
후 편집하여 새로운 녹음제품을 제작하여 발행한 경우, 관련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복제된 녹음제작자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다.
6.4【음원동일성의 증명】
당사자가 피소된 권리침해 녹음제품의 출처가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녹
음제품인지에 관하여 쟁의가 있을 경우, 원고는 쌍방 녹음제품의 음원
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증거를 통하여 쌍방 녹음제품의 실연자, 가사, 편곡 등 요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음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6.5【방송조직의 중계권】
방송조직(广播组织)이 향유하는 중계권(转播权)은 유선과 무선방식의 중
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6.6【판식설계권의 보호범위】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판식설계를 사용하여 동
일한 작품을 출판한 경우 판실설계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도서, 간행물을 스캔복제한 후 온라인상에서 전송한 경우, 판식설계권
침해를 구성한다.
제7장 항변사유의 심사
7.1【항변사유의 내용】
피고가 제기한 항변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 원고가 주장한 권리의 객체가 저작권법 제3조가 규정한 작품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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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
(2) 원고가 주장한 권리의 객체가 저작권법 제5조가 규정한 상황에 속
하는 경우
(3) 원고가 주장한 권리가 법정 보호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원고 혹은 피고 주체가 부적격한 경우
(5) 피소된 권리침해행위가 원고가 주장한 권리통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6)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창작이 합법적인 근원에서 연유한 경우
(7)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사용한 것이 합법적인 수권에 의한 경우
(8) 피소된 권리침해행위가 공정이용 또는 법정허가에 속하는 경우
(9) 기타 상황
7.2【항변사유의 심사원칙】
제7.1조가 규정한 항변사유(1) 내지 (5)호까지의 내용은 피고가 제기했
는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7.3【유한한 표현(필수적 표현)】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표현방식이 매우 유한적이며, 따라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작품의 표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유한표현의 항변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
7.4【필요적 장면】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과 원고작품의 표현 사이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특정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특정 장면을
묘사하거나 또는 특정 장면을 설계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필요적 장면의 항변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
7.5【시사신문】
원고가 단순한 사실소식의 기초위에서 창작하여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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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의 원고작품이 시사신문에 속하며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7.6【공유영역】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작품과 원고 작품 간에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
으로 유사한 표현부분이 공유영역에서 연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유영역의 합법적 출처의 항변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
7.7【기존에 존재한 다른 작품】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과 원고 작품간에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표현 부분이 기존에 존재한 다른 작품에서 연유한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작품에 의한 합법출처 항변사유
가 성립한다.
7.8【독립창작】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과 원고의 작품이 비록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소제에 대한 독
립적인 창작의 결과로 인한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독립창작의 항변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
7.9【합법수권】
피고가 합법적인 수권을 얻어서 작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는 경우 합법수권의 항변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7.10【개인사용】
피고가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작품을 제공하면서, 이러
한 행위가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목적으로 타인이 이미 공표한
작품을 사용한 행위에 속한다”는 공정이용사용을 항변한 경우, 이를 인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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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적당한 인용】
피소된 권리침해행위가 적당한 인용에 해당하는 공정사용인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피 인용된 작품이 이미 공표되었지 여부
(2) 인용목적이 작품의 소개, 평론 또는 문제 설명인지 여부
(3) 피 인용된 내용이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당
한지 여부
(4) 인용행위가 피인용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또는 권리자의 합법이익에 손해를 가하는지 여부
7.12【교실에서의 수업과 과학연구를 위한 사용】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 공중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 중 타인이
이미 공표한 작품을 번역 또는 복제해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저작권법 제2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공정이용에 속한다고 주장한 경
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7.13【간행물 전재, 발췌편집】
피소행위가 간행물 간의 전재, 발췌편집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비록 간
행물 간의 전재, 발췌편집에 해당하지만, 전재 또는 발췌한 작품의 작
가와 최초 등재된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법정 허락의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7.14【녹음제품제작】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행위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음제
품의 음악작품을 녹음제품의 제작에 이용했으며, 이미 보수를 지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고가 법정 허락의 항변을 주장한 경우 이
를 긍정하지만, 저작권자가 이미 자신의 음악작품을 녹음제품으로 제작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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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법률책임의 확정
8.1【침해정지의 예외】
만약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
거나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정지를 명령하
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배상액수를 높게 확정하거
나 또는 피고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2【과실책임원칙】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을 것
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한다.
8.3【배상액수의 확정원칙】
배상액수의 확정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피고가 저작인신권만을 침해한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판결
로서 명령하지 않는다.
8.4【배상액수의 확정방법과 적용순서】
손해배상액수의 확정은 반드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법정배상의 순서에 따른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사건의 증거를 근거로 재량으로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지만, 해당 배상액수는 법정배상의 최고액보다 높아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
고, 또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상액수를 재량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경
우, 법정배상을 적용하여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8.5【권리자의 실제손실】
“권리자의 실제손실”을 계산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근거한다.
(1)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정상상황에서 실제로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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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얻지 못한 이윤, 하지만 권리자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허락 이용 계약이 이행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예상된 이윤의 손실
(3) 국가의 유관 보수규정을 참조하여 계산된 실제 손실
(4) 합리적인 허락 비용
(5)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복제품 판매감소의 수량에다가 단위
(单位)의 이윤을 더한 값
(6) 권리침해 복제품의 판매 수량과 권리자의 복제품을 판매한 단위의
이윤을 더한 값
(7) 기타 방법
8.6【침해자의 위법소득】
통상적으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윤을 “침해자의 위법소득”으로
계산한다. 만약 사건에서 침해자에게 고의적인 권리침해의 의사가 존재
했으며, 침해 결과가 엄중하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직
접적인 침해행위로 얻은 영업소득을 위법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8.7【입증책임방해】
권리자의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권리자가 침해자의 위법소득
에 대한 초보 증거를 제공했지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 등을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
와 자료를 제공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에 근거하여 침해
로 취득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8.8【배상액수의 재량확정】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있어서 재량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이외에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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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시장가격, 발행량, 해당 업계의 정
상적인 이윤율
(2) 권리침해된 상품의 시장가격, 판매수량, 업계의 정상적인 이윤율 및
작품의 상품판매 가격에 대한 공헌율
(3)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유형, 해당 업계의 경영주체의 영
리추구모델로서 예를 들면 데이터 량, 클릭 수, 광고수입 등의 손
해배상에 대한 영향
(4) 기타 요소
8.9【법정배상의 고려 요소】
‘법정배상’의 액수를 확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한다.
(1) 작품의 유형, 작품의 지명도 및 시장가치, 권리자의 지명도, 작품의
독창성 정도 등
(2) 피고의 주관적 과실, 침해방식, 시간, 범위, 결과 등
(3) 기타 요소
8.10【악의적 권리침해】
법정 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가 다음과 같은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정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상청구를 인정하거나 또는
배상액수를 높이 확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침해한 경우
(2) 경영행위가 대량의 권리침해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과 관계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도 여전히 실시하거나, 방임하거나 또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장려한 경우
(3) 기타 정황
8.11【합리적 비용】
합리적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변호사 비용
(2) 공증비용과 기타 조사 및 증거 취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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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비용
(4) 출장비용
(5) 소송자료인쇄비용
(6)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8.12【합리적 비용의 증명】
원고가 합리적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하여 관련 지출이 이미 실
제로 발생했고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원고가 비록 충분한 증거
를 통하여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8.13【합리적 비용의 배상】
피고는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 비용을 배상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액수는 단독으로 열거해야 한다.
법정배상방법으로 배상액수를 확정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는 법정 배
상의 액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8.14【변호사 비용】
변호사비용의 지출액수를 확정할 경우 실제지불된 변호사 비용, 위탁대
리 계약관련 약정, 사건전문성과 난이도, 변호사의 업무량, 재판 결과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에 근거하여
배상상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비용에 속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침해정지, 공개사과 등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원고의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비용
에 속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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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공개사과의 적용요건】
저작인신권 또는 실연자의 인신권을 침해한 경우, 피고에게 공개사과의
민사책임을 질 것을 판결로서 명령할 수 있다.
공개사과의 방식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신권이 침해된 방
식,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침해행위가 조성한 손해의
영향범위를 참조해야 한다.
침해행위의 정황이 경미할 경우, 피고에게 서면형식의 사과를 판결로서
명령할 수 있다. 피고가 소송에서 주동적으로 사과를 했고 해당 기록이
재판에 남아있을 경우, 공개사과를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
8.16【정신적 손해배상의 적용 원칙】
저작인신권 또는 실연자의 인신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또한 침해정지, 영향제거, 공개사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
로할 수 없을 경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판결로서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8.17【정신적 손해 위자료 액수의 확정】
피고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
해의 정도, 피고의 침해행위에 있어서의 주관적 과실, 침해방식, 침해정
황, 영향 범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금액을 종합적
으로 확정한다.
제9장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의 인정
9.1【정보네트워크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 침해행위】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사건에서는 반드시 피소된 침해행위를 내용제공
행위(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와 기술서비스제공행위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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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원고의 입증책임】
원고가 피고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
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
담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시청, 다운로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초보적으로
증명했지만, 피고가 여전히 내용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
우, 피고가 상으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공증 등 방식을 통하여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지
만, 반드시 증거 취득 순서와 관련 사이트의 완정성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9.3【피고의 입증책임】
피고가 오직 자동 접속(自动接入), 자동전송(自动传输), 정보저장공간,
검색, 연결, 문서 공유 기술 등 온라인 기술 서비스 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피고가 자신이 오직 자동
접속, 자동전송, 정보저장공간, 검색, 연결, 문서 공유 기술 등 온라인
기술 서비스 만을 제공했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제공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제공 주체 또는 그와 제
공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충분한 증거로
서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원고가 이미 초보적인 입증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증명한 경우, 피고가 내용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
정되지 않는다.
9.4【피소된 침해행위의 조사】
피소된 침해행위를 조사하여 밝힐 경우 검증방식(勘验的方式)을 채택할
수 있다. 피소된 침해행위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건의 증거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추리와 경험법칙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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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전면심사】
원고가 소송 제기시 피고의 행위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타인이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는 행
위에 대하여 교사, 도움을 줬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도한 법정 변
론 종결시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증거에 근거해서 피고가 실
시한 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한다.
9.6【직접적 침해행위】
허락 없이 단독 또는 업무분담을 통한 협력 방식으로 공동으로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네크워크전파권을 직접적으
로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각 피고 사이에 또는 피고와 타인 사이에 공동으로 사건관련 작품, 실
연, 녹음녹향제품을 제공하려는 주관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고, 상술
한 주관적인 의사의 연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이에 상응한
행위를 실시한 경우, 전항 규정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9.7【분담협력】
각 피고 사이에 또는 피고와 타인 사이에 협력의사가 담긴 협의 등 증
거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건의 증거에 근거하여 각 피고가 내용에서의
협력, 이익분배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는 경우, 피고 각각이 사건의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공동으로 제
공하려는 주관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
고가 기술 또는 비지니스 모델에 따른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단지 기
술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을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외된다.
9.8【교사와 방조를 통한 권리침해】
피고가 기술서비스제공자로서 교사와 방조를 통해서 권리침해한 경우,
반드시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그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 237 -

9.9【침해행위에 대한 교사, 방조에서의 과실】
피고가 실시한 교사, 방조행위로 인하여 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주관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알았거나(明知)”또는 “반드시 알아야 했거나
(应知)”의 주관 과실이 있어야 한다.“명확히 알았거나”는 침해행위의 존
재를 실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알야야 했거나”는 침해행
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존재를 반
드시 알아야 했던 경우를 말한다.
상술한 과실의 판단은 반드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예견능력과 예견
범위를 기초로 해야 하고, 또한 통상적인 예견 수준과 전문적인 예견수
준 등 상황을 구별해야 한다.
9.10【정보저장공간서비스제공의 인정】
피고가 정보저장공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한다.
(1) 피고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가 서비스 대상에게 정보
저장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 사이트의 관련 내용이 서비스 대상에게 정보저장공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
(3) 피고가 업로드 한 이용자ID, 등록된 IP주소, 등록시간, 업로드IP주
소, 연락방식과 업로드 한 시간, 업로드 정보 등 증거를 충분히 제
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요소
9.11【정보저장공간서비스제공자의 “반드시 알아야 했다(应知)”는 점에
대한 판단】
정보저장공간서비스 제공자가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반
드시 알아야 했다”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이 자신의 저장공간에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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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9.12【정보저장공간서비스제공자의 “반드시 알아야 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보저장공간서비스제공자가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 제품이 자신의 저장공간에서 전파되
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
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가 사이
트의 홈페이지, 각 란의 첫면 또는 기타 주요 면의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
(2)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주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주
동적으로 선택, 편집, 변경, 정리, 추천 또는 기타 전문적인 순위란
을 두었는지 여부
(3) 기타 상황
9.13【정보저장공간서비스제공자의 “반드시 알아야 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보저장공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이용자가 사건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권리
자의 허락 없이 제공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온라인 이용자가 제공한 것이 전문적으로 제작되었고 또한 내용이
완전한 영상작품, 음악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이거나 또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거나 상영되고 있는 영상작품, 지명도가 비교
적 높은 기타 작품 및 이와 관련된 실연, 녹음녹향제품 일 경우
(2) 온라인 이용자가 제공한 것이 현재 제작과정 중에 있으며 또한 상
식에 근거했을 때 제작자가 해당 영상작품, 음악작품, 실연, 녹음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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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제품의 전송을 허락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명확한 권리침해 사실
9.14【연결서비스제공의 인정】
피고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를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고가
제공한 것이 연결서비스라고 초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방영이 피고의 사이트가 아닌
제3자의 사이트에서 이뤄진 경우
(2) 사건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방영이 비록 피고의 사이트에
서 이뤄졌지만, 피고가 사건관련 작품, 실연, 녹음옥향제품의 위치
가 제3자의 사이트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
우
(3) 기타 상황
방영화면의 워터마크 또는 영상물 소개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도표, 문
자 등에 단독으로 의거해서 피고가 실시한 행위가 연결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9.15【연결서비스 제공자 “반드시 알아야 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결서비스 제공자가 “반드
시 알아야 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연결서비스제공자가 피연결된 사건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선택, 편집, 추천을 하였으며, 공중이 사이트에
서 직접 다운로드 하거나 열람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
는 경우
(2) 연결서비스제공자가 링크를 설정해 놓고, 연결된 사이트의 허락 없
이 사건 관련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제공한 권리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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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과하거나 또는 회피하여 연결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하거나 또는 회피하여 연결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제12호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이를 긍정한다.
9.17【침권책임법 제36조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침권책임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
임의 구성요건 조항이다.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조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침권
책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상응한 불법행위책
임을 지는지 판단한다.
9.18【개변(改变)의 이해】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22조가 규정한 ‘개변’이란 서비스 대상
이 제공한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서비스 대상이 제공한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
에 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1) 오직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저장격식에 변경을 가한 행위
(2) 작품, 실연, 녹음녹향에 워터마크 등 사이트 표식을 넣는 행위
(3) 작품, 실연, 녹음녹향 이전 또는 말미에 광고를 넣거나 작품, 실연,
녹음녹향 중에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
9.19【직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저장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 데이터
량에 근거하여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정보네트워
크전파권보호조례 제22조 제4호가 규정한 “서비스 대상에게 작품, 실
연, 녹음녹향제품을 제공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
에 속하지 않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저장공간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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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용을 “직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얻는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9.20【연결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검색 및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피연결된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이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반드시 알지 못한”상황
(2)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이후, 적시에 권리 침해 작품, 실연, 녹음녹
향제품과의 연결을 차단한 경우
9.21【통지의 인정】
권리자가 제출한 통지는 반드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권리자가 제출한 통지에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 통지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가 통지를 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인터넷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
유형, 권리자가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한 문자작품 또는 실연, 녹음녹
향제품의 문서유형과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명칭이 특정성을 가
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한다.
9.22【웹케시 행위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시 케시 형식으로 자신의
서버에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복제물을 생성하고 나아가 정보네
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내용제공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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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서비스 제공자가 검색, 연결 또는 시스템 케시를 이유로 권리침
해 항변을 주장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웹케시 서비스제공행위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케시의
출처가 된 사이트 내용의 권리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
9.23【웹케시 공정이용의 인정】
웹케시 제공행위가 관련 작품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자가 해당 작품에 대하여 가지는 합법권익을
불합리적으로 침해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1) 웹케시 제공의 주요 용도
(2) 원고가 통지-삭제 등 방법을 통하여 손해의 범위를 최대한도로 줄
였는지 여부
(3) 원고가 피고에게 웹케시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는지
(4) 피고가 권리침해 상황을 알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5) 피고가 웹케시 제공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6) 기타 관련 요소
9.24【정시 방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허락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공중에게 온라인상 방영하는 경우,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긍정한다.
9.25【동시 중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작품을 동시 중계하
는 경우, 저작권가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7호에 근거하여 권리
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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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기술조치의 유형】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26조가 규정한 기술조치란 권리자의 저
작권법상의 정당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페이지 뷰 및 감상 통제
또는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의 사용을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말하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술조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술조치
에 속하지 않는다.
(1)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끼워팔기를 실현하
기 위한 경우
(2)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 지역적 구역적 구분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3) 허락 없이 작품, 실연, 녹음녹향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권리자가 저작권법상 누리는 정당이익과 무관한 기술조치
9.27【기술조치의 인정기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술조치는 유효한 기술조치여야 한다. 기술조
치가 유효한 지 여부는 반드시 일반 이용자가 습득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회(避开) 또는 해독(破解)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
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해독할 수 있어도 기술조
치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28【전자상거래 사건의 관할】
인터넷을 통하여 피소된 권리침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단지 매수자가
지정한 상품수취지역만을 근거로 불법행위발생지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9.29【사이트 경영자의 인정】
사이트등기등록정보, 사이트에서 표기된 정보상에 기재된 경영자가 사
이트 경영자이다. 상술한 경영자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동경영
자로 인정하지만 이와 상반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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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영상작품 저작권 침해의 인정
10.1【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작품 명칭】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영상작품의 명칭이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다.
10.2【캐릭터의 보호】
영상 작품의 캐릭터가 초상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속할 경우, 민법통칙,
민법총칙을 적용해서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미술작품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법을 적용해서 보호할 수도 있다.
10.3【행정심사와 비준을 받지 않은 해외 영상작품】
원고가 보호를 주장하는 외국의 영상작품의 경우, 행정심사와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10.4【영상작품 권리귀속의 인정】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화, 연속극 등 영상작품상에
명확히 명시된 권리귀속정보를 통하여 저작권자를 확정한다.
권리귀속정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타이틀 또는 종영자막에
서명한 출품단위를 저작권자로 인정하며, 출품단위의 서명이 없는 경
우, 서명한 촬영단위를 저작권자를 보지만 이와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
우에는 제외된다.
제작허가증, 촬영허가증, 발행허가증, 상영허가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서는 권리귀속인정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기타 증거를 통
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귀속인정의 단독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0.5【경외기구 증명문서의 효력】
국가판권관리기구의 동의를 얻은 해외기구가 영상작품 권리귀속상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한 경우, 저작권 권리 귀속의 초보적인 증거로 사
용할 수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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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피소된 권리 침해 내용의 확정】
당사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내용, 피소된 권리침해작품의 내용과
양자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영상작품, 극
본, 소설 등 다수의 작품과 관계된 경우 상술한 작품 간의 관계에 대해
서 설명해야 한다.
10.7【침해인정의 기본규칙】
피소된 침해 작품과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기존 작품의 관련 내용이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피고가 창작시 원고가 권리
를 주장한 작품을 접촉했거나 또는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경
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0.8【접촉(接触)의 판단】
피고가 기존 작품을 접촉했는지 또는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기존 작품이 이미 공개적으로 공표되었는지 여부
(2) 기존 작품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작
가가 유관 주체 및 기존 작품의 작가와 원고 투고, 협력교섭 등의
상황이 존재했는지 여부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과 기존 작품간의 표현상의 동일성 또는 고도의
유사성이 독립적 창작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
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증거에 근거
하여 피고가 기존 작품에 접촉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0.9【작품 표현의 대비】
원고는 반드시 기존 작품과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대비 설명 또는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두 작품 사이의 관련 내용상의 대응상황을 구
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피고가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
유를 설명하거나 또는 상반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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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 또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경험
을 가진 자가 전문보조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감정기
구에 위탁하여 기존작품과 피소된 작품상의 표현에 대한 대비를 위탁할
수 있다.
10.10【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종합
적 판단방법을 채택한다.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상의
표현의 취사(取舍), 선택, 분배(安排), 설계(设计) 등이 유사한지를 반드
시 비교해야 하며, 주제, 창의, 감정 등 사상과 관련한 영역의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대사, 나레이션 등이 유사한지 여부
(2) 인물의 이미지, 등장인물간의 관계가 유사한지 여부
(3) 구체적인 줄거리의 흐름이 유사한지 여부
(4) 동일한 어법표현, 논리관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이 존재하는지
여부
(5) 특수한 세부 줄거리 설계가 유사한지 여부
(6) 두 작품의 유사한 표현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작품의 핵심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7) 기타 요소
10.11【동일한 역사소재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동일한 역사소재에 근거하여 창작한 작품의 주요 줄거리, 역사적 맥락
은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
특정 소재를 선택해서 창작할 시, 일정 사건, 인물, 구성, 장면을 불가
피하게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특정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
한 불가피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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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대비에 있어서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이 기존 작품상의 관련 역
사의 묘사와 관련된 독창적인 표현을 이용해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야 한다.
10.12【개편권(改编权) 침해의 책임 주체】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각본가는 개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
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제작자가 극본의 창작에 직접 참여했거나 또는
비록 극본의 창작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주관적인 과실이 있는 경
우,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연대책임을 져야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0.13【촬영권(摄制权) 침해의 책임 주제】
피소된 권리침해 작품의 제작자가 허락 없이 원고 작품을 이용하여 영
상작품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권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10.14【촬영권 및 작품완정성보호권(保护作品完整权)】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작품을 영화작품으로 촬영하게 하거나 또
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이용하도록 허락 한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필요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상
작품의 특수한 예술적 표현수법으로 인한 변경, 정책규정, 기술수준, 촬
영 설비 등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은 필요적 변경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제11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인정
11.1【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의 행위】
다른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 허락 없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할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1) 단순전파류(单纯传播类): 피고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복제발행, 정보네트워크전파 등의 방식으로 공중에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경우
(2) 최종이용자류(最终用户类): 피고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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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최종적인 이용자로서, 상
업활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3) 표절류(抄袭剽窃类): 피고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
제, 변경, 개편하여 피고가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것 처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4) 기술조치파괴류(破坏技术措施类): 피고가 저작권자가 자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조치를 고의적으로 우회
하거나 파괴한 경우
(5) 대여류(出租类): 피고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상으로 타인에게 임
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목적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
(6) 기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11.2【최종 이용자 유형의 사건사실의 조사】
최종 이용자 유형에 속하는 사건에서, 증거보전 또는 감정의 방식으로
피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유형, 버전과 수량을 조사하여 밝힐
수 있다. 증거보전 또는 감정을 실시할 경우, 만약 조사할 컴퓨터의 수
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쌍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발췌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당사자가 명확히 확인한 발췌검사의 결과(권리침해
컴퓨터의 유형, 버전과 그 비율)를 전체 검사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 유형의 사건에서 원격증거수집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원격증거취득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1.3【최종이용자의 복제권 침해의 인정】
피고가 비록 원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자신을 위하여 원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또한 해당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정상적인 상업경영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우, 피고가 타인과 공동으로 원고의 컴퓨터 소프
트웨어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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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표절류 사건의 심리순서】
표절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의 심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의 확정
(2)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의 확정
(3)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
의 관계에 대한 조사
11.5【표절유형사건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의 확정방법】
표절유형의 사건 중,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와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을 각각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접촉조건(接触条件)을 만족시킨다는 전제 아
래에서 가장 유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을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으로 선택해야 한다.
11.6【소프트웨어 대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
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과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가 피소된
권리 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스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프로그램(目标
程序)과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프로그램에 대
한 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11.7【소스 프로그램과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대응성】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 이전에, 반드시 원고와 피고의 컴퓨터 소프
트웨어 소스 프로그램과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대응성을 심사해야 한다.
11.8【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사건의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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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파일(文档) 등 문건과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
일하거나 또는 유사할 경우 양자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스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절하였지만, 원고가 양자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동일성 또는 유사상을
증명할 수 있거나, 비록 양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지만
피소된 권리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프로그램 중 원고가 권
리를 주장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정 내용 또는 소프트웨어 결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운영계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등) 방면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원고와 피고의 소프트웨어가 실질
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부칙
본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집행하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과거에 발
표한 유관 규정이 본 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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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소송절차도

재판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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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절
차

재판심리

(1)피고에게 고소장 사본, 응소통지서 등의 자
료 송달
(2)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이는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
서 제출 기간에 이의 제출
(4)재판 시간을 정한 후 양쪽 당사자에게 소환
장 송달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비밀 혹은 법
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업 비
밀에 관련된 안건은 당사자가 비공
개로 심리할 것을 신청하면, 공개
심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공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제162조), 재정이
상소가 불가능한 경우

(1)원고가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 허가를 받지
않고 도중에 퇴정한 경우 소 취하로 처리
(2)피고가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 허가를 받지
않고 도중에 퇴정한 경우 결석판결이 진행

일반과정
약식과정에
부적합한 사건

약식과정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상소

(1)이의의 성립, 법원이 사건 이송 재정
(2)이이의 불성립, 법원이 재정 철회

2심

(1)재판장은 당사자에 대한 심사, 선고 사
유, 재판원,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권리의무를 알려
당사자가 신청을 포기할지 묻는다;
(2)법정조사진행;
(3)법정변론진행;
(4)최후진술;
(5)중재에 동의하는지 물음

(1)하부 인민법원과 법원이 보낸 법정 심
리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하며,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
사사건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
(2)판사는 단독심리로 <민사소송법>제136조,
138조, 141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결/재정의 효력 발생

당사자가 법원
의 중재에 동
의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된 협의에 대하
여 조정서를 작성하
면, 당사자가 서명
하여 효력이 발생.

당사자
소송제기

법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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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절
차

입안
조건
부합

법원심리

법원처리

(1)상소기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2)상소법원: 상급 인민법원
(3)상소장 교부: 다음의 내용 포함:①당사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및 기타 법정대리인의 이름 혹은 기타 조직의 이름 및 주요책
임자의 이름;②원심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와 사건의 원인;③상소요구와 이유
(4)상소장 교부방식: 상소장은 반드시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 혹은 대표인의 수에 맞춰
제출된다.
(5)상소사건 수리비 납부: 상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소 처분이 철회된다.
(1)반드시 상소권을 향유하거나 법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해 상소해야 한다.
(2)상소를 제기하는 대상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재정이어야 한다.
(3)법정 기한 내에 상소 접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1)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해 합의법정을 조직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3)자료심사, 조사, 당사자에 대한 문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합의부는 개정
심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
(4)제2심 인민법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하면 본 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또한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 소재
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1)원 판결과 재정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경우, 판결과 재정의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
고, 원 판결과 재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2)원 판결과 재정의 인정사실이 오류가 있거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과 재정의 방식으로 판정을
번복/취소 혹은 변경이 이루어진다.
(3)원 판결의 기본적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원 판결을 철회하는 재정이 이루어지며, 원심법원으로 재심을 신청
하거나 사실을 분명히 밝힌 후 판결을 수정한다.
(4)원심이 당사자를 누락, 위법 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한다.
(5)제2심 인민법원에서 상소를 심리할 때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송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제2심 인민법원의 판결 전에 상고인이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는 제2심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심 인
민법원의
판결과 재
정은
최종 심의
판결이며
재정이다.

조정서에
대한
재심신청
(1)당사자
재심신청
판결/재정
에 대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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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감
독
절
차

(2)법원의
재심제기

(3)검찰의
상소

(1)당사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에 대하여 자신이
조정을 원치 않았거나 조정의 내용 중 위법의 내용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재심 신청 가능
(2)인민법원의 심의를 통해 사실이 일치하면 재심 신청
(1)상급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 가능; 당사자 일방이 다수이거나
혹은 당사자 모두가 일반인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 가능
(2)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과 재정의 집행은 멈
추지 않는다.
(3)당사자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규정된 내용과 부
합해야 한다.
(4)판결과 재정의 법적효과가 발생한 후 6개월 내에 신청; <민사
소송법> 제200조의 제1항,3항,12항,13항에 내용이있어야
함.알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

(1)각급인민법원장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등에
대해 확실히 오류가 있고,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위
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야 한다.
(2)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에서 재심을 판결한 사건은 본원에
서 재심을 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할 수도 있다
(1)최고인민검찰은 각급 인민법원의 법률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급인민검찰은 하급인민법원의 법률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
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상소를 제
기한다.
(2)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은 동급 인민법원에 법률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국
가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상소를
제기한다.

법
원
사
건
재
심

(1)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중급이상의 인
민법원에서 심리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하위인민법원에 재
심 신청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2)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에서 재
심을 판결한 사건은 본원 혹은 기타
인민법원에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3)재판의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확정
된 사건은 재정중 원 판결, 재정, 조
정서의 진행을 중지한다. 단 예외의
경우도 인정한다.
(4)인민법원에서 재심사건을 심리할 때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5)인민법원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
심한 사건,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과 결정을 제1심 법원이 내린 경우,
제1심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
결과 재정의 경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을 재2심법원이 내린 경우, 제2
심절차에 근거하여 심리해서 내린 판
결과 결정,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 상급인민법원이 심판감
독절차에 따라 심판한 경우, 제2심
절차에 근거하여 심리한 경우,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결정.
(6)인민검찰이 항고한 사건을 인민법원
이 재심할 때는 검사를 법정에 파견
하여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