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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상징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은 작물의 이용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작물의 상업 ․재산  가치를 하게 증 시킨 반면에 작물

의 무한복제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

과를 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에 한 보호는 사회의 요한 테제가 

되었고, 지속 인 법률개정을 통해 작권 보호를 한 규범  처벌수 가 강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작권은 침해되는 경우에도 그리고 독 되는 경우에도 사회문화의 발 에 해를 

래하는 특성을 지닌 권리이기 때문에, 작권자에 한 강력한 법  보호는 정보

나 기술․지식에 한 배타  독 을 래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라는 무시할 수 없는 요청에 상당한 부작용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작권

침해에 한 국가의 극  개입이 당연시 되면서 그 핵심  기능을 형사  제재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형벌남용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 작권법상 형사  보호방식의 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서 권리침해의 규제방식으로 합한지 여부와 만약 합하다면 우리의 작권 실

에 맞는 효과 인 형사  규제방식은 무엇인지에 해 검토하 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형사정책 으로 작권침해를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작권이 

정당하게 법으로 보호받으면서도 이용자의 이용권리도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 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작권이 정당하고도 합리 인 

기반 에서 보호됨으로써 문화발 에 조 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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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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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연구목적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작물의 이용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작물의 상업 ·재산  가치를 하게 증 시키는 반면, 작물의 무한 복제와 무한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의 무단이용으로부터 작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해 작권법을 통한 권

리보호의 강화가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즉 지속 으로 작자의 권

리보호의 요구가 있어 왔고, 그 요구가 재까지 충실히 법에 반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작권법이 작권을 보호하는 목 은 단순히 작권자의 권리보호나 수익창

출의 보호가 아니라 그러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과 실용  문화 술의 발

을 진하기 한 것이라는 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발 이

라는 것이 작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작권 보호의 목 상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작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작물 이용자의 이용권리 간의 균형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 작권법의 형사  보호방식의 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서 권리침해의 규제방식으로 합한지 여부와 만약 합하다면 우리의 작권 실에 

맞는 형사  규제방식은 무엇이며, 만약 합하지 않다면 작권 보호를 한 체방안

은 무엇인지에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사법처리현황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체 작권법 반사범은 2004년 12,513명, 2005년 14,838

명, 2006년 18,227명, 2007년 25,027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90,979명으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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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약 3.6배 정도가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작권법 반 의로 형사입건

된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2004년 50명, 2005년 290명,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3,470명으로 매년 최소 2배에서 최고 9배가 늘어 2008년의 경우 

체 작권법 반 형사사건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범죄분석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작권법 반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70% 

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검거의 단서로는 고소․고발이 체의 9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의 경우 2005년에는 7,505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2,780건

으로 50%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고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년 100여건 가까이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권법 반으로 발된 경우에 구속송치되는 경우는 체 사건의 0.1%도 채 되지 

않으며 부분은 불구속 송치되고 있으며, 구속 송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2005년의 경우 14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명으로 어들었다. 이와 

같이 작권법 반으로 발된 사범에 한 검찰처분결과를 보면, 정식으로 기소된 경

우는 체의 10%도 안되며, 기소되었다고 해도 정식재 이 청구된 사건은 0.1%에 불

과했고, 부분은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 79% 던 불기소율이 2007년에는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작권법 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 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연평

균 30% 가량은 ‘공소기각’으로, 3%에서 8% 가량은 ‘무죄’ 는 ‘선고유 ’로 처리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형인 벌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내외이며 그나마 집행유

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실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6년의 경우에는 

작권법 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작권침해행 가 형사사건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죄가 안되거나 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고 있고, 형사기소되는 사

건의 부분도 약식재 을 통해 벌 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정식재 에 있어서도 실형

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작권법이 고의성 없는 작권침해와 공  

이용에 가까운 행 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 로 재단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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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본 연구에 있어서 조사분석을 해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찰

에 의해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사건 체를 조사분석 상으로 하 다. 자

료수집방법은 검찰청 산자료를 통해 200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구

약식 사건과 구공  사건의 형량을 확보하고, 구공  사건에 해서는 결문을 확보하

여 내용분석 상으로 삼았다. 조사분석의 상이 된 사건은 체 7,717건이며, 이 가운

데 구공  사건은 30건에 불과했다. 구공  사건의 확정 결문에 한 분석은 사례수

가 무 어서 통계  유의미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조사 상기간의 수사례이기 때문

에 의미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사건의 피고인의 유형을 보면 

개인인 경우가 98.2%, 법인인 경우가 1.8%로 작권침해의 부분이 법인에 의한 조

직  규모침해 보다는 개인에 의한 침해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권

법 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형을 보면 구약식 기소된 경우가 체의 99.6%, 구

공  기소된 경우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권법 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선고받은 형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벌 형

이 94.6%, 징역형(집행유  포함)이 0.2%, 선고유 가 0.5% 으며, 공소기각된 사건

이 4.6%, 무죄가 0.1% 다. 즉 기소된 사건의 약 5% 정도는 작권법 반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 형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구약식 기소 비율이 높은 것과 계가 있는데, 약식재

차에서는 벌 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식재 에 회부된 경

우에 있어서도 벌 형이 선고된 경우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죄에 한 선고형량을 살펴보

면, 약식재 에 의하여 벌 형이 선고된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선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은 100만원 이하의 벌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식재 에 의해 벌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하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식재 에서 벌 형을 배제하고 징

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보면 집행유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며, 

형기도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 들어서부터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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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고되는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도 작권법 반죄에 한 선

고형량 추이를 보면 경미한 반행 에 해서는 약식재 을 통해 소액의 벌 형을 선

고함으로써 반행 자에 한 계고 인 의미를 부여하되, 일정 정도 이상의 불법 인 

반행 에 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 비록 집행유 이기는 하지만 - 작권법

이 갖고 있는 하력을 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권법 반죄에 한 검찰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선고형량을 분석해 본 결과, 작

권법 반죄로 형사 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부분이 지나치게 경미한 사건이 부분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사사건으로 문제삼기 이 에 민사  구제방식을 통해 충분

히 해결가능한 사건들이 형사 차로 넘어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도 이롭지 

못한 구제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작권법 반죄를 구성하는 불법행 의 

부분은 형벌을 통한 범죄억지효과도, 침해에 한 사후  구제효과도 무의미한 경우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권법 반죄에 한 형사처벌효과의 의문은, 작권법 

반에 한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어 수사기 에 의한 발건수 는 권리자들의 고소․

고발이 몇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고되는 벌 형의 액수는 매년  더 

낮아지고 있는 상에서도 나타나고있다. 

4. 저작권침해의 형사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 으로 작권과 련해서는 두가지 다른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

나 국과 같은 례법  통에 기 한 작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작

자의 경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작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궁극 으로 그 

작물에 한 공공의 이익을 극 화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륙법계 국가들

은 성문법에 기 한 작권 보호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작자의 경제  권리 뿐

만 아니라 도덕  권리를 보호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작자 시스템이라고도 한

다. 이와 같이 이론 으로 서로 다른 바탕 에서 서 있는 작권 시스템이지만 그 편차

가  더 어들고 있는 것이 실이다. 특히 미법계 국가들에 있어서 공정이용 범

가 축소되고 있고, 작권침해에 한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

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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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침해행 가 작권법에 의해 형사 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해서는 

일정한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은 각 국가별

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기술보호조치 침해에 따라 각각 

요건을 달리하거나 각 침해범죄에 공통 인 성립요건을 두되 각 침해유형에 따라 별도

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여 두는 방식을 취한다. 

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기 해서는 침해유형과 상 없이 

요구되는 공통 인 요건으로 ⅰ) 피해자가 해당 작물에 한 작권을 보유해야 하며

( 작권 등록), ⅱ) 행 자의 작권침해행 ( 작권법상 권리침해행 로 인정된)가 있

어야 하며, ⅲ) 행 자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인 침해행 에 

해 작권법이 요구하는 범죄성립요건을 보면 가  범죄성립요건으로서 ‘상업 인 

이익이나 개인 인  이득의 목 ’을 규정하여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작권법상 형사  침해범

죄 구성요건 가운데 다른 국가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은 바로 침해된 작물의 소매가액과 련된 규정이다. 즉 ⅰ) 180일 이내의 침해행

로 ⅱ) 침해된 작물의 총소매가액이 1000달러를 과하는(총소매가액이 2500달러를 

과한 경우에는 형벌이 3-5배 높게 규정되어 있다) ⅲ) 하나 이상의 작물을 ⅳ) 최소 

10개 이상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형사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범과 범을 요건으로 하여 범의 경우에는 범에 비하여 형벌을 2배로 가 하

여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의 침해행 에 해서는 기본 인 

범죄성립요건으로 상업  이익  재정  이득의 목 이 규정되어 있으며, 범의 경우

보다 범의 경우 2배 높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작권침

해범죄의 객  구성요건요소로서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권리침해의 행 태양은 복

제행 와 배포행 ․공 송행 이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행 태양은  제

조․수입․공개 재  는 기타 불법 거래․제공․배포․삭제․변경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ⅰ) 침해사실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ii) 침해행 를 하 을 것 iii) 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 침해범죄의 성립요건으

로서는 ⅰ) 효과 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주목 으로 하는 장치나 서비스 등일 것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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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가 해당 장치나 서비스 등이 효과 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

실을 인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

로는 제작․수입․ 유․ 여․제공 내지 진열․공개 시․배포․공연․공 시 는 

재생․공 달행  등이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로는 제

작․수입․ 매 내지 임 ․제공 내지 제시․ 고․ 유․배포․장려행  등이 규정되

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기 해서는 ⅰ) 권한있는 자( 작자 등)의 

승낙이 없을 것 ⅱ) 침해의 상으로 작물, 작물의 개작물 는 변형물까지 포함하

며  ⅲ ) 행 자의 침해행 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가 요건으로 ‘ 업

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에 한 침해범죄의 성립요건에 해서는 ⅰ) 개인  용도가 아니거나 행 자와 

개인 으로 연 된 자와 함께 행해지지 않을 것 ⅱ)  작권법의 보호 상물에 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의도일 것 iii)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경

우에도 업의 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형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

다. 독일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로는 복제․배포․공개재 ․이용

행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행 태양으로는 무력

화․제작․수입․매매․ 여행 ․삭제  변경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 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랑스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으로는 ⅰ) 공표된 작물일 것 ⅱ) 침해

행 가 랑스내에서 이루어질 것 ⅲ) 권리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을 것 등이 규정되

어 있다. 가 요건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업  목 이나  이득을 두는데 비해서 

랑스는 ‘조직 ․집단 인 범죄행 ’시 형을 가 하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 침해범죄의 성립요건에 해서는 ⅰ) 작권 등을 침해할 목

으로 특별히 제작되거나 고안된 방법일 것(권리침해목 으로 제작․고안된 방법이 아

닌 기술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벌 형으로 제한된다) ii) 작권을 침해․은닉․용

이하게 할 목 일 것 iii) 타인에게 공 ․제공․취득하게 할 것 iv) 권리 리정보의 경

우 고의 으로 삭제․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랑스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는 행 태양으로는 출 ․수출  수입․공 제공  공 송신․ 고․복제․공

연․배포․ 송행 가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가 성립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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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으로는 변경․제거․공  내지 제공․수입 는 제작․ 고(선 )행  등이 규정되

어 있다. 

일본의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의 성립요건으로는 ⅰ)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것 ii) 침해의 고의가 있을 것(명시  규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가  구성요건으로서 리목 에 의한 침해에 한 규정은 행 자

에 한 형가 요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목 으로 자동복제기기를 권리침해

행 에 이용하게 한 자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 침해

범죄에 해서는 ⅰ) 기술  보호수단 회피를 오로지 그 기능으로 하는 장치나 로그

램일 것 ii) 업으로서 기술  보호수단의 회피를 한 경우일 것 iii) 권리 리정보의 경우 

리를 목 으로 할 것 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

보에 한 침해범죄에 있어서도 리의 목 은 가  구성요건이 아니라 기본구성요건

의 하나로 존재한다. 일본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 행 태양으로는 실연․복제․수

입  수출․반포․소지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행

태양으로는 양도․ 여․제조․수입․소지․공 제공․공 송신․회피․제거나 개

변․부가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유형에 따라 형벌부과의 수 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를 서로 구분하여 형사  제재의 수 에 차이

를 두거나 아니면 모두 동일한 형사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독일․ 랑스․일본은 모두 작권과 작인 권에 한 침해를 동일한 수 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은 오히려 작인 권에 한 침해행  가운데 실

연자의 제공권을 업무과정 는 업무 이외의 과정에서 침해한 경우에는 특히 약식재

에 있어서 작권침해의 경우보다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국가

별로 보다 구체 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비 리목 이고 총소매가가 1000달러를 과하는 작물에 한 권리침해

시에는 1년 이하의 고나 벌 형을 부과하도록 규정1)하고 있지만, 상업  이익 내지 

1) 비 리목 으로 총소매가가 2500달러를 과하는 작물을 최소 10개 이상 복제․배포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고형 는 벌 형에, 하나 이상의 복제물 복제․배포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고형 는 벌 형에 처해지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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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목 이 있고 총소매가액이 2500달러를 과하는 경우 는 상업  배포 

정 작물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 범인 경우에는 형을 두배로 가 하여, 비 리목 에 총소매가 2500달러 

과 침해행 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리목 으로 

총소매가 2500달러 과하는 침해행 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와 상업  배포 정 작

물 배포를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 작권법상으로는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한 기본 인 형벌규정은 

약식재 에 의할 때 6월 이하의 고 는 기  5등  이하의 벌 형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불법녹음물)의 매․ 여 목  제작․수입, 업무 는 업무 이외 과

정에서 배포행 를 통해 작권과 작인 권을 침해한 경우에 약식재 에 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고 는 법정 최고액을 벌 형으로 선고할 수 있고, 정식재 에 의할 때

에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낮

은 형사  제재의 상으로서 ‘업무 는 업무이외 과정에서 작물을 공 에 달’하

거나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행 ’를 통해 작권과 작인 권을 침해한 경우, 

자에 있어서 약식재 에 의할 때는 3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형

을, 정식재 에 의할 때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후자에 있

어서 약식재 에 의할 때는 6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형을, 정식재

에 의할 때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작권법은 작권침해범죄에 해 형사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행 유형에 

따라 형벌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행

를 업 으로 행한 자에 해서는 그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작권침해범죄는 부분의 국가에서 고의범이자 침

해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범이나 미수범에 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 작권법은 작권침해범죄 체에 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수범처벌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독일 작권법상 형사처벌의 범 가 확 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랑스 작권법은 작권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해 동일하게 3년의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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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유로의 벌 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범죄에 있어서 그 행 가 

조직 ․집단 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 하여 5년의 고와 500,000유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작권법도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해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목 이나 다른 가 사유가 없음에도 작권침해행 에 해 이와 

같이 무거운 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보여진다.2) 한편 작인

격권 는 실연가 인격권 침해범죄에 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죄에 

해당하는 작권침해범죄에 한 형벌과 동일한 수 의 형벌이, 국의 경우에는 약식

재 의 경우에는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한 형벌이 작권침해범죄 보다 낮

게 규정되어 있지만 정식재 의 경우에는 동일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

도 리목 의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와 동일한 형벌

이 규정되어 있지만, 비 리목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1/3정도 낮

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리목 여부와 상 없이 기술  보호조치 

침해범죄에 한 형벌이 작권침해범죄보다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다. 

6.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형사적 보호방식과 문제점 검토

행 작권법은 제11장 벌칙에 한 규정에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규정

하여 두고 있는데, 권리의 침해죄․부정발행 등의 죄․출처명시 반의 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직 으로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와 련한 규정은 권

리침해죄라 할 수 있다. 권리침해죄에는 작권( 작인 권포함)침해죄와 기술  보호

조치에 한 침해죄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작권침해죄 보다는 기술  보호조치 침

해죄가 조  더 낮은 형벌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자간에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2) 작권침해 가운데는 폭력단 연계의 악질 인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

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도죄의 형벌과 균형을 맞추기 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히 무거운 죄가 되었다고 한다: 中山信弘(윤선희 편역), 작권법, 2008, 458면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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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는 작권을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기술  조치

에 한 법  보호로서 이  권리보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보호조치 

침해에 한 형사  보호수 은 작권침해에 한 것 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권법은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침해행 에 한 요건으로서 행 객체

인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  권리”와 행 유형인 “복제․공연․공 송신․ 시․

배포․ 여․2차  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  만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즉 객  구성요건요소만을 규정하여 두고 있고, 주  구성요건요소는 두고 있지 않

다. 다만 형법 제8조에 따르면 총칙 규정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실범(형법 제14조)과 미수범(형법 제29조)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작권법이 과실범과 미수범에 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작권침해범죄는 고의범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는 이와 달리 목 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업으로 는 

리를 목 으로”라고 하는 목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한 인식  의욕으로서의 고의와 

함께 ‘업 는 리의 목 ’이라고 하는 과 주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목 이라는 추가  구성요건요소에 의해

서 행 자의 기술  보호조치 침해범죄성립이 보다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권법 반범죄에 한 형사처벌규정은 다음 몇가지 문제 을 내포하

고 있다. 먼  고의 단의 문제이다. 작재산 련 법률 가운데 상표법에만 침해에 한 

고의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때 고의추정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추정규정이지 형사상 침해죄에 용하고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추정규정

을 형사처벌에도 용하게 되면 검사의 입증책임은 완화 내지 면제되고 무죄추정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작권법에는 이

와 같은 고의추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있어서 침해의 결과가 있

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형사기소

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침해사실의 인식을 추정하는 것이 민사책임의 

역에서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형사책임의 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고 하는 법



국문요약 

19

치국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고의 추정은 형사책임에 해서는 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비친고죄에 있어서 리성 단의 문제이다. 2006년 작권법 개정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비친고죄 상의 확 이다. 당시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 “최근 작

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 가 조직 이고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작

자 등이 개인 으로 그 사실을 알거나 응하기 어렵고 산업 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

에 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비친고죄 용범 를 확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행 작권법상 비친고죄의 요건으로서 리성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할만큼 비난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에도 이를 비친고죄의 상으로 포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리를 하여 상습 이라고 하는 요건의 단에 있

어서 상습성 즉 반복  침해행 가 있으면 리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

우 리성은 소극 ․반사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애 에 작권법이 비친고죄의 상

으로 하고자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7. 저작권침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형사적 제재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 

실체법 으로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의 세분  형사  제재의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먼  행 작권법은 리목  여부와 상 없이 작권  작인

권 침해에 해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리목 에 의한 경우와 비 리목 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의 결과는 같

을 수 있지만 침해행 에 한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

목 은 통상 과주 인 구성요건요소로서 가  요소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행 작권법이 리목  유무의 구분없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비 리목 에 의한 침해범죄에 해서는 재 규정한 형벌보다 법정형을 보다 낮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같은 침해 작물의 총소매가액에 따른 형

사처벌의 차등화도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총소매가액이 일

정 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징역형을 제외한 벌 형만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작권침해의 고의가 마치 법률상 추정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듯한 

불합리한 법 용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명문으로 ‘고의로’ 는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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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기술하는 것이 구성요건 단의 명

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작권법이 비친고죄를 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비친고죄의 요건을 ‘ 리를 하여 상습 으로’ 보다

는 ‘ 리목 의 상업  규모’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차법 으로 작권침해범죄에 한 사법처리 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경미한 침해행 의 경우에는 침해 작물의 가액이 매우 경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이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 차나 형사 차든 간에 사법 차를 진행

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행 에 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간이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근 

경찰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즉결심 제도와 검찰단계에서의 교육조건부 기소유 제도

가 침해행 자에 한 형사제재의 하력을 확보하면서도 부당한 합의 요구로 인해 발

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경미한 작권침해범죄와 

달리 리  목 의 상업 인 규모의 작권침해범죄에 해서는 법정형에 가까운 선고

형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리  목 의 상업 인 규모의 침해행 는 작권법이 보호

하고자 하는 작자 등의 권리 뿐만 아니라 정상 인 작물 산업의 질서를 괴함으로

써 국가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그 불법이 가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권침해에 한 형사  규제방식의 개선 외에 형사정책 으로 작권

침해를 억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는 포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과 형사면책범 의 확 , 작물의 합법  이용경로 확보를 한 작권 리단체의 활

성화, 행 법정이용허락제도 요건의 확  등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8. 맺음말 

작권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는 것에 해서는 어느 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이미 국가 인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작권에 한 강력한 법  보호가 불가피하고 국

가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보호에 걸맞는 권리행사방식이 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재산과 달리 단지 소유자나 유자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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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용자들에 의해 리 이용되고 이

를 통해 문화와 기술, 술이 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권리자라고 해서 작물이 내것이라고 주장하는 수 에서 그치는데서 더 나아가 이

용자들이 작물을 합법 으로 그리고 합리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권리자의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자신의 권리에 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 는 사회

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 이고, 따라서 그에 한 국가의 개입과 형벌의 부과는 정

당한 것으로 우리사회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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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나타난 가장 큰 사회  쟁  가운데 하나가 작

권침해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 은 작물의 이용방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킴

으로써 작물의 상업 ·재산  가치를 하게 증 시키는 반면, 작물의 무한 복

제와 무한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의 무단이용으로부터 작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해 

작권법을 통한 권리보호의 강화가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즉 지속

으로 작자의 권리보호의 요구가 있어 왔고, 그 요구가 재까지 충실히 법에 반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본질 으로 작권침해에 한 시 ․규범  처벌수  강

화는 그 필요성이 증 되었다 라기 보다는 일정 산업이 발달하면 해당 산업계내 이해

집단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상품으로서 작물의 작권침해에 한 피해규모가 강조

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작권법이 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 은 단순히 작권자의 권리보호나 수익

창출의 보호가 아니라 그러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과 실용  문화 술의 

발 을 진하기 한 것이라는 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발 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인 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작물 이용자의 인

신이나 재산에 직 인 침해가 가해지는 형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 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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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궁극 인 목 인 지식과 과학, 술의 진 등 문화의 향상발 이라는 당 의 

목 을 오히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발 이라는 것이 작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작권 보호의 목 상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작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작물 이용자의 

이용권리간의 균형이라 할 수 있다. 작권자에 한 강력한 법  보호는 정보나 

기술지식에 한 배타  독 을 래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무

시할 수 없는 요청에 상당한 부작용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작권은 침해되는 경우에

도 그리고 독 되는 경우에는 사회문화의 발 에 해를 래하는 특성을 지닌 권리

라는 에 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 작권법의 형사  보호방식의 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권리침해의 규제방식으로 합한지 여부와 만약 합하다면 우리의 작권 실에 맞

는 형사  규제방식은 무엇이며, 만약 합하지 않다면 작권 보호를 한 체방안

은 무엇인지에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으로 작권침해에 한 강력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침

해행 에 한 처벌수 을 강화하는 입법동향의 변화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

히 미국의 경우 작권침해에 하여 민감하게 처하면서 내외 으로 침해에 한 

강력한 보호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내에서는 작권침해범죄의 유죄 결율

이 50%에 이르고 기소율이 97%에 이르는 등 작권침해범죄에 한 경각심을 높이

는 한편 외 으로는 FTA 약 등을 통해 자국내 작권에 한 강력한 보호를 표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권침해에 한 형사  보호의 강화는, 이미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으로 말미암아 필연 으로 수반되는 침해행 와 불법의 고

의를 지닌 침해행 의 구분없이 무차별 으로 용됨으로 말미암아 과자의 양산이

라고 하는 사회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권침해에 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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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방식과 범 의 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합리 이고도 실효 인 형사  제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 실 으로 행해지고 있는 작권침해에 한 형사

처벌의 실태를 분석하여 으로써 작권 보호에 있어서 형사  제재가 어느 정도 효

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경미한 작권침해에 한 무차별  고

소고발로 인한 청소년문제의 야기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경미한 작권침해

에 한 형사처벌의 배제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외국의 작권침해에 한 처방안을 비교법 으로 검토해 으로

써 작권침해를 방지하여 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공정이용의 권

리도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7

제2장

저작권침해의 실태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

제1절 저작권침해의 실태

1.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현황

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단속과 오 라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2007년에 발행된 보고서1)에 따르면 온

라인 단속의 경우 2006년 1년간 P2P의 경우 14,278건을 발하여 14,214건이 자진

삭제되었고, 포털사이트의 경우 28,341건을 발하여 28,656건2)이 자진삭제 되었으

며, 웹하드의 경우 3,230건을 발하여 3,133건이 자진삭제되는 등 총 45,849건을 

발하여 46,003건의 자진삭제가 이루어졌지만 형사고소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 라인 단속의 경우 음반복제물의 경우 666건을 발하여 650건을 수거하

고, 16건이 형사고발되었으며, 비디오 복제물의 경우 500건을 발하여 436건을 수거

하고 64건이 형사고발되었다. 한 출 복제물의 경우 419건이 발되었으나 부 수

거되어 형사고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 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에서 

총 1,585건이 발되어 1,505건이 수거되고 80건이 형사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3)

1) 2008년도 연차보고서는 재까지 미발행 상태여서 반 하지 못하 다. 

2) 년도에 발되어 이월삭제된 건수가 포함된 수치이다. 

3) 작권보호센터, 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7, 29,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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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작물의 유통은 작권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

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 작권보호센터에서 악하고 있는 불법 

작물 유통사이트는 123개인 것으로 악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통되는 불법 작물은 

상업  목  보다는 사 이용 내지 경제  이익과 무 한 단순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자진삭제를 통해 불법상황을 종료할 수 있어서 형사고발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오 라인 불법 작물의 경우 리를 목 으로 

하는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 이고, 그 가운데서 음반과 상물은 

제작과 유통이 리를 목 으로 하는데 비해서 출 물의 경우에는 리의 목 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4) 음반과 상물은 수거와 함께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지만 

출 물의 경우에는 수거 정도로 그치며 형사고발은 병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저작권법 위반사건 발생 현황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체 작권법 반사범은 2004년 12,513명, 2005년 

14,838명, 2006년 18,227명, 2007년 25,027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90,979명으

로 년 비 약 3.6배 정도가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작권법 반 

의로 형사입건된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2004년 50명, 2005년 290명, 2006년 611명

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3,470명으로 매년 최소 2배에서 최고 9배가 늘어 

2008년의 경우 체 작권법 반 형사사건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작권법 반으로 발되는 경우가 매년 속히 증가하고 있

는 것은, 인터넷이 이미 생활의 심이 되어 있는데다가 성인에 비해 경제 인 여유

가 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악이나 상물 는 게임을 무료

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분은 그와 

같은 다운로드 행  는 자신의 인터넷상 커뮤니 이션 매체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작물을 게시하는 행 가 작권법을 반하는 행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작권법 반에 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 으로 자신의 어떠한 행 가 작권법 반에 해당

4) 작권보호센터, 앞의 보고서,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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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검거단서
2005 2006 2007

현행범 5 7 9

피해자신고 20 18 42

고  소 7,505 8,305 12,780

고  발 450 351 278

자  수 31 30 42

민간체포 - - -

<표 1> 저작권 위반사범의 검거단서

하는지를 제 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 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 반동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권법 반사건이 이와 같이 속하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권법 개정으

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환되어진데다 법으로 보호하는 작권의 범 가 확 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검찰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사건 처리현황

1.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검거현황 및 검거단서

검찰청 범죄분석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작권법 반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70% 

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검거의 단서로는 고소․고발이 체의 95%정도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의 경우 2005년에는 7,505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2,780건으로 50%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고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년 100여건 가까

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수사기 의 탐문수사에 의해 검거되는 경

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작권침해는 종래 권리자가 피해신고

를 함으로써 수사의 상으로 인지되는 것이 일반 이었지만, 작권에 한 인식이 

확 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문제되면서 사법기 이 극 으로 작권법 

반행 를 발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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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투서 47 16 47

타인신고 1 1 8

신문 5 5 1

불심검문 33 34 30

탐문정보 15 26 258

안면식별 1 -

검사지휘 15 14 4

타기관에서 이송 - 2 6

전과조회 - 1 1

기  타 171 185 301

합  계 8,299 8,995 13,807

2.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검찰처분 현황

작권법 반으로 발된 경우에 구속송치되는 경우는 체의 0.1%도 채 되지 않

으며 부분은 불구속 송치된다. 구속 송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다시 반 이하로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의 경우 작권법 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14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명으로 어들었다. 구속되는 경우는 

긴 체포 되거나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경우가 부분이었고, 불구속되는 경우로는 불구

속입건이 부분이었으며 경찰에 의한 장요구가 검사에 의해 기각된 경우가 그 다

음으로 많았다. 즉 작권법 반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외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상업  목 으로 한 지속 인 침해행 의 경

우에는 제한 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인

정될 여지가 있지만, 리의 목 이 있다고 해도 불법 작물의 경우 증거확보에 어

려움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입건이 일반 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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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조치상황
2005 2006 2007

구속 송치 20 17 15

불구속 송치 13,068 16,592 19,703

합계 13,088 16,609 19,718

<표 2> 범죄자 조치상황

            년도

구속, 불구속상황
2005 2006 2007

구속

현행범체포 1 - -

긴급체포 3 - 1

사전영장 2 - -

체  포 8 7 1

소  계 14 7 2

불구속

불구속 입건 5,065 5,528 6,595

영장

요구

검사기각 10 10 5

판사기각 - - -

적부심 석방 - - 2

검사 구속취소 2 2 -

소  계 5,077 5,540 6,602

합  계 5,091 5,547 6,604

<표 3>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3.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검찰처분 결과

가.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작권법 반으로 발된 사범에 한 검찰처분결과를 보면, 정식으로 기소된 경

우는 체의 10%도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되었다고 해도 정식재 이 청구된 

사건은 0.1%에 불과했고 부분은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 79% 던 불기소율이 2007년에는 86%로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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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이 작권법 반사건의 부분이 불기소되거나 벌 에 의한 구약식

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때 극히 경미한 침해만이 작권법 반을 이유로 형사 차에 

회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권침해가 단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불기소 사유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작권침해에 

한 단속 내지 고소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년도

구속, 불구속상황
2005 2006 2007

기소

구공판
구  속 7 - -

불구속 13 24 11

구약식 1,516 1,487 1,623

소  계 1,536 1,511 1,634

소년보호송치 - 2 10

가정보호송치 - - -

성매매 보호송치 - - -

불

기소

기소유예 229 1,844 1,945

혐의없음 801 899 688

죄가안됨 30 7 117

공소권 없음 9,323 11,192 14,326

소  계 10,383 13,942 17,076

기소중지 1,126 1,081 961

참고인 중지 43 73 37

공소보류 - - -

합  계 13,088 16,609 19,718

<표 4> 범죄자 처분결과

나.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

작권법 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 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연평균 

30% 가량은 ‘공소기각’으로, 3%에서 8% 가량은 ‘무죄’ 는 ‘선고유 ’로 처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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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를 제외하면 체 작권법 반사범에 한 형사

재 에 있어서 반은 형선고없이 차가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작

권법 반사범의 불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아  공 차에 회부되어질 이유가 

없는 사건이 부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내외이며 집행유 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실형선고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6년의 경우에는 작권법 반으로 실형을 선

고받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보다 오히려 형량

이 낮게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년 내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으로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보면 작권법 반죄로 

정식재 에 회부된 사람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건도 없으며, 벌 형과 집행

유 만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도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도

구  분
2005 2006 2007

금년접수 239 267 293

사  형 - - -

자유형

무  기 - - -

유  기 3 2

집행유예 17 7 9

자격형 - - -

재산형 71 127 108

선고유예 12 7 7

무  죄 10 4 8

형의 면제 - - -

면  소 - - -

관할위반 - - -

공소기각 100 86 94

소년부송치 - - -

기  타 47 47 62

합  계 260 278 290

<표 5>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통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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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금년접수 40 37 56

사  형 - - -

자유형

무  기 - - -

유  기 - - -

집행유예 2 1 -

자격형 - - -

재산형 10 12 10

선고유예 3 1

무죄 8 4 6

공소기각 - - -

환  송 - - -

이  송 - - -

항소기각
변론경유 17 23 22

변론불경유 - - -

소년부송치 - - -

항소취하 6 1 2

기  타 2 2 10

합  계 48 43 53

<표 6>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통계(항소심)

2005 2006 2007

금년접수 18 13 24

사  형 - - -

자유형

무  기 - - -

유  기 - - -

집행유예 - - -

자격형 - - -

재산형 - -  1

선고유예 - - -

무  죄 - - -

<표 7>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통계(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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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면제 - - -

면  소 - - -

공소기각 - - -

환  송  7  2  2

이  송 - - -

상고기각 11  9 14

상고취하 -  1 -

기  타 - - -

합  계 18 12 19

제3절 저작권법 위반사건 사법처리현황에서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특성

1.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연령분포의 특성

작권법 반으로 단속된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19세 이

하의 청소년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05년에 22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는 2,33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08년에는 23,470명5)으로 100

배 이상 증가했다. 20 의 경우에는 3년간 약 3배 증가했고, 30  이상의 연령층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서 10 의 경우에 있어서 증가추세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그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인구 통계에 따르면 10 의 경우 2005년에는 97.8%, 2006년에는 99.5%, 

2007년에는 99.8%로 지난 3년간 약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10

의 작권침해 반사범의 격한 증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작

권침해에 한 단속이 최근 몇 년동안 격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에서 일부 설

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로펌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청

소년들에 한 무차별 인 고소가 가장 큰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네트

워크상에서 작물이 유통되는 매체들은 차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학

5) 2008년 통계는 범죄분석에 의한 통계가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 보도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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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연  령
2005 2006 2007

소년

14세 미만 13 6 190

14세 16 13 260

15세 25 18 308

16세 25 43 322

17세 30 85 356

18세 53 147 430

19세 65 202 469

소계 227(1.8) 514(3.1) 2,338(11.9)

성인

20-25세 755 1,707 2,847

26-30세 965 1,644 2,172

31-35세 1,419 1,616 1,418

36-40세 1,694 1,705 1,508

<표 8> 저작권법 위반행위시 범죄자 연령(단위:명)

교차원에서 작권에 한 교육이나 홍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

다. 그로 인해 어떠한 행 가 법을 반하는 것인지에 한 인식이  없는 학생들

에게 사  계도 내지 주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권자로부터 

합의 차를 임받은 로펌들이 무차별 으로 고소를 자행하고, 합의요구서에 형사처벌 

련문구를 넣어 아직 학생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과자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학생과 부모의 두려움을 유발하여 합의 을 받

아내는 실은 작권 보호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 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러한 가해자와의 합의 이 작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용되기 보다는 로펌과 

작권침해 발 담 로커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작권법

이 무엇을 보호하기 한 법인지에 한 근본 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집단 , 조직 인 고소행 는 작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행해지는 것

이 아니라 단순히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기능 밖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

히려 작권자에 한 비난과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작권법에 한 

항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권의 정당한 보호에 장애를 래할 수 있

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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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세 3,760 3,752 3,556

51-60세 1,185 1,285 1,211

61-70세 314 327 314

71세 이상 56 72 66

소  계 10,148(77.5) 12,115(72.9) 13,092(66.4)

미상 2,713(20.7) 3,980(24.0) 4,288(21.7)

합  계 13,088(100) 16,609(100) 19,718(100)

2.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동기

작권법을 반한 사람들의 범법행 의 동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 인 이유 

보다는 호기심․부주의․우발 이라고 하는 우연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작권법 반사범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극 인 

의도 보다는 작물의 이용과정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에 

한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된 소극 인 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권은 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보호되는 권

리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작물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갖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용자 스스로 권리보유여

부를 확인해 가면서 작물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상업 인 목 으로 

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권 보유여부의 확인이 반드시 수반되겠지만, 개인이 사

인 목 으로 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물의 작권 보유여부  보호

의 범 를 확인하는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작권을 침해하게 된 동기

가 우연 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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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범행동기
2005 2006 2007

이욕

생활비 마련 312 231 163

유흥비 마련 - 1 2

도박비 마련 4 2 3

허영,사치심 1 5 9

치부 25 14 13

기타 1 14 20

소계 361 267 210

호기심 85 132 219

우발적 90 129 150

부주의 360 475 605

가정불화 7 1 5

사행심 10 13 14

유혹 7 5 13

보복 5 1 6

현실불만 3 1 3

기타 2,892 3427 3,964

미상 9,268 12158 14,529

합계 13,088 16,609 19,718

<표 9> 범행동기의 유형별 분포

3. 공식통계에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분현황에 관한 소결

오늘날에 있어서 작권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자본주의의 정보  확장을 

한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국가들이 표면 으로는 자국 작

물의 권리보호를 해서, 내면 으로는 그러한 작물을 이용한 정보산업의 로벌  

확 를 해 상호 국가간 정을 통해 작권보호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외일 수는 없고, 특히 IT 강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산업의 첨병인 디지털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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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작권보호의 강화라는 

국내외 인 요구에 따라 우리 작권법도 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어 왔다. 작자의 권리강화를 해 권리보호의 범 를 범 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침해의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작권보호의 강화추세는 작권법 반행 에 한 단속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특

히 오 라인에 비해 발이 용이한 인터넷상 디지털 작물의 무단복제  불법이용

행 에 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권침해로 인한 작자의 손해는 민사상 손

해배상 는 몰수규정을 통해서 손해를 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를 구제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 에 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인지된 건수는 매년 속히 증

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은 10-20%정도 감소하

며, 다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는 사건수는 체 인지사건 가운데 10%도 안될 뿐

만 아니라 인지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거나 비슷

한 수 에서 형사기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정식재

이 청구되는 경우는 1% 후이며, 98%가 약식재 을 통해 벌 형이 선고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권법 반에 한 구약식청구비율은 기소건수를 기

으로 해서 볼 때 형사특별법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속구공

이  없는 몇 안되는 범죄행 에 속한다. 

무수히 많은 작권침해행 가 형사사건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죄가 안되거나 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고 있고, 형사기소되는 사건의 부

분도 약식재 을 통해 벌 형이 선고되고 있고, 정식재 에 있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작권법이 고의성 없는 작권침해와 공  이용에 가

까운 경우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 로 재단해 미필  고의에 의한 범법자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권법 반죄에 있어서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는 통상 으로 이해가

능한 범 를 벗어난 수 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양형 단기 의 문제라기 보

다는 작권법 반행  부분이 사실상 법정형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  하효과를 해 법정형을 높혔다고 볼 수 밖에는 없

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형과 선고형의 지나친 괴리는 사법에 한 신뢰를 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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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법경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한 불법행 를 기 으로 법정형을 마

련해둠으로써 실수 는 호기심으로 야기되는 경미한 침해행 를 모두 한 범죄인

양 취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소한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이 선고형과의 괴리를 이면서도 일반 방  하효과를 담

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4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의 의의

본 조사는 작권침해사건에 부과된 형사  제재의 정성  침해의 감소효과를 

살펴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즉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의 수 이 작권법 개

정시마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사처벌의 강

화가 실제 작권법 반사건에 해서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작물 이용자들의 작권침해행 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

휘하고 있는지에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권 반행 에 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고, 작물 이용자들의 권리침해행 에 한 경고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수단으로 제

시되었던 것이 바로 작권침해에 한 강력한 형사처벌이었기 때문에, 과연 형사  

제재가 작권법 반행 를 억지하는데 있어서 실 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작권법 반에 한 형사정책  응을 마련하는데 있

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표본은 지난 4년간 작권법 반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체를 분석의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조사의 규모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행 작권법은 작권을 침해한 행 에 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6)하고 있으며, 작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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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 행 에 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하거

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7)하고 있다. 그리고 리 등을 목 으로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  보호조치의 우회 등을 목 으로 한 장치나 부품을 제

조․양도․ 송하는 등의 행 와 정당한 권리없이 작물의 권리 리정보를 제거․변

경 하거나 베거 변경된 작물을 배포․공 송신 는 수입하는 행 에 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8) 이와 같이 작권법 반죄에 한 법정형량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식재 이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외 이고, 기소사건의 약 99%가 약

식재 을 통해 벌 형이 선고되는 상을 볼 때, 민사 인 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고,  그 게 해결되어야 할 권리분쟁이 민사구제의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형사 차화 되고 있고, 이는 결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게 된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은 공식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작권법 반사건 형량의 과경화

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작권침해의 보호방식으로서 형사  제재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조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 조사분석을 해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

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사건 체를 조사분석 상으로 하 다. 

다만 작권법 반사건은 통상 구약식 기소되는 것이 일반 이고 구공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구약식 사건의 경우 약식결정문을 확보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문내에 구성요건  사실내용에 한 기술이 없기 때문

에 구공  사건의 경우에만 결문을 확보하여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구약

식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만을 분석하는 수 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검찰청 산자료를 통해 200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

6) 작권법 제136조 제1항.

7) 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8) 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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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약식 사건과 구공  사건의 형량을 확보하고, 구공  사건에 해서는 결문을 

확보하여 내용분석 상으로 삼았다. 조사분석의 상이 된 사건은 체 7,717건이며, 

이 가운데 구공  사건은 30건에 불과했다. 구공  사건의 확정 결문에 한 분석

은 사례수가 무 어서 통계  유의미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조사 상기간의 수사

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분석 상이 되는 변수가 무 어서 통계분석을 하기 어렵고, 

결문 분석에 있어서도 사례수가 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단순통계에 그

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2.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검찰처분 유형

가. 피고인 유형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사건의 피고인의 유형을 보

면 개인인 경우가 98.2%, 법인인 경우 1.8%로 작권침해의 부분이 법인에 의한 

조직  규모침해 보다는 개인에 의한 침해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작권법 반죄의 피고인으로서 법인의 비율이 

3% 는데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2008년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　 법  인　 계

2005 1,452 (97.1) 44 (3.0) 1,496(100)

2006 1,437 (97.6) 36 (2.5) 1,473(100)

2007 1,353 (98.5) 20 (1.5) 1,373(100)

2008 3,333 (98.8) 42 (1.3) 3,375(100)

　 7,575 (98.2) 142 (1.8) 7,717(100)

<표 10>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죄 피고인 유형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보다 명확하게 법인 피고인 수의 감소 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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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7.6

2.5

98.5

1.5

98.8

1.3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피고인 유형

법인

개인

<그림 1> 저작권법 위반죄 피고인 유형 (단위 %)

이와 같이 피고인 가운데 법인수가 감소하는 것은 작권침해의 감시와 단속이 강

화된 결과 상업  규모의 작권침해가 실 으로 어려워진데도 원인이 있을 수 있

지만, 실 으로 침해의 고의 내지 그 규모와 상 없이 작권법 반을 발하는 

기 이나 단체에 의해 쉽게 불법행 가 포착되는 것은 개인이 될 수 밖에 없고 발

실 의 확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발이 쉽지 않은 법인 보다는 개인 발에 집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나. 처분 유형

작권법 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형을 보면 구약식 기소된 경우가 체의 

99.6%, 구공 기소된 경우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 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

해 공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벌

․구류 는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편한 재 차로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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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피고인에게 자유형선고의 험부담을 없애 다는 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

호해 다고 볼 수 있다. 구공 기소되는 경우에는 정식재 차를 거치게 되어 시간

․경제  부담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공개재 으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 ․심

리  부담을 가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권법 반죄의 경우 구약식 기소되는 사건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

은 작권법 반행 의 불법정도가 경미한 사건이 부분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편 작권법 반사범에 한 단속이 매년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공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작년에 조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8년도에 구공  사건비율이 높아진 것은 문화체육 부의 작권경찰이라

고 하는 특별사법경찰 이 생겨나면서 작권침해에 한 단속이 집 으로 이루어

진데서 비롯된 상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약식　 구공판　 계

2005 1,486(99.3) 10(0.7) 1,496(100)

2006 1,468(99.7)  5(0.3) 1,473(100)

2007 1,370(99.8)  3(0.2) 1,373(100)

2008 3,363(99.6) 12(0.4) 3,375(100)

7,687(99.6) 30(0.4) 7,717(100)

<표 11>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기소처분유형(%)

(99.3)

(0.7)

(99.7)

(0.3)

(99.8)

(0.2)

(99.6)

(0.4)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처분 유형

구공판

구약식

<그림 2> 연도별 검찰의 기소처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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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형에 따른 구약식 구공  처분 분포를 보면, 법인의 경우에 구공 기소되

는 경우가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구약

식 처분 비율이 99.7%, 구공  처분 비율이 0.3%인데 비해 법인의 경우에는 구약식 

처분비율이 97.2%, 구공  처분비율이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자 모두 

구약식 처분비율이 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구약식
(99.7)

구약식
(97.2)

구공판
(0.3)

구공판
(2.8)

개인

법인

<그림 3> 피고인 유형별 검찰의 기소처분유형

3.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유형

가. 법원에 의한 처분결과

작권법 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선고받은 형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벌

형이 94.6%, 징역형(집행유  포함)이 0.2%, 선고유 가 0.5% 으며, 공소기각된 

사건이 4.6%, 무죄가 0.1% 다. 즉 기소된 사건의 약 5% 정도는 작권법 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 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구약식 기소 비율이 높은 것과 계가 있는데, 약

식재 차에서는 벌 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식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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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구공판 계

전체 징역(집행유예) 0(0.0) 14(46.6) 14(0.2)

벌금 7,296(94.9) 7(23.3) 7,303(94.6)

선고유예 40(0.5) 0(0.0) 40(0.5)

공소기각 348(4.5) 8(26.7) 356(4.6)

무죄 3(0.1) 1(3.3) 4(0.1)

<표 12> 법원에 의한 처분유형(%)

회부된 경우에 있어서도 벌 형이 선고된 경우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처분유형

무죄(0.1%)

징역(0.2%)공소기각(4.6%)

선고유예(0.5%)

벌금(94.6%)

징역

벌금

선고유예

공소기각

무죄

<그림 4> 법원의 처분유형

한편 피고인 유형에 따른 작권법 반죄에 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개인과 법인간의 벌 형 선고비율에 있어서 8%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법

인보다 개인에 한 벌 형 선고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법인에 있어

서는 공소기각 비율이 11.3%로 개인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법

인에 한 공소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 에 경제  능력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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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법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법원처분유형　 개  인 법  인

징역(집행유예) 13(0.2) 1(0.7)

벌  금 7,180(94.7) 123(86.6)

선고유예 38(0.5) 2(1.4)

공소기각 340(4.5) 16(11.3)

무  죄 4(0.1) 0(0.0)

계 7,575(100) 142(100)

<표 13> 피고인 유형에 따른 법원의 처분결과 (%)

징역 (0.2)

벌금 (94.8)

선고유예 (0.5)

공소기각 (4.5)

무죄 (0.1)

징역 (0.7)

벌금 (86.6)

선고유예 (1.4)

공소기각 (11.3)

무죄 (0.0)

개인 법인

무죄

공소기각

선고유예

벌금

징역

<그림 5> 피고인 유형에 따른 법원의 처분

작권법 반죄에 한 법원의 처분유형을 연도별로 보면, 벌 형이 선고되는 경

우는 매년 94-95%로 변화가 크게 에 뜨이지 않은데 비해, 징역형(집행유  포함)

이 선고된 경우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한건도 없다가 2008년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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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상 역시 2008년도에 작권침해에 

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식 구공판 계

2005 징역(집행유예) 0( 0.0) 3( 0.2) 3( 0.2)

　 벌  금 1,413(94.5) 1( 0.1) 1,414(94.5)

　 선고유예 8( 0.5) 0( 0.0) 8( 0.5)

　 공소기각 65( 4.3) 5( 0.3) 70( 4.7)

　 무  죄 0( 0.0) 1( 0.1) 1( 0.1)

2006 징역(집행유예) 0( 0.0) 2( 0.1) 2( 0.1)

　 벌  금 1,377(93.5) 3( 0.2) 1,380(93.7)

　 선고유예 5( 0.3) 0( 0.0) 5( 0.3)

　 공소기각 85( 5.8) 0( 0.0) 85( 5.8)

　 무  죄 1( 0.1) 0( 0.0) 1( 0.1)

2007 징역(집행유예) 0( 0.0) 0( 0.0) 0( 0.0)

　 벌  금 1,291(94.0) 2( 0.1) 1,293(94.2)

　 선고유예 6( 0.4) 0( 0.0) 6( 0.4)

　 공소기각 72( 5.2) 1( 0.1) 73( 5.3)

　 무  죄 1( 0.1) 0( 0.0) 1( 0.1)

2008 징역(집행유예) 0( 0.0) 9( 0.3) 9( 0.3)

　 벌  금 3,215(95.3) 1( 0.0) 3,216(95.3)

　 선고유예 21( 0.6) 0( 0.0) 21( 0.6)

　 공소기각 126( 3.7) 2( 0.1) 128( 3.8)

　 무  죄 1( 0.0) 0( 0.0) 1( 0.0)

<표 14> 법원의 처분유형(%)

나. 저작권법 위반죄의 선고형량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죄에 한 선고형량을 살펴

보면 약식재 에 의하여 벌 형이 선고된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은 100만원 이하의 벌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식재 에 의해 벌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하 300만원부

터 최고 70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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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수　
2005　 2006　 2007　 2008　

계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50,000 0 1 　 1 　 0 2

100,000 10 15 　 9 　 18 52

150,000 0 1 　 3 　 0 4

200,000 61 　 76 　 56 　 583 　 776

250,000 0 0 　 0 　 1 1

300,000 667 605 　 575 　 1434 3281

400,000 0 　 2 　 0 　 3 　 5

500,000 396 436 　 373 　 745 1950

600,000 0 　 0 　 0 　 1 　 1

700,000 66 81 　 95 　 136 378

800,000 3 　 0 　 0 　 0 　 3

900,000 0 0 　 0 　 0 0

1,000,000 129 　 101 　 109 　 217 　 556

1,100,000 0 0 　 0 　 0 0

1,200,000 0 0 　 1 　 0 1

1,500,000 10 9 　 9 　 11 39

2,000,000 40 　 23 　 26 　 26 　 115

2,500,000 0 0 　 2 　 1 3

3,000,000 22 　 20 　 23 1 28 1 95

3,500,000  0 　 1 　 0 　 0 　 1

4,000,000 0 　 0 　 1 　 2 　 3

4,500,000  0 　 0 　 0 　 0 　 0

5,000,000 8 　 2 3 8 1 8 　 30

7,000,000 0 1 0 　 0 　 0 1

8,000,000 0 0 　 0 　 0 0

10,000,000 1 4 　 0 　 1 6

합계 1,414 　 1,380 　 1,293 　 3,216 　 7,303

<표 15> 연도별 벌금형 선고빈도(건수)

이와 같이 작권법 반죄에 한 법원의 벌 형 선고추이를 연도별로 구분한 그

래 로 보면, 작권법 반죄에 한 단속이 가장 강화되었던 2008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벌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오히려 가장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고액의 벌 형이 선고되는 비율 역시 매년 낮아지는 상을 볼 수 있다. 

정식재 을 거쳐 벌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벌 액수 자체가 매우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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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고 있는데, 이는 정식재 을 통해 불법의 여부 내지 그 정도를 법정에서 다투

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식재 의 경우보다 작권침해의 불법성이 크고 따라서 그에 

따른 벌 액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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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 ~60 ~80 ~100 ~200 ~300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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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년도별 벌금형 선고율 추이

한편 정식재 에서 벌 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보면 집행유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며, 징역형도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 들어서부터 집행유 가 선고되는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도 작권법 반죄에 한 선고형량 추이를 보면 경미한 반행

에 해서는 약식재 을 통해 소액의 벌 형을 선고함으로써 반행 자에 한 계

고 인 의미를 부여하되, 일정 정도 이상의 불법 인 반행 에 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 비록 집행유 이기는 하지만 - 작권법이 갖고 있는 하력을 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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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고형량 2005 2006 2007 2008

징역6월 집유2년 2

징역8월 집유2년 3 2 5

징역10월 집유2년  2

징역10월 집유3년 1

합  계 4 2 - 9

<표 16> 년도별 선고형량(단위:건수)

마지막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구형량과 선

고형량이 동일한 경우가 7,227건(93.7%),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488건(6.3%) 인것으로 나타났다.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 

외 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 액수 보다 법원이 선고한 벌 액수가 더 큰 경우가 14건 

이었으며, 검찰의 구형 벌 액을 감경한 벌 액를 선고한 경우가 110건이었다. 그리

고 검찰의 구형은 벌 형이었지만 법원에 의해 공소기각결정이 난 경우가 201건

(2.5%), 선고유 결정이 난 경우가 39건(0.5%),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4건이었다. 정

식재 이 청구된 31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진행 도 에 피해자와의 합의성립으로 

인해 공소기각 결이 난 경우가 8건(25.8%)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계를 보면 벌 형을 구형한 경우에는 벌 액이 감액되어 형이 선고되었고, 징역1년 

는 징역1년에 벌 형을 병과하여 구형된 9건의 경우에는 벌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5건, 징역8월( 는 6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된 경우가 3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1

건 이었다. 그리고 징역1년 6월이 구형된 9건의 경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된 경우가 7건, 징역10월에 집행유 2년이 선고된 경우가 2건이었다. 작권법 

반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구형량이었던 징역 2년의 경우도 선고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약식재 에 있어서는 불법행 에 해 다투어지는 바

가 없기 때문에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큰 차가 없는 반면에, 정식재 에 있어서는 불

법행 여부와 피해범 가 다투어지고, 기소시 피해범 와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범 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52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문 분석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작권법 반죄로 정식재 이 청구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은 22건9)이며, 피고인수는 32명이었다. 내용분석의 사례수로는 무 기 때문에 

분석의 유의미성을 따지는 어렵지만 구체 으로 작권침해행 의 유형과 피해 작

물의 유형, 피해의 정도, 불법행  지속기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형인자들에 따

라 선고형량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분석의 목 을 두었다. 

가. 저작권침해유형

결문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작권침해행 를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를 보면, 인

터넷을 통한 작권침해행 가 30% 정도이고, 오 라인상에서의 침해행 가 70%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 작권침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범 성에 

한 문제제기가 빈번했던데 비해 실 으로 재 에서 다투어지는 작권침해는 여

히 오 라인상에서의 침해행 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 라인상에서의 작권침해행 는 제작․배포․ 매가 부분 첩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분업 이고 규모 인 침해 보다는 세 이고 소

규모 업형태의 침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침해행 는 업로드 는 다운로드를 통한 불법 복제 작물의 배포 내지 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9) 체 22건의 결 외에 공소기각 결이 난 1건은 결확정 이 에 합의서제출로 인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나서 사건개요나 결문의 내용이  없어서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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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명(%)

제   작 1(  3.0)

배   포 4( 12.1)

판   매 2(  6.0)

중복 침해

제작_배포 7( 21.2)

제작_판매 6( 18.1)

배포_판매 1(  3.0)

제작_배포_판매 3(  9.1)

업 로 드 5( 17.6)

다운로드 4( 12.1)

계 32(100.0) 

<표 17>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나. 침해된 저작물의 유형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작권법 반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작물의 유형을 원 작

물과 불법유통형태의 작물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즉 원 작물이 오 라인 작물

이라 해도 이를 정보처리하여 온라인에서 불법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기도 하고, 

온라인 작물도 이를 오 라인상의 CD나 DVD로 제작해서 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 작물의 형태와 불법유통상태에서의 작물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오 라인에서는 화 CD와 DVD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에서는 

동 상강의, 홈페이지 게시물, 화 동 상 등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침해 작물이 유통방식에 따라 원 작물과는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은 온라인상 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CD나 DVD로 불법복제해서 

오 라인상에서 매하는 가 이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서도 화와 온라인 강의 동

상 등이 CD 등으로 불법복제되어 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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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온라인　

서적 2 강의 동영상 2

교재 비디오 3 기사 1

설계도면 CD 1 음원 1

교재용 CD 1 홈페이지 게시물 2

음악 CD 1 영화 동영상 2

사진물 1 케이블 방송 1

영화 CD와DVD 4

완구 1

계 14 계　 8

<표 18> 침해 원저작물 유형(건수)

다. 선고형량

작권법 반죄로 정식재 에 회부되어 선고된 형량의 분포를 보면 집행유 를 선

고받은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 형이 8건,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이 7건, 무죄가 1건으로 나타났다. 

선   고    형　　량 명(%)

무    죄 1( 3.1)

공소기각 7(21.8)

벌    금

3,000,000 원 2( 6.3)

5,000,000 원 4(12.5)

7,000,000 원 2( 6.3)

징    역

6 개월 + 집행유예 2년 2( 6.3)

8 개월 + 집행유예 2년 4(12.5)

10개월 + 집행유예 2년 2( 6.3)

8 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6(18.7)

10개월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 3.1)

6 개월 + 집행유예 2년 + 벌금 1( 3.1)

계 32(100)

<표 19> 선고형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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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or 벌금형

5천만원 이하 4  1  0

5천만원~1억 1  1  0

1억~10억 1  0  1

10억이상 1  0  2

계 7 2 3

<표 20> 피해금액에 따른 형선고 유형

이를 좀더 구체 인 선고형량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집행유 선고에 있어서는 징역8

월에 집행유 2년 그리고 사회 사명령이 수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벌 형의 

경우에는 벌  500만원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권침해에 따른 실제 피해 액에 따른 선고형량을 살펴본 결과 피해 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벌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

해 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 형이 선고되거나 는 집행유 가 선고되는 반

면에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 집행유 가 선고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피해

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 와 함께 사회 사명령 는 벌 형이 병과되어 

선고된 경우가 부분이었다. 다만 이 경우 분석사례수가 12건에 그친 것은 결문에 

피해 액이 구체 으로 제시되지 않고 권리침해된 작물의 종류와 개수만이 제시된  

10건에 해서는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5절 소결

작권법 반죄에 한 검찰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선고형량을 분석해 본 결과, 

작권법 반죄로 형사 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부분이 지나치게 경미한 사건이 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사사건으로 문제삼기 이 에 민사  구제방식을 통

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건들이 형사 차로 넘어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

도 이롭지 못한 구제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은 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렵고 시간과 차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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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민사  구제방식 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 액을 높여 손해를 

보 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방안이라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형사 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높은 합의 을 요구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

장에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합의 액 자체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가해자로 하여  과의 낙인을 감수하게 만들고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작권법 반죄로 최근 4년간 형이 확정된 사건의 94.6%가 약식벌

으로 종결되었고, 정식재 에 의한 경우가 체 사건의 0.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식재 이 청구된 사건에서 조차 피해 액의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 결이 나는 경우

가 체의 1/4이나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작권법 반죄를 구성하는 불법행 의 

부분은 형벌을 통한 범죄억지효과가 무의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작권법 반죄에 

한 형사처벌효과의 의문은, 작권법 반에 한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어 수사기

에 의한 발건수 는 권리자들의 고소고발이 몇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고되는 벌 형의 액수는 매년  더 낮아지고 있는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 을 종결하는 단계까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상카드를 가

지고 침해자를 압박해서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형사 차가 오용되

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형사 차를 통한 구제방식이 최후의 수단으

로서 형벌의 보충성을 근본 으로 훼손하고 있다면, 행 작권법 반죄에 한 형

사처벌의 한계에 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형사적 제재의 일반예방적 위하효과의 문제

작권법은 권리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년 법률 제6134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벌 으로 상향조정하 을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하는 행 의 유형을 “복제․공

연․방송․ 시 등의 방법”에서 “복제․공연․방송․ 시․ 송․배포․2차  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확  개정하 다. 즉 형사  제재의 상이 되는 범죄행 를 확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한 형사처벌의 수 도 높힘으로써 작권 보호의 강화의

도를 분명히 하 다. 이는 작권침해행 에 한 불법의 정도를 입법 으로 높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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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으로써 일반 방  하효과를 기 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형사  제재의 상이 되는 행 유형의 확 와 비친고죄의 도입, 련기 이나 

단체에 의한 극 인 발로 말미암아 작권법 반죄로 형사사법기 에 인지되는 

불법행 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작권침해행 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으로 작권법 반죄로 발되어 형사 차로 편입되는 사람들의 비율도 매년 

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작권법 반죄에 해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수 을 보면 매년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벌 형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벌

액수가 낮아지는 상을 보이고 있다. 즉 형사  제재를 통한 작권침해행 의 감소 

내지 방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작권침해행 는 형사  제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역과 민사  제재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역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 작권법은 침해의 다

소를 불문하고 지나치게 형사  제재에 의존되어 있다. 다음 장의 비교법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보다 작권 시장규모가 큰 외국에 있어서조차 실 으로 형사  

제재의 상이 되는 경우는 권리침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제한되고 그 수도 극히 일

부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의 요건과 범 에 한 재고

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형사  제재를 통한 작권침해행 에 한 일반 방  하효과는 상업  규모의 

리목 을 가진 한 침해행 를 철 히 단속해서 그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엄

한 형벌을 부과하여, 불법 작물의 음성  거래로 인해 치루어야 할 법의 댓가가 그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지 과 같이 고

소취하를 제로 합의 을 지불하거나 약식벌 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수의 불법행 를 발하더라도 침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법행 에 한 회오를 인식하여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기 보다는 침해에 한 형사

처분의 경시를 래하여 오히려 음성  침해의 확 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즉 경미

한 침해임에도 형사고소를 수단으로 해서 합의 을 받아내려는 작권자에 한 반발

과 마치 손해배상의 일환처럼 인식되는 약식벌 에 한 제재효과의 미비 등이 그 원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권자와 합의할 경제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성인 등은 형사  제재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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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반면에 작권자와 합의할 경제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사회경제  약자는 

형사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과경력을 감수할 수 밖에 없

는 불합리한 결과를 래한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 사법제도에 한 비 의 핵심이었

던 유 무죄, 무 유죄의  다른 형태라는 에서 사법에 한 불신을 새롭게 일궈

낼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10) 

2.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경화의 문제

2004년-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작권법 반사건의 선고형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 94%정도가 벌 형이 선고되고 있고, 집행유 는 0.1% 내외로 선고되며, 나머지

는 공소기각과 선고유 가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형법범의 경우 실형선

고율이 30%내외이고, 특별법범도 20% 내외라는 을 고려하면 작권법 반죄의 

선고형량은 비정상 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권법 

반죄의 선고형량 과경화 상은 작권법상 형사  제재가 민사소송 차의 번거로움

을 피하면서 민사  손해배상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기 한 지원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벌은 국가와 범죄자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지 가

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한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것은,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한 사회

10) 2008년도에 한국방송학회의 “ 작권침해로 신고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의도에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결코 우려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음이 이미 입증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에 따르면, “ 작물 이용자의 고소  처벌을 통해 작권제도를 

운 하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법을 몰라서 무지했다, 앞으로는 일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주

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 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구체 인 련법에 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해 회의 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용자들은 법앞에 무력하다는 느낌을 자주 표 하 고, 특히 힘없고 돈없고 어리고 지

식이 은 사람은 법으로부터 는 법 련 종사자로부터 이 게 취 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에 

한 냉소 인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부분의 이용자들이 아직 어리거나 은 학생들이라는 

에서 이들이 법무 리업체와 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법종사자에 한 거부감과 법에 한 회의

는 장기 이고 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우지숙/심은희/최정민, “ 작권침해

로 신고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의도에 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8, 
162-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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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역의 확 를 가능  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기업간 한 작권침해는 분쟁조정 내지 민사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해나가면

서 개인의 경미한 작권법 반행 에 하여는 형사  제재가 집 되는 왜곡된 

작권침해 구제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작권법 반죄에 

한 형벌의 과경화 상 역시 해소될 수 없으며, 이는 바로 법의 경시 내지 형벌의 

하력에 한 불감증을 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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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국제적 동향

국제 으로 작권과 련해서는 두 가지 다른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

이나 국과 같은 례법  통에 기 한 작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작자의 경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작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궁극 으로 

그 작물에 한 공공의 이익을 극 화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법률시스

템은 국가와 국민간의 사회  계약기능을 하게 된다. 반면에 륙법계 국가들은 성문

법에 기 한 작권 보호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작자의 경제  권리 뿐만 아

니라 도덕  권리를 보호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작자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도덕 인 권리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작자의 인격권의 일부로 반

되어진다. 이러한 법률시스템에 있어서는 작자의 권리를 타고난 인간의 권리로 간주

하거나 인격권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따라서 작자의 권리에 한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작자의 인격권이 반 된 최 의 창작물에 제한된다고 본다. 이러한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작물도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작권이 아닌 인 권 시스템

하에서 보호된다.1)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작권시스템으로 인해 국제 으로 작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1)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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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작권 보호가 각 국가의 최첨단 정보산업의 발 에 필수 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륙법계 국가 뿐만 아니라 미법계 국가들도 성문의 작권법을 마

련해두고 권리보호의 상과 범 , 그리고 보호의 제한  침해행 에 한 권리구제

방식을 단히 상세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작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권보호 법률시스템의 특성이 반 되어 있다. 

즉 미법계 국가들은 작권 보호의 궁극의 목 이 작물에 한 공공의 이익을 극

화하는데 두기 때문에 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한 일반규정을 두고 보호되는 권

리의 범 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작권법상 공정이용은 작권침해에 

한 외 내지 책임면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에 륙법계 국가들은 작권을 

작자의 타고난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한 작물의 이용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공정이용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  배려 내지 교육

 목  등에 한해서 외 으로 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제

한범 도 미법계 국가에 비해서 편 한 편이다.  이와 같이 이론 으로 서로 다른 

바탕 에서 서 있는 작권 시스템이지만 그 편차가  더 어들고 있는 것이 

실이다. 특히 미법계 국가들에 있어서 공정이용 범 가 축소되고 있고, 작권침해

에 한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은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이

다.

다음에서는 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국, 륙법계 국가인 독일, 랑스, 일본의 

작권법상 작권침해에 한 형사  규제방식을 비교법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미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 미국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1790년부터 서 ․지도․차트 등 작물을 주요 보호범 로 지정하기 시작한 미국

의 작권법은 그 동안 역과 기술  범 에 한 확 를 해 수차례에 걸쳐 개정

을 해왔다. 특히 1990년  이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미

국 정부는 ‘NII 지 재산권 실무 ’을 조직하여 1995년에 ‘지 재산권과 국가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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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다. 그리고 같은 해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한 법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DPRA)’을 새로 제정하고, 1997

년 ‘ 자 도 지법(No Electronic Theft Act)’를 통해 온라인상 작물을 무단 등록

하는 경우에 해 경제  이득의 발생여부에 계없이 처벌하도록 하 다. 1998년에 

‘디지털 니엄 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제

정하여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종합 인 작권 법제의 근간을 정비하 다.2) 미국의 

작권은 특허권과 함께 연방법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재 미국에서 작권과 련

된 법률은 연방법 이외의 각 주의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작권법에 의한 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2차  작물 작성권․배포권․ 

공연권  시권의 네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범 와 련하여서는 작

권자에게 작물에 한 독  사용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작물의 불법  복제행

를 지할 수 있는 권리와 작물의 일정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작권법 제정당시부터 작권침해행 를 범죄로 간주하여 이에 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즉 1879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작권법에 작권침

해에 한 형사처벌조항이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연극과 음악 작물의 침해에 한해

서만 형벌이 규정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작물에 해 형사  처벌이 도입된 

것은 1976년 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고, 1982년 작권법 개정에 의해 형량이 강

화되었다. 하지만 부분의 작권침해행 는 경죄로 처벌되었었다. 이후 1992년 

작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작물에 한 침해행 시 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고, 1997년 자 도법의 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

업  이익 는 개인 인  이득의 요건없이도 작권침해행 가 성립하게 되었

으며, 고의와 함께 목 범의 구성요소 던 상업  목 이 오히려 형을 가 시키는 가

처벌요건으로 환되었다. 

이러한 작권 보호를 한 입법  수단의 확  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2004

년부터 2005년까지 작권  상표권 련 기소건수가 45% 증가하고, 지 재산권 

2) U.S. Copyright Offic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8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http://www.copyright.gov/legislation/dm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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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97%나 증가하는 등 사법  하력의 강화를 실화하

고 있다. 

2. 미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미국 작권법상 권리침해에 한 구제와 련한 규정은 제5장에 마련되어 있다. 

작권침해에 한 구제방식으로는 우선 민사상으로 지명령, 침해물건의 압수  처

분,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지명령은 작권침해를 방지 는 억제하기 

해 인정되는 범 내에서 부여될 수 있으며, 미국 역에 걸쳐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

만 침해 자체가 장래를 향해서는 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이 에 제작되거나 배

포된 불법 작물과 그것을 복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존재하는 한 침해의 효과는 지

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국 작권법 제503조는 권리침해를 해 제작 내지 사용

된 불법 복제물과 복제의 수단으로 이용된 주형이나 모형․필름원  등을 압수․ 괴 

기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명령과 침해물건의 압

수  처분 등과 함께 민사상 효과 인 침해구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법정손해배상

제도이다. 즉 미국 작권법 제504조는 작권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작권자에게 

실제의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액에 갈음하여 최 배상액과 최고배상액의 범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제

도로 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하여 법원에 합리 인 확신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비한 것이다.3) 작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경우 각각의 침해에 

한 법정손해배상액은 법 으로 정해진 최소배상액 - 미화 750달러- 보다 어서도 

안되며, 하나의 작물에 련된 침해소송에서 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30,0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고의의 침해가 입증된 경우 법정손해배

상액은 150,000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으며, 선의의 침해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감

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불충분한 배상액으로 말미

암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작권침해의 사안을 민사  구제로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4)는 에서 작권법에 고유한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이지윤, 작권침해에 한 법정손해배상에 한 연구, 계간 작권, 2007, 87면. 



제3장 저작권침해의 형사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5

미국 작권법은 작권침해에 해 민사상 구제방식과 함께 형사상 구제방식을 함

께 규정하여 두고 있다. 미국은 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  

이득 는 개인의  이익을 하여 작권을 침해한 경우, 180일 이내에 피해액

이 1,000달러 이상인 복제물을 복제  배포한 경우, 고의를 가지고 상업  이익이나 

개인  이익을 목 으로 기술  보호조치 등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작권자의 고소의사와 무 하게 일정기간이나 반횟수를 설정

하고 그 기간 동안 는 반횟수에 따라 작권침해행 를 처벌하고 있다. 작권침

해에 한 형벌로는 침해의 유형에 따라 최소 징역1년에서 부터 최  징역 10년까지, 

벌 형의 경우에는 최소 10만달러에서 부터 최  25만달러까지를 선택 으로 는 

병과 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권침해와 별도로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침해에 해서는 디지털 니엄 작권법을 통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범인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벌  는 5년 이하의 징역, 범인 경우

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미국 작권법상 형벌로 하되는 작권침해행 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상업  이익 는 개인 인  이득을 목 으로 고의로 작권

을 침해하는 행 이다. 주  범죄성립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상업  이익 는 개

인 인  이득의 목 이라고 하는 주  요소를 포함하는 목 범의 형태를 띠

고 있다. 따라서 고의의 입증에 더하여 행 자가 그러한 주  목 을 가지고 침해

행 에 개입했는가의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목 은 이익이 실화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5) 이러한 목  요건을 입안한 본래의 취지는 오로

지 개인  사용을 목 으로 고의로 작권을 침해한 개인들에 한 형사책임을 배제

하기 한 것이었다.6) 

두 번째 침해행 유형은 고의로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이 1,000달러를 과하

4) 이지윤, 앞의 논문, 106면. 

5) http://www.usdoj.gov/usao/eousa/foia_reading_room/usam/title9/crm01851.htm

6) H.R.Rep.No.997, 102 Cong., 2d Sess.5(1992).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66 

는 하나 이상의 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자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

제하거나 배포하는 행 이다. 이 행 유형은 작권침해에 한 고의라고 하는 주  

요건과 180일 이내 총 소매가액이 1,000달러를 과하는 하나 이상의 작물이라고 

하는 객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된다. 이러한 침해행  유형에서 요한 것은 상

업  이익이나  이득이라고 하는 주  목 이 없어도, 즉 순 히 비 리 인 

목 으로 총소매가액이 1,000달러를 과하는 작물을 1회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도 범죄행 에 해당되어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달러 이하의 벌 형에 처

해질 수 있다는 이다. 이는 이용자의 작물 이용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이와 같이 미국 작권법이 상업  이익이나 

 목 을 작권침해의 제요건으로 포기한 것은, 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복제나 

배포가 상업  목 이나 인 이득을 목 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복제나 배포행 로 인하여 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래하

고 있기 때문에, 상업  이익 등을 추구하지 않는 복제나 배포행 에 해서도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법자의 의지표 이라 할 수 있다.7) 다른 한편

으로는 이 규정은 작물의 총 소매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배

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상 개인들의 불법 복제나 배포행 의 

경우 상업  이익이나  이익을 목 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1,000달러 미만의 침해행 에 해서는 형사처벌의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험 없는 사 이용의 역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권침해행 의 세 번째 유형은 배포  작물의 작권 보호를 한 

것으로, 상업  배포가 정된 작물을 그 배포 에 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하는 

행 이다. 이 유형의 침해행 는 의 두가지 유형에 있어서 제요건이었던 작물의 

소매가액 내지 복제나 배포횟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포행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상업  배포 정에 한 객  단기  

없이 작권자의 ‘상업  배포에 한 합리 인 기 ’라고 하는 피해자의 주 인 

단을 기 으로 하기 때문에 용범 의 확 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침해행 에 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작물이 상업  배포 에 불

7) 김지 , 로그램 작권침해에 한 형사  구제방안 연구,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20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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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복제되어 온라인 네트워크나 인터넷상에 업로딩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8)

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작권법상 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부과는 복제행 와 

배포행 에 제한되기 때문에 작권침해행  가운데 개작행 ․공연행 ․게시행 는 

죄처벌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행 가 상업  이익이나 개인 인 

 이익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에서 제외된다.

▣ 제506조 형사적 침해

(a) 형사적 침해：누구든지

(1) 일반조항  - 다음의 침해행위로써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누구든지 법전 제18편 

제2319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A) 상업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B)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를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C) 만약 그 저작물이 상업적 배포를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틀림

이 없는 경우, 공중이 접근가능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

업적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2) 증거 - 본 항의 목적상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의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고의적인 침해

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정의 - 본 조항 하에서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

미한다.

    (A) 권한없이 배포할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 ‧ 음악저작물 ․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 저작

물 ․ 녹음물이 만약, 

       (i) 저작권자가 상업적 배포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ii)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상업적으로 배포된 적이 없는 경우

    (B) 권한없이 배포할 당시 만약 양화가 

        (i) 영화상영시설에서의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으며 

        (ii) 영화상영시설 외의 상영 허용이 의도된 형태로서 미국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인 복제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Orrin G. Hatch, News Room: Hatch Introduces Family Entertainment Act, Statement of 
Senator Orrin G. Hatch before the U.S. Senator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김지 , 앞의 보고서, 26면 각주 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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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몰수 및 파괴：법원은, (a)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때에는 소정

의 형에 부가하여, 모든 침해 복제물 또는 음반과 이러한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 ․ 장치 또는 장비의 몰수 ․ 파괴 또는 기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c) 사기적 저작권 표시：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는 저작권 표시나 이와 동일

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물건에 부착하거나,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

는 저작권 표시나 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붙어 있는 물건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누구든지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저작권 표시의 사기적 제거：누구든지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의 복제물에 부착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 허위기재：누구든지 고의로 제409조에 규정된 저작권 등록신청서 또는 이러한 신청서에 

관련하여 제출되는 명세서 내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본 조의 규정은 제106조의 A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2319조 저작권의 형사적 침해

(a) (형사적 범죄와 관련된) 제17편 제506조(a)규정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b) 내지 (d)규

정에 따라 처벌되며, 제17편의 기타 다른 조항이나 기타 다른 법상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b) 제17편 제506조(a)(1)(A)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1)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2,500달러를 초과한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

반으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최소 10개를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본 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2) 본항 (1)의 규정의 위반을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 편에

서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3)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 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506조(a)(1)(B)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1) 총 소매가액 2,500달러 이상인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최소 10개의 복제물이나 음반으

로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본 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

에 처해지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2) 본 항 (1)의 규정의 위반을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3) 총 소매가액 1,000달러를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하나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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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본 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벌

금형에 처해지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d) 제17편 제506조(a)(1)(C)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본편에서 규정한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2)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본편에서 규정한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3)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내지 본편에서 규정한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4) 본 항(2)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본편에서 정한 

벌금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기술  보호조치 침해에 한 형사  규제는 디지털 니엄 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신설된 미국 연방법 제17편 제120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디지털 니엄 작

권법은 WIPO의 작권 조약9)과 실연  음반조약10)을 이행하여 양 조약을 미국 국

내법으로 수용하는 법률로서, 이 양 조약의 핵심은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장치

를 무력화하는 기술과 작권 리정보의 침해를 불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권리침해에 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법 장치의 이행수단으로서 니엄 작권법 

제103조를 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DMCA에 의해 작권침해에 한 구제와 별

도로 기술  보호조치에 한 극 인 구제를 구분하여 입법하고 있는 미국의 작

권법체계의 의도는, 기술  보호조치를 기존의 작권 보호 패러다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 인 보호 패러다임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11)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  보호장치는 작권이 부여된 작물에 한 권한없

는 근을 지하는 것과 작권이 부여된 작물의 권한없는 복제12)를 지하는 것

으로 나뉘어진다. 즉 이러한 유형의 기술  보호장치를 우회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나 

 9) WIPO Copyright Treaty.

10)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1) 이규홍, 기술  보호조치에 한 소고,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2007, 186면.

12) 작물의 권한없는 배포나 공 상연을 통제하는 기술  수단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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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작하거나 매하는 것이 지되는 것이다. 다만 우회행  그 자체와 련

하여서는, 작물에 한 권한없는 근을 지하는 기술  장치를 우회하는 행 만을 

지하며, 작물의 권한없는 복제를 지하는 기술  장치를 우회하는 행 는 지하

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 이 작물에 한 공정사용을 지속 으로 가능하

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해 채택되었다. 즉 작물의 복제는 한 환경하에서는 

공정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  장치를 우회하는 행  자체는 

지하지 않는 것이다. 조 으로 공정사용이론은 작물에의 권한없는 근을 확보

하기 한 행 와 지되는 근을 확보하기 해 기술  장치를 우회하는 행 에 

한 항변이 되지는 못한다.13) 

이와 같이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장치에 한 법  보호와 함께 작권 리

정보의 일체성을 보호하기 해 권한없이 작권 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는 변경

하거나 허 의 작권 리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 에 해서도 형사  책임

을 부과하고 있으며, 양자에 한 불법의 정도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침해가 무조건 범죄를 구성하

여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침해의 고의와 상업  이익  재정  

이득이라고 하는 목 이 모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도

으로 기술  보호조치를 우회 내지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상업  이익 등의 목 이 

없었다면 동 법률상 형사처벌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 기술  보

호조치에 한 법  보호의 외로서 도서  등에서의 면책을 포함하여 7가지의 구체

인 외를 규정하여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에 한 규정이 연방 

작권법상의 권리, 구제수단, 제한, 작권침해에 용될 수 있는 공정이용을 포함한 

방어에 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포  외규정을 두고 있다.14) 

13) U.S. Copyright Offic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pp.3-4. 

14) 공정이용의 원리가 작권침해 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의 침해에 해서도 용될 수 있는가

와 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다. 즉 근통제조치에 해서도 공정이용원리가 용된다고 해석하

는 입장도 있으나 미국 례는 근통제조치에 해서는 공정이용이 용될 수 없다는 부정론을 

취하고 있다. 즉 공정이용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공정 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다. 다만 이와 련하여 기술  보호조치에 한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입법안(Benefit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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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벌수 과 련하여서 보면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침해행 에 

한 형벌은 작권침해행 에 한 형벌보다 오히려 가 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작권침해행 의 경우 징역형에 병과할 수 있는 벌 형이 최고 25만 달러로 규정

되어 있는데 비해, 기술  보호조치 침해행 의 경우에는 최  100만 달러 이하의 벌

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작권을 보호하기 한 수단에 불과한 기술  조

치에 하여 작권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법률상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작권의 

간  침해에 해서도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엿볼 수 있다. 

▣ 제1204조(형사적 침해와 처벌) 

(a) 총칙. 고의로 상업적 이익 및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1201조 및 제1202조를 위반한 

자는 

    (1) 초범인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2) 누범인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b) 비영리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에 대한 제한 : (a) 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제118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영방송기관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공소시효 : 소인이 발생한지 5년 이내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3. 전자정보 절도법(No Electronic Theft Act)

동 법률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되는 음반의 작권침해를 상업  목 의 존재여부와 

상 없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등록이나 게시 

는 채  등을 통해 작권자의 허가가 없는 복제나 유통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Net Act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음반의 불법사용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without Limiting Advancement or Net Consumer Expectations(BALANCE) Act of 2003, 
H.R. 1066, 108th Cong.(2003); Digital Media Consumners' Right Act of 2003, H.R.107, 
108th Cong.§5(2003))이 발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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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에 한 형량을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확 하 다. 한 

MP3 교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득에 한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상업  목 과 

개인  목  여부와 상 없이 작권의 범 를 확 하 다. 이러한 음반의 불법사용에 

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250,000달러의 벌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재범의 경우 최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반자

는 민사상으로 피해 작물당 최  150,000달러 까지 변상해야 한다. 민사상으로는 

거래여부와 계없이 고발이 가능하지만 형사상으로는 작권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불법으로 간주된다.15) 

4.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미국 작권법은 제107조 내지 제120조에 걸쳐 작권자의 배타  권리에 한 제

한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07조 공정이용에 한 규정은 작권의 보호와 표 의 

자유의 균형 인 해석기 으로서 작용하며, 작물 이용자의 법  책임을 면제하는 근

거규정이 되고 있다. 작물에 한 배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복제권․2차 

작물 작성권․ 매 는 배포권․공연권․ 시권․송신권․ 작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07조의 공정이용의 범 에 해당하는 행 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법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작권침해소송에서 가장 요한 항변으로 례에 의해서만 인정되어 오

다 1976년 작권법 개정 때 성문화된 규정이다. 제107조에 규정된 비평․논평․시

사보도․교육․학문 는 연구 등과 같은 목 은 시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법원은 

동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단기 에 따라 구체 인 사건별로 공정이용여부를 

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포 인 권리침해 외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과 함께 개별 인 조

항으로 작권에 한 배타 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 작

권법이 공정이용규정과 아울러 개별 인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작물 이용

15) United Stat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No Electronic Theft Law; http://judiciary.senate.gov/special/ 
netact.pdf, 작권심의조정 원회, 미국 작권 선진시장 정책연구, 2006,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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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술발달로 말미암아 공정이용에 의한 항변을 기 하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의 규정을 두어 작권자에게 인정되는 배타  권리의 범 를 한정시켜  필요가 있

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가. 공정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

미국 작권법상 공정이용은 작권법을 기술 으로는 반하 으나 작권법의 기

본 인 목 은 반하지 않은 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16) 즉 모든 개인은 공

정이용을 해 작권이 있는 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작권자는 그러한 사용에 

해서는 배타 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침해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균형을 유지하고자 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미 작권법 제107조는 작권법이 지하고 있는 행 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 가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에 한 4가지의 단기 을 제시하고 있다. 작물의 이용목 과 성격, 

작권이 있는 작물의 성격, 작권이 있는 작물 체에 해 사용된 부분이 차지

하는 양과 상당성, 이용행 가 잠재  시장이나 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향이 그것

이다. 작물의 공정이용여부를 단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작물의 이용목 과 성격

은 상업  이용인가, 교육  목 인가, 생산 이거나 변형 인 이용인가의 여부를 고

려한다. 즉 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더라도 궁극 으로 지식과 문화의 발 에 필수 인 

교육에 이용되거나 창조 인 작물의 발 을 한 것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본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요소인 작물의 성격은 공익을 하여 일정한 작물에 해서는 다

른 종류의 작물보다 더 많이 근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17) 세 

번째 요소인 체 인 작물과 이용된 작물의 양과 상당성을 둔 것은 작권자가 

침해행 로 인한 경제 인 손해를 공정이용을 이유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가를 

16)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n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82 Columbia Law Review, 1984;이 희/안효질, 자교

과서 개발에 따른 작권법상의 문제  해결방안에 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82면에

서 재인용. 

17) 이 희, 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한 비교법  연구, 경 법률 제10권, 2000,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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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소인 사용으로 인한 작물의 잠재

인 시장이나 가치에 한 향은 세 번째 요소와도 연 된 것으로 여기서 요한 것

은 잠재 인 시장의 범 를 단하는 것이다. 즉 지나치게 확 해석하게 되면 항상 

공정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작권법을 융통

성 있게 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법  단의 완충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18)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이 침해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기술의 발

을 따라잡지 못하는 입법정책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단재량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나. 개별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

미국 작권법은 제107조에 의한 작자의 배타  권리에 한 제한으로서 공정이

용에 한 포  규정 외에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걸쳐 개별 인 배타  권리에 

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걸쳐서는 배타  권리의 범

를 일정한 범주내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권리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다.

 도서 이나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합법 인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처분, 특

정 실연  시에 한 면책, 특정 2차 송신에 한 면책, 일시  녹음․녹화의 면

책은 원칙 으로 해당 행 가 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제로 하고 외 으로 침

해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 들이 작권침해로부

터 면책을 부여받기 해서는 상업 인 이익을 목 으로 하지 않고, 비 리교육기 의 

교육활동이거나 종교 ․자선  목 의 비 리단체의 활동 등에 의한 것이라는 요건

을 제로 하고 있다. 

한편 회화․도면  조각 작물의 경우 배타  작권이 허용되지만 합법  복제이

거나 해당 작물이 건물의 일부로서 분리가 물리 으로 는 본질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작자의 권리가 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녹음물과 비연극  음

악 작물에 한 배타  권리는 면책되는 송신  재송신에 의한 녹음물 공연시 그리

18) 류종 ,  작권의 쟁 과 망, 2008,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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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면책되지 않는 특정송신에 한 법정허락시, 화형 서비스에 의한 송신을 한 

이용허락시에는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작권법은 작권을 제한하는 개별조항을 7개 두고 있지만 각각의 조항에 있

어서 권리제한의 요건과 한계, 권리의 허용범 를 단히 구체 이고 자세하게 기술하

여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행

인가의 여부에 한 단은 극히 제한 으로 그리고 엄격히 행해질 수 밖에 없다. 

작권침해에 한 외를 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다면, 기술  보호조치 침해에 

한 면책조항은 디지털 니엄 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DMCA에 규정된 기술

 보호조치의 외는 체로 근통제조치에 한 외이며, 이용통제조치의 외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법집행․정보 기타 정부행 (§1201(e))와 리버스 엔지니어링

(§1201(f)) , 미성년자 보호(§1201(h))에 국한되어 있다. 근통제조치 우회 지 련 

면책조항으로는 비 리도서 ․기록보존소  교육기  등이 작물 구독여부를 결정

할 목 으로 신의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우회행 (§1201(d)), 암호화기술의 결함과 취

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해 근통제를 우회하거나 기술조치를 개발하는 행

(§1201(g)), 기술조치 는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작물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기술조치를 우회

하는 행 (§1201(i)), 소유자나 운용자의 허락을 얻어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검증하기 한 목 으로 근통제조치를 우회하거나 우회를 한 

기술조치를 개발하는 행 (§1201(j))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보호조치

에 한 구체 인 제한 규정 외에 미국 작권법은 “이 조의 어느 것도 작권법상의 

권리․구제․제한 는 공정사용을 포함한, 작권침해에 한 항변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포 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하여 이용자들은 작물의 공정사용

을 해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법원은 “DMCA가 법

한 것으로 규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공정사용하는 것

이 지되지 않는다”19)고 시하고 있다. 즉 공정사용은 허용되지만 공정 근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0) 

19)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merdes, 111 F. Supp.2d 294, 321-324(S.D.N.Y 2000), 
aff'd 273 F.3d 429(2d C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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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니엄 작권법에는 작권이 제한되는  다른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온

라인상 작물에 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순간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캐싱,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시스템 는 네트워크상의 정보 장, 정보장소툴(하이퍼링크, 검색엔진)의 제공행  등

에 의해 야기된 작권침해에 해서는  손해배상을 완 히 면제하고 있으며, 

시스템 제공자에 한 법원의 지명령도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

자가 책임제한의 이익을 얻기 해서는 상습 으로 작권을 반하는 가입자에 해 

거래를 종료하고 이를 합리 으로 이행해야 하며, 표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사법통계

미국 작권법은 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작권법과 련한 통계가 정기 으로 발

표되지는 않고 있다. 작권과 련한 가장 최근 통계는 미연방법무부 사법통계국에서 

2002년에 출간한 특별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21) 

미 연방검찰에 형사상 지 재산 련 사건으로 수된 405건 가운데 52%인 210

건이 작권법 반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미 연방검찰에 수된 지 재산 련 형사사

건수는 2000년 이래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가운데 작권 련 형사사

건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재산과 련한 형사사건 가운데 증가추세에 있

는 것은 업비 에 한 사건들이며, 나머지는 작권침해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소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에 연방검찰에 수된 지 재산 련 형사사건

수가 439건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405건으로 감소되었고, 그 가운데 작권침해사

건수도 2000년에 213건 이었던 것이 2002년에 210건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2002

년도 작권침해 형사사건 피의자 가운데 개인이 92.3%, 법인(기 )이 7.7%로 개인

에 의한 작권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지 재산 련 민사소송사건수도 매년 감소추세에 

20) 임원선, 작권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법  보호에 한 연구, 동국  박사논문, 2003, 87면. 

21) U.S. Dept. of Justic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200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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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작권침해 련 민사사건수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에 미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지 재산 련 민사사건수는 

8,737건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8,254건으로 었지만, 작권침해사건은 2000년에 

2,050건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2,446건, 2002년에는 2,084건으로 약간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지 재산 련 사건들이 연방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진다. 2002년 1년 동안 134명의 피고인들이 지 재산침해행 로 인하여 연방양형기

하에서 반 이상이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8,254명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민사사건으

로 다루어졌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평결을 선고받은 134명의 인구사회학  특성 가운

데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세 미만이 8.2%, 25-34세 미만이 32.1%, 35-50세 미만이 

44.8%, 50세 이상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별 분포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25세 미만은 2.4%, 25-34세 미만은 8%가 증가한 반면에 35

세 이상은 1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재산 침해사건과 연 된 피고인의 

연령 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34

명 피고인들의 유죄평결의 형태를 보면 유죄답변이 97%, 배심재 이 3%이며, 형사처

벌 유형을 보면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8명, 보호 찰만 선고받은 경우가 39명, 

구 조건부 보호 찰이 36명, 벌 형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방양형기 하에서 

선고된 형의 범주를 보면 가이드라인 최 형이 선고된 경우가 46.3%, 최고형이 선고

된 경우가 1.5%, 하한선을 이탈한 경우가 10.6%로 지 재산 침해사범에 한 미국의 

양형도 하향선고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영국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의 특징

국의 행 작권법은 1988년 제정된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기 하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작권을 보호하는 별개의 법률

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은 여러 지 재산권의 보호를 포 하는 통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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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하고 있다.22) 

국의 작권법은 “ 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 ”라는 표제하에 작권자의 배

타  권리로서 복제권․공 배포권․ 여권․공연권․공 달권․개작권 등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

를 하거나 그러한 행 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

다.23) 특히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서 일시  복제를 그 범 내로 포섭하고 있다는 

에서 보면 상당히 폭넓게 작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작물과 련하여 허용되는 행 로서 “fair dealing”을 포함한 여러 경우들을 제시하

여 두고 있다. 

2. 영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국 작권법은 작권( 작인 권 포함)과 실연권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으며, 각각의 침해에 한 구제와 련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한 작권보호

를 한 기술  장치의 우회와 련한 침해행 에 해서도 구제규정을 두고 있다. 

국 작권법상 작권침해에 한 구제는 민사  구제와 형사  구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민사  구제로서는 손해배상․정지명령․일정액의 배상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구제에 해서는 원칙 으로 작권자가 제기하지만 배타  이용허락을 받은 자

도 침해에 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은 침해

의 악질성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작권자가 요구한 액수를 

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재정24)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작권침해가 이루

어지는 서비스제공자에 한 지명령을 고등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이러한 민사  구제와 아울러 국 작권법은 작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먼  작권침해와 련

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 에 해서는 제1편 작권 제6장 침해에 한 구제 

22) 박덕 , 국 작권법, 작권심의조정 원회, 2005, 15면. 

23) 국 작권법 제2장 작권자의 권리 제16조 작물의 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 .

24) 국 작권법 제97조.

25) 국 작권법 제97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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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연권침해와 련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

에 해서는 제2편 실연에 한 권리 제19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와 련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 에 해서는 제296ZB조에 규정되어 

있다. 

작권침해와 련한 범죄행 로는 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작물의 불법복제물

을 매나 여의 목 으로 제작하거나 사  이용 는 가정내 사용 이외의 목 으로 

국으로 수입하는 행 , 불법복제물을 만들기 해 특별히 설계된 물품을 제작하는 

행 , 작물을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 , 업무과정에서 는 업무과정이 아

닌 경우에도 작권자를 해칠 정도로 작물을 공 에 달함으로써 침해하는 행 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연권침해와 련한 범죄행 로는 동의 없이 실연의 녹음물을 제작

하는 행 , 한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임을 알면서 공연 는 공 달하는 행

, 불법녹음물임을 알면서 사   가정내 사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에 수

입하는 행  는 업무상 매․ 여하거나 매나 여를 하여 제공․진열 는 

배포하는 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보호조치의 우회와 련한 범

죄행 로는 컴퓨터 로그램 이외의 작물에 하여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효과 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주된 목 으로 설계  제

작된 장치나 상품 등을 매나 임 를 해 제작하는 행 , 사 이용  가정내 이용 

이외의 목 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권침해 범죄에 해

서는 벌 형 는 최고 10년 이하의 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에 의한 침해에 해서는 임직원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도 두고 있다. 

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국 작권법 제107조는 작권을 침해하는 제반행 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 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장 경미한 침해행  - 정식재 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행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침해행  - 에 해서는 약식재 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고나 기 등  5등  이하의 벌  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다음으로 공 달권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식재 과 정식재 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는데, 약식재 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고 는 법정 최고액 이

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재 에 의한 경우에는 벌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80 

는 2년 이하의 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한 형벌로 규제하고 있는 작권침해행 로는 복제권과 련한 침해행 로서 매

나 여목 의 제작․사  사용 이외의 목 의 수입․업무과정과 업무과정 이외의 경

우에 있어서 배포행 로서, 이에 해서도 약식재 과 정식재 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약식재 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고나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는 양자

를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재 에 의한 경우에는 벌  는 10년 이하의 고 

는 양자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권  배포권의 침해는 정식재 의 경우

에는 공 달권의 침해에 비하여 5배나 높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식재 의 경우에도 2배가 높은 6월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볼 때 양 침해행 의 

불법의 정도에 큰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권침해행 가 법인에 의해 행해진 때에는 법인에 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제107조 (침해물품 등의 제작 또는 처리에 대한 형사책임)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인 물품이며, 또한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죄를 범한 것이 된

다. 

   (a)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b) 사적 사용이나 가정내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

   (c)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업무과정에서 점유하는 것

   (d) 업무과정에서

     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ⅲ) 공개전시하는 것

     ⅳ) 배포하는 것

   (e)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도로 배포하는 것

(2) 한 물품이 판매, 대여 또는 업무과정에서 사용되는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죄

를 범한 것이 된다. 

   (a) 특정보호물의 제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을 제작하고, 

   (b) 그러한 물품을 점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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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그 행위를 하는 자는 범죄를 행한 것이 된

다

   (a) 업무과정에서

   (b)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해치는 정도까지

(3) 저작권(방송 또는 유선프로그램의 수신에 의하지 아니하고)이

   (a) 어문 ․ 연극 또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의하여 또는

   (b) 녹음물 또는 영화를 공중에게 현시 또는 재생함으로써 침해되는 경우 저작물이 그와 

같이 공연, 현시 재생되게 한 사람은 그가 저작권이 침해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4) 제1항(a), (b), (d)(iv) 또는 (e)의 죄를 범한 사람은

   (a)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나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 또는 이 양벌에 처한

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벌에 처한다.

(4A) 제2A조에서 정한 범죄를 행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5) 전항의 죄 이외에 이 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

고나 기준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 또는 이 양벌에 처한다. 

(6) 제104조 내지 제106조(추정)의 규정은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소송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8조의 명령에 대한 소송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110조(법인에 의한 범죄:임직원의 책임)

(1) 법인에 의해 행하여진 제107조의 범죄가 이사 ․ 지배인 ․ 비서실장 기타 유사한 임직원 또

는 그러한 자격에서 활동한다고 칭하는 자의 동의나 묵인을 얻어 행해진 경우,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같은 침해를 한 것으로서 유죄가 되며, 소송에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2)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 사무가 관리되는 법인과 관련하여 이사란 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실연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형사적 제재

국 작권법은 제1편에 작권에 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편에 실연에 한 

권리를 두고 실연자의 권리와 녹음권자의 권리를 구체 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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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의 권리로는 생실연의 녹음물 제작권․녹음물 복제권․녹음물 복제물의 공 발행

권, 녹음물의 복제물의 공 여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실연에 한 배타  녹음계약

의 당사자인 녹음권자의 권리로는 실연 녹음물 제작권․녹음물의 공 시  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실연자와 녹음권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해서는 작권침해행 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한 형사책임을 부과하

고 있다. 

실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태양은 작권침해태양과 유사하며, 침해의 고의를 

제로 해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도 동일하다. 즉 과실에 의한 작권침

해 내지 실연권의 침해에 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불법녹음물임을 인지하고서 매 등의 목 으로 제작하는 행 , 사 사용 이외의 목

으로 수입하는 행 , 업무과정에서 녹음물을 매하거나 매 등을 해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 ,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행 , 공 달권과 공 재생권을 침해하

는 행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작권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연권

의 침해행 도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먼  이 가운데 불법 

녹음물을 매나 여목 으로 제작하거나 사  사용 이외의 목 으로 수입하는 행  

그리고 업무과정에서 녹음물을 배포하는 행 는 가장 불법성이 한 것으로 보아 약

식재 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는 반면, 정식재 의 경우에는 벌  는 10년 이하의 고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행 에 해서는 단

순히 침해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 으로 녹음물의 제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을 인식한 경우에만 침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한 형벌로는 약식

재 의 경우 3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

는 반면, 정식재 의 경우 벌  는 2년 이하의 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실연권 침해행 에 해서는 약식재 에 의하도록 

하되 6월 이하의 고 는 기 등  5등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작권침해에 한 형벌과 동일한 수 으로 

작권과 실연권의 침해에 한 형사  보호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실연권의 침해에 해서도 작권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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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형사책임의 제로 법인의 임원 등의 동의나 묵인

을 요구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제198조(불법 녹음물의 제작, 취급,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1) 불법 녹음물이며 또한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

한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a) 판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

   (b) 사적 사용이나 가정 내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으로 수입하는 것,

   (c)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업무과정에서 소지하는 

것

   (d) 업무과정에서 녹음물을

     (ⅰ)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ⅱ)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 

     (ⅲ) 배포하는 것

(1A)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자는

   (a) 업무과정, 또는

   (b) 소유자의 제공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업무과정이 아닌 경우,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녹음물의 제공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2) 충분한 동의없이 제작된 실연의 녹음물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권리의 침해임을 알거나 이를 믿을만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한 것이 된다.

   (a) 공중에 현시 또는 재생하는 것

   (b) 공중에 전달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분한 동의”라 함은,

   (a) 자격 있는 실연의 경우 그 실연자의 동의,

   (b) 배타적인 녹음계약에 따른 자격없는 실연의 경우

      (ⅰ) 제1항(a)(녹음물의 제작)의 목적상 실연자 또는 녹음권자의 동의 및

      (ⅱ) 제1항(b),(c),(d) 및 제2항(녹음물의 취급 또는 사용)의 목적상 녹음권자의 동의, 

이 항에서 녹음권자라 함은 동의가 주어지는 시기에 그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여, 

그러한 사람이 1인 이상일 경우, 그들 모두를 말한다.

(4)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부칙 2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는 행위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84 

(5) 제1항(a),(b) 또는 (d)(iii)의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5A) 제1A조에 따른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b) 정식재판에 의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6) 이 조에서 정한 침해를 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등급 5등

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제201조(동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허위 표시)

(1) 이 편의 목적상, 실연과 관련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허위 표시하는 자

는 그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침해가 된다.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음

을 믿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침해를 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등급 5등급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제202조(법인에 의한 침해 : 임직원의 책임)

(1) 법인에 의하여 행해진 이 편에 따른 죄가 이사 ․ 지배인 ․ 비서실장 기타 유사한 임직원 

또는 그러한 자격에서 활동한다고 칭하는 자의 동의나 묵인을 얻어 행해진 경우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같은 침해를 한 것으로 유죄가 되며, 고소를 당하는 데에 책임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다.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형사적 제재

기술  보호조치에 한 규정은 2003년 법개정으로 국 작권법에 도입된 것이

다. 이에 의하면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행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회 내지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의 제작․ 매․수입․배포 등의 행  등이 침해행 를 구성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행 는 기술  보

호조치의 우회수단을 매 등의 목 으로 제작하거나 사 이용 이외의 목 으로 수입

하는 행 , 업무과정에서 매나 제공․ 고․ 유  배포행 로 제한하고 있다. 즉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행  자체에 한 형사처벌은 두고 있지 않다. 기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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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우회하는 행  보다는 그러한 행 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이용가능성을 차

단하고자 하는데 입법목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보호조치에 한 침해행 에 해서는 침해의 고의를 제로 해서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행 자가 이용한 장치나 제품 는 부품, 서비

스 등이 기술  보호조치의 효과 인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 다는 사

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알았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때에

는 침해의 기소에 한 항변사유가 됨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물에 용된 

기술  보호조치를 해체하거나 우회 내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나 제품 는 서비스 

등은 그러한 목 만을 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행 자의 입장에

서는 침해고의가 없다는 을 제로 하면 해당 장치나 제품 는 서비스가 그러한 

의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 제296ZB조(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

(1)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주된 목적으로 설계, 제작 

또는 개작된 어떤 장치 ․ 상품 또는 부품에 대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가 

된다. 

   (a)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또는

   (b) 사적 이용 및 가정내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c) 업무과정에서

     (ⅰ) 판매나 임대하는 경우

     (ⅱ) 판매나 임대를 위해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ⅲ) 판매나 임대를 위해 광고하는 경우 또는 

     (ⅳ) 점유하는 경우

     (ⅴ) 배포하는 경우 또는

   (d) 업무 과정 이외에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2)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다

음 각호의 경우에 제공 ․ 장려 ․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침해가 된다.

   (a) 업무과정인 경우 또는

   (b)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 업무과정 이외의 경우

(3)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어떤 정보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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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불법으로 하지 아니한다.

   (a)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또는

   (b) 범죄의 예방 혹은 인지, 침해의 수사 또는 기소행위를 위하여 또한 이 항에서 “정보기

관”이란 2000년 Regulation of Investigation Power Act의 제81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를 한 자는

   (a) 약식재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정식재판의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피고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하

는 것은 이 조에 따른 침해의 기소에 대한 항변이 된다.

   (a) 장치, 제품 또는 부품 또는

   (b) 서비스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

3.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제한

국은 1911년 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통법상 공정이용의 효시  규정을 

두었던 국가로, 공정이용 원리에 의해 포 으로 작권자의 배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재 국 작권법 제171(3)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 등을 근거로 작권행

사를 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에 어떠한 것도 향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작권이 제한되는 구체 인 조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무 하게 법원이 자유

롭게 공공의 이익을 포 으로 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26) 

이와 아울러 국 작권법은 제1편 제3장에 “fair dealing”규정을 둠으로써 작

물 이용에 한 개별 인 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fair dealing 

규정을 통한 작권침해의 외규정들은 총 48개의 조항에 걸쳐서 단히 구체 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작물 이용과 련하여 허용되는 행 로서 일반규정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은 일시

 복제물의 제작, 조사 는 사  연구, 비평  평론과 사건보도, 작물의 부수  

26) Dinusha Mendi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xceptions to Copyright and Its Appli-
cation to Copyright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Electronic Jounal of Comparative 
Law Vol. 7.5 November 2003 ;http://www.ejcl.org/75/art7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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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27) 등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한 외규정으로서 개인  사용을 한 단

일의 근가능한 복제물 제작, 시각장애인을 한 다량의 복제물․ 간복제물과 기록

물 등에 한 규정28)을 두고 있고, 교육을 한 외규정으로서는 수업 는 시험의 

목 을 하여 행해진 것, 교육목 의 선집, 교육기  활동과정에서의 작물의 실

연․재생 는 시, 교육기 에 의한 방송의 녹음, 교육기 에 의한 발행 작물 구

의 복제, 교육기 에 의한 복제물의 출29) 등을 두고 있다. 도서   기록보 소와 

련한 외규정으로서는 사서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논설 복제, 사서에 의한 발행 

작물의 일부복제, 사서 는 기록보 소에 의한 복제물의 출, 사서에 의한 다른 도

서 에 한 복제물의 제공, 사서 는 기록보 인에 의한 작물의 체복제물, 사서 

는 기록보 인에 의한 일정한 미발행 작물의 복제, 수출조건으로 제작되기 해 

필요한 작물의 복제, 법  납본 도서 에 의한 복제30) 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과 련하여서는 의회  사법 차, 그리고 그 차의 보도목 의 행 , 왕립

원회와 법정조사 차를 목 으로 하는 행 , 공개열람에 제공되거나 공 기록부에 기

재된 자료, 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달되는 자료의 복제, 공기록의 복제, 법정 권

한에 따른 행 31) 등은 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로그램과 련하여서는 복제물의 백업, 역분석, 컴퓨터 로그램의 조사․

연구  시험, 합법  사용자에 해 허용된 기타행 로서 복제나 개작, 데이터베이스

와 련하여 허용된 행 32) 등은 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디자인과 련하

여서도 디자인 문서  모형, 미술 작물로부터 생된 디자인 이용의 효과, 디자인 

등록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행 33) 등이 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인쇄서체와 련하여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통상의 인쇄과

정에서의 인쇄서체의 사용은 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34)하고 있다. 이외에 

27) 국 작권법 제28A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28) 국 작권법 제31A조, 제31B조, 제31C조 

29) 국 작권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A조.

30) 국 작권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A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
44A조.

31) 국 작권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32) 국 작권법 제50A조, 제50B조, 제50BA조, 제50C조, 제50D조.

33) 국 작권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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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태의 작물에 한 복제물의 이 35), 어문․연극․음악  미술 작물에 

한 공개낭독  낭송, 일정한 경우 구술된 말의 요약  녹음물의 사용, 학술 는 

기술  논문의 요약, 민요의 녹음물, 공개 시에 일정한 미술 작물의 표 , 미술 작

물의 매 고, 동일한 미술가에 의한 추후 작물의 제작, 건축물의 개조36) 등은 

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로는 일정한 작물 복제물의 공

출, 클럽  단체 등의 목 을 한 녹음물의 재생, 방송을 목 으로 한 부수  녹음, 

방송과 기타 서비스의 감시와 리를 목 으로 한 녹음, 시청시간 변경을 목 으로 

한 녹음, 방송의 사진, 방송의 무상공개 시 는 재생, 유선에 의한 무선방송의 수

신  재송신, 방송의 자막있는 복제물의 제공, 기록보 을 한 녹음, 개작 등과 

련하여 외규정을 두고 있다.37)

국 작권법상 작권제한과 련한 외규정에 있어서 특이한 은 사 이용과 

련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다. 사 연구의 목 을 한 작권제한

은 일반 외규정에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  이용 내지 가정내 이용을 한 작권의 

제한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작권침해와 련하여 형사책임을 규정하

고 있는 조항에 있어서 “사  사용이나 가정내 사용 이외의 목 으로 국으로 수입

하는 행 ”라고 하는 문구에 있어서 사 이용 목 의 복제물 수입을 범죄행 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만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수입행  이외의 복제행 에 한 사

이용의 면책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개인  필요에 의해 타인의 작물을 이용하

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이용행태이고, 이와 같은 개인  이용은 권리자가 통제할 수 있

는 범 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

제 으로 허용되는 행 로서 인정되어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 작권법의 태

도는 상당히 외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이러한 개인  이용

을 한 사 복제라 할지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범 하게 배포됨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에서 최근 그 허용범 를 제한해나가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이 국의 작권법상으로는 개인  이용목 의 사 복제에 한 면책규정

34) 국 작권법 제54조.

35) 국 작권법 제56조. 

36) 국 작권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37) 국 작권법 제66조 내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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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최근 가정에서 이용할 의도로 다운로드 받는 미성년자들에 해서는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의 강력한 처를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을 야

기하고 있다. 이에 해 강력한 비 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이 IT 콘텐츠 업계를 보

호하고 경쟁력을 갖기 한 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 이라고 

한다.38)

이에 더 나아가 국은 온라인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의 수 을 물리  침

해에 한 형사  제재의 수 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물리 인 침해

의 의도와 향력이 온라인 침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서로 다른 양형의 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온라인 침해에 한 형벌의 강화가 작

권법을 보다 일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39) 

제4절 독일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 독일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독일 작권법은 새로운 기술의 이용이 작권제도를 둘러싼 환경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는 작물의 종류  권리내용의 보충과 확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되어 왔다. 다만 최근 법개정은 독일 자체의 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기 보다는 작권 련 유럽연합지침을 국내법 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졌다. 

독일 작권법상 작권자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  지 가 부여되어 

있고, 도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이

38) 주재원, 국의 온라인 콘텐츠 작권-쟁 과 동향, 동향과 분석 통권 292호, 한국방송 상산업진

흥원, 2009.4, 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292&book_seq=6079&menucode= 
3/1/1&midmenucode=1

39)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2008, p.6. ; 한편 유럽

연합 작권보호지침에 따르면 자연인이 일체의 상업  목 을 배제하는 한 디지털 사 복제를 포

함한 사 복제 일반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재량권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다; 김 철, 디
지털환경하에 사 복제문제에 한 비교법  고찰, 20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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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와 같은 작권은 작권 리법을 통해 리단체들이 효율 으로 리하기 

때문에 작권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40)

하지만 2008년 1월 개정된 작권법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축소하고 작자와 

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유럽 작권에 한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

시켰다.41) 

독일 작권법 역시 작권자의 권리침해에 하여 민사  구제와 형사  구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먼  민사  권리구제방법으로는 작권법 제97조 내지 제105조

에 규정된 침해정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 복제물 는 복제장치의 폐기 내지 인도청

구권,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주에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한 작

권자는 권리침해자에 하여 복제본의 출처  매경로에 하여 지체없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보유자는 당해 복제본의 제작자․공 자  여타 

소유자, 업 인 소유자 는 임인의 이름과 주소에 하여, 그리고 제작․공 ․

보유 혹은 주문된 복제본의 수량에 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  권리구제에 

해서는 동법 제106조 내지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작권에 한 침해와 인

보호권의 침해에 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벌 형으로, 만약 그러한 침해가 

업 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는 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 등에 한 침해에 해서는 1년 이하

의 징역 는 벌 형으로, 만약 그러한 침해가 업 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는 벌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2. 형사적 권리구제방식

독일 작권법상 작권침해에 한 형사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세하거나 

구체 이지는 않다. 크게 작권, 작인 보호권,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에 필

요한 정보보호와 련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 에 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작권침해에 한 형사처벌의 정도와 련하여서는 일반 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40) 박익환, 독일 작권법 개 , 작권심의조정 원회, 12면. 

41) 최은희, 독일의 작권 정책, 한국방송 상산업진흥원, 동향과 분석, 2009.4.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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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다 업  목 에 의한 권리침해를 보다 가 된 형벌로 규정42)하고 있다. 

한 작권을 보호하기 한 기술  보호조치 내지 권리 리정보에 한 침해에 해

서는 작권 자체에 한 침해 보다는 낮은 형벌로 규정함으로써, 작권 자체의 보

호와 그 보호의 수단에 한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법률상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는 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독일 작권법상 작권 등의 침해행 에 한 형사처벌은 고소를 제로 하여 성

립하는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외 으로 업 인 무단이용의 경우와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는 

고소없이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43) 따라서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작권침해행 에 해서는 친고죄의 용을 받아 수사의 개시가 피해자의 

고소에 종속되지만, 리를 목 으로 하는 작권침해행 에 해서는 친고죄규정이 

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 업’이라는 것은 반복  행 로 지속 이고 고정 인 수입

원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친고죄가 용되는 업 인 무단이용은 리

목 이 아니라 상업  규모 이상의 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44) 

독일 작권법상 권리침해에 한 형사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하다고

는 볼 수 없으며, 실 으로도 단순히 벌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2006년 불법복제 련으로 의뢰된 사건 수 1,843건 가운데 1/5만이 실제 법 인 처

벌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에 들어서는 총 1,900건 가운데 부분이 처벌되었고, 처

벌의 용수 도 높아져서, 53%는 벌 형에 19%는 3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집행유

에 그리고 23%는 재 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45) 

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독일 작권법은 작권자의 작물에 한 복제권․배포권․공개재 권 등을 침해

42) 제108조a( 업 인 무단이용) ①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경우에 업 으로 행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혹은 벌 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43) 독일 작권법 제109조 

44) 김병일, 한미 FTA의 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   그 이행에 한 고찰, 계간 작권 2007 여름

호, 24면. 

45) http://www.gvu.de/media/pdf/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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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 와 작자 표시의 무단부기 행 에 해 3년 이하의 징역 는 벌 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행 의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작자 

표시의 무단부기에 한 처벌 규정은 모든 보호되는 작물에 해 용되는 것이 아

니라 미술 작물에 한해서만 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 작물의 경우에는 원

본 뿐만 아니라 복제물과 개작물 는 변형물에 해서까지 작자표시 무단부기행

를 형벌로 규제하고 있다. 다른 작물에 비해 미술 작물에 있어서 작자표시는 육

안으로 식별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표시에 의해 작물의 진정성이 간주될 뿐만 

아니라 작물의 가치를 단하는 기 이 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제의 기 을 

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제106조(보호저작물의 무단이용)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 있는 자의 승낙없이 저작물 ․ 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

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재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 제107조(저작자 표시의 무단 부가)

① 미술저작물의 원본에 저작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자 표시(제10조 제항)를 부가하

거나 이와 같이 부가한 원본을 배포하는 자, 미술저작물의 복제본․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원본의 외관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 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된 복제본 혹은 이와 같은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행위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이 과해질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나. 인접보호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독일 작권법은 제2장에 인 보호권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인 보호권에는 학술

 본과 사후 작물과 같은 특정 본의 보호, 사진의 보호, 실연자의 복제․배포․

공개재   용익권, 실연 녹음물․녹화물의 이용권의 보호, 음반제작자의 이용권  

분배청구권의 보호, 방송사업자의 공 달권, 방송 녹음  녹화물의 복제․배포권 

등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배포․공개재 권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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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호권에 한 침해도 작권에 한 침해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작물에 한 법률상 권리보호의 범 를 확 하고 있다.

▣ 제108조(인접보호권의 무단침해)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1. 학술적 출판물(제70조) 혹은 이와 같은 출판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

는 공개재현하는 자

   2. 사후저작물 혹은 이와 같은 사후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제71조에 반하여 이용

하는 자

   3. 사진(제72조) 혹은 사진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하는 자

   4. 실현자의 실연을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78조 제1항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5. 음반을 제85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6. 방송물을 제87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7,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제94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8. 제87조b 제1항에 반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는 자

② 미수는 처벌한다. 

▣ 제108조a(영업적인 무단이용)

①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경우에 영업적으로 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다.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는 작권을 보호하기 해 작물에 용된 기술

 조치이다. 원칙 으로 기술  보호조치는 작권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해 당연히 법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기술  조치에 한 법  보호는 기존의 권리범 를 확 하는 

효과를 래하기 때문에 그에 한 보호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 지 않

게 되면 작권자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익과 공익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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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권법도 유럽연합의 작권지침을 수용함에 따라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에 한 침해에 하여 형사  규제를 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권침해와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는 벌 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수 을 낮게 하고 있다. 

작권법에 의해 작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한 기술  수

단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작권자에 한 이  보호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

문에 작권보호의 기본취지인 이용자의 권리와 계에서 균형을 무 뜨릴 수 있다는 

에서 작권 자체의 보호 보다는 그 수 을 낮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제108조b(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무단침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행위가 행위자의 오직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거나 행위자와 개인적

으로 연관된 자와 함께 행해지지 않거나 이러한 용도에 관계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스스로 혹은 제3자에게 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혹은 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여타 

보호대상물에의 접근이나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할 의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유효한 기

술조치를 무력화한 자이거나

   2. 악의로, 무단으로 다음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 적어도 용이하게 저작권 혹은 인접보호

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한 자

      a) 관련된 정보가 저작물이거나 여타 보호대상물의 복제본에 표시되거나 당해 저작물

이거나 보호대상물의 공개재현시 나타난 경우, 권리자로 부터의 권리관리정보를 삭

제 또는 변경한 자이거나

      b) 권리관리정보가 무단으로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이거나 보호대상물이 배포, 배포

를 위해 수입되거나 방송되거나 공개재현되거나 공중전달한 자

② 제95조a 제3항에 반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장치 ․ 기기 혹은 구성부분을 제작 ․ 수입 ․ 매매 

또는 대여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영업의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독일 작권법은 제44조a 내지 제53조a에 걸쳐 작권이 제한되는 개별 인 규정

들을 두고 있다. 이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공익  목 ․교육  목 ․사  이용의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공익  목 하에서 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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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안 을 한 복제  배포․공개 시  공개재 , 장애인을 한 비

리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한 작권 제한규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소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권자에 한 상당한 보상지 을 

제로 하고 있다는 에서 사회  약자에 한 배려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교육  목 하에서 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교회․학교 등 비 리교육기  등

에서의 편집물의 복제․배포  공 달, 학교와 청소년보호시설  국립교육시설 등

에서의 수업목 의 방송 복제물 제작 등이 허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작

자에 한 상당한 보상이 지 될 것을 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 수업목 에 한하

여 용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학문 ․종교 ․연구 목 하에서 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학술 작물․어문

작물․음악 작물에서의 인용, 공표된 작물의 비 리 공개재 , 수업  연구를 

한 공 달  복제, 공공도서 ․박물 ․기록보 소내 자열람실에서의 재 , 공

공도서 을 통한 우편이나 팩스 송에 의한 주문 복사물 발송 등이 허용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학문이나 연구목 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기 한 제한규정

이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기술  이유에 의한 작권제한으로는 순간 이거나 부 인 일시  복제행 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이러한 행 가 작물의 보호와 법한 이용을 하여 비경제

인 의미를 갖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사 이용을 한 작권 제한사유로는 비 업  목 하에서 합법 으로 제작된 복

제물의 사  사용  여타 개인  사용을 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고의로 된 불법복제에 해서는 이것이 공공에 공개되었을 경우 법  제재를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의 복제물 교환에 한 법  제재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하게 제작되어 법하게 공 달된 경우에만 사 복제

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P2P에 올라온 자료가 법한 것인지 알 수 없

었다는 주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46) 

마지막으로 공개연설의 복제․배포  공개재 , 정치․경제 혹은 종교 등 시사문

제에 한 신문기사  방송해설의 공개재 , 신문  잡지에서의 상  음성보도

46) Gerald Spindler, Reform des Urheberrechts im "Zweiten Korb", NJW 9, 2008,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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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제․배포  공개재  등 언론매체상의 작물의 이용에 해서도 작권을 제

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지 을 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작권법상 작권 제한 규정은 비 리목 이라고 하는 권리제한의 기

본 인 제와 함께 부분의 제한규정에서 작자에 한 상당한 보상지  내지 동

의라고 하는 작물 이용허가요건을 둠으로써 사실상 정보와 지식의 창조  활용 내

지 재생산을 한 이용자의 배려 보다는 지식의 상업  활용에 보다 을 두고 있

다고 보여진다. 

4.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통계현황

독일에 있어서 작권침해와 련하여 야기된 손해에 하여 법정에서 명백하게 증

명하는 것이 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결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2007년도 작권법 반죄에 한 유죄 결

의 비율이 2005년 보다 약 1/5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유죄 결의 수는 2005

년도에 비해서 66% 그리고 2006년에 비해서 32%가 증가한 것이다.47) 

한편 독일 경찰통계48)에 나타난 자권법규정 련 범죄행 의 발생  처리 황을 

보면, 2005년도에 작권 규정과 련한 범죄의 체 발생건수는 20,065건으로 년

도 12,196건이었던데 비해 64.5%가 증가하 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을 행 수단으로 

하여 발생한 건수가 10,432(51.9%)건이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체의 

85%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이상 21세 미만이 9.3%, 14세 이상 18세 미만이 5.4%, 

14세 미만이 0.3% 다. 피해규모를 보면 15유로 미만인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이 15-50유로로 27.1%, 50-500유로가 22.1%, 500-5,000유로가 8.5%, 

5000유로 이상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의 경우 작권규정 련범죄의 발생건수는 20,943건으로 년 비 4.4% 

증가하 고, 피의자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1세 이상 성인의 비율이 83.6%, 18-21

세 미만 연령 가 7.6%로 년도에 비해 각각 1.4%와 1.7%로 어든 반면 14-18세 

47) GVU, Jahresbericht 2007, s.17.

48) PKS Berichtsjahr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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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연령 가 8%, 14세 미만이 0.9%로  년 비 각각 2.6%와 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권침해에 여하는 행 자의 연령 가  연령화 되어가

는 세계 인 경향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규모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즉 15유로 미만의 소액 

피해가 2006년에 58.6%로 년 비 18.6%나 증가한 반면에 15-50유로 미만과 

50-500유로 미만의 피해규모는 각각 16.9%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 반면에 작물 이용 가의 지불능력은 낮은 

미성년자들로서는 작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몰래 침범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

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도의 경우 작권규정 련범죄의 발생건수는 32,374건으로 년 비 

54.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 21세 이상의 

성인의 비율이 81%, 18-21세 미만의 연령 가 7.3%로 각각 2.6%, 0.3%로 감소한 

반면에 14-18세 미만의 연령 가 10%, 14세 미만의 연령 가 1.6%로 각각 2%, 

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년도와 비슷한 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규모에 있어서는 15유로 미만이 59.1%로 년 비 0.5%로 증가한 반면에 15-50

유로 미만과 50-500유로 미만의 피해규모는 각각 년 비 1.8%와 1.5%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권침해의 피해규모에 있어서 특이한 은 500-5,000유로 미

만의 비교  큰 규모의 피해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즉 2006년도

에는 년 비 0.9%증가되었고, 다시 2007년도에는 2.6%가 증가하 다. 이는 청소년

층에 의한 소액규모의 작권침해의 증 와 함께 불법 인 방법을 통해 경제  이익

을 추구하는 작권침해의 규모도 꾸 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도에 들어서는 작권규정 련범죄의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7,979건으로 년 비 4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의 원인은 음악산업분야에 있어서 침해신고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49)

49) PKS Berichtsjahr 2008,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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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프랑스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 프랑스 저작권법의 특징

랑스 작권법은 작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미법계

에서 작권에 부여하는 법  보호의 정당성의 논거로 제시되는 공정이용의 논리가 

랑스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랑스 작권법은 ‘ 작물은 문학․

술 활동을 권장하기 한 기회균등을 목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50) 한 창조 이며 일정한 형태로 표 된 모든 작물은 창조된 순간부터 그 

보호 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 랑스 작권법의 특징이다. 따라서 법률상 작

권은 창작자인 작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 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등록이 요구되는 어떠한 규정도 작권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프랑스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구제수단

랑스 작권법은 제3편 제3장 ‘소송과 제재’라는 표제하에 작권침해에 한 권

리구제수단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작권침해에 한 소송은 민사재  할 지방법원

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형사재 의 할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

정되어 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권리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제조․배포 등

에 개입한 모든 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서류와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반시 벌 이 부과된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당한 

손실, 권리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과 같은 극  경제  효과와 함께 권리자에게 야

기된 정신  손해와 같은 소극  경제  결과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손해

배상액은 합법 인 이용허락시 요구되는 보상  보다 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 지 과 함께 작물의 불법복제에 사용된 도구나 장비 등에 

한 기 는 몰수명령, 신문이나 유선공 서비스를 통한 재 의 공개, 권리침해로 

얻은 수익의 압류 는 피해자 등에 한 지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권리침해에 

50) H.Debois, Le droit d'auteur en Frnace, Dalloz, 3e edi., 1978.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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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는 보호되는 작권의 유형에 따라 형사  제재의 

수 을 달리하고 있다. 즉 작권침해행 와 기술  보호조치의 침해행 , 작인 권 

침해행 로 나 어 각각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권을 침해한 법인에 

해서도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벌 ․ 업정지․폐업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권침해에 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작권을 침해한 자는 자

기비용으로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건과 작권침해 목 물을 상업  거래로부터 회수

해야 하고, 회수한 물건이나 상을 자기비용으로 인도하거나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랑스 작권법은 작권을 침해하는 행 를 범죄행 로 규정한 후, 공표 작물에 

한 침해행 와 작권침해 제품의 수출․수입행 에 해 3년의 고와 300,000유

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 가 조직 ․집단 으로 이루

어진 경우에는 형을 가 하여 5년의 고와 500,000유로의 벌 을 병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제335조의2 ① 저작자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무시하고 어문 저작물, 작곡, 디자

인, 수채화 기타 인쇄되거나 조작된 제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판하는 행위는 침해행위

이며 모든 침해행위는 범죄행위이다.

② 프랑스나 외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프랑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3

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 수입하는 범죄행위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범죄행위가 조직적 ․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5년의 금고와 

5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335조의2의 151) 아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

과한다. 

1.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물이나 보호받는 대상을 공중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51) 2006년 7월 27일의 제2006-540DC호의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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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고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송신하여 출판하는 

행위

2.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광고전단의 배포를 포함한 고의적 선전행위

▣ 제335조의3 ① 또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이 법에서 규정한 침해적 행위로 저작물을 복제 ․ 
공연 ‧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② 제122조의 6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권리 가운데 어느 한가지를 침해하는 것도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랑스 작권법은 작권의 침해와 작인 권의 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동일

한 수 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작인 권 침해에 한 형사  제재는 3년

의 고와 300,000유로의 벌 형의 병과, 조직 ․집단  권리침해행 에 해서는 5

년의 고와 500,000유로의 벌 형의 병과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작인 권자에게 지 해야 할 보상 을 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형을 

배제한 벌 형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다. 

▣ 제335조의4 ① 유상․무상의 모든 고정 ‧ 복제 ‧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실연자, 음반 또는 비디오 ‧ 프로그램의 제작자 또는 시청각 통신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실행된 서비스 ‧ 음반 ‧ 비디오 또는 프로그램의 전송행위는 3년

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허락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나 실연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음반 

또는 비디오 ‧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수입 또는 수출행위는 제1항의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음반에 대한 사적 복제, 공중송신 및 전송을 이유로 저작자 ‧ 실연자 또는 음반이나 비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

정된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133조의3 제3항에 규정된 도서관 대여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 

⑤ 이 규정에 규정된 불법행위가 조직적 ‧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벌금은 5년의 금고

형과 500,000유로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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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랑스 작권법은 기술  보호조치의 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작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와 작인 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의 침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에 공통 으로 용되는 일반 인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

다. 즉 제335조의3의 1에는 기술  보호조치 회피행  자체에 한 형사  제재를 규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하의 제335조의3의 2와 3에는 각각 작권과 작인 권 보

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 침해와 련된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하지

만 양자의 형사제재의 수 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랑스 작권법은 작권에 한 직  침해와 작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의 침해라고 하는 간 인 침해에 한 형사  제재에 있어서 상당

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후자의 간  침해행 에 해서는 직  

침해행 보다 형사  제재의 수 을 상당히 낮게 규정함으로써, 권리보호수단의 침해

에 한 법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보호의 정도는 권리침해에 한 법  

보호 보다는 그 수 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일반조항

랑스 작권법은 작권침해의 목 이나 고의 없이 작물의 권리보호  정보

리를 한 기술조치를 침해하는 행 에 해서도 형사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침해행 를 해 제작된 수단이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 에 해서는 그보다 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권

침해의 목  없이 행한 기술  보호조치 우회행 에 해서 까지 형사  제재를 가능

하도록 한 것은, 기술  보호조치라고 하는 작권 보호수단 자체도 법으로 보호되는 

상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기술  보호조치 우회행  자체의 불법성 보다는 그러한 우회를 가능하게 하

는 도구나 서비스의 제작이나 배포의 불법성을 더 크다고 본 것은, 그로 인해 장래의 

침해의 가능성을 확 재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기술  보호조치의 우회행 나 우회행 를 조장하는 수단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행

가 작권침해를 목 으로 한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그에 한 형사  제재가 그

러한 침해목 을 지닌 경우에 비해 낮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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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3 1 

Ⅰ. 침해행위가 다음의 Ⅱ에 규정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

른 방법으로 실행된 경우에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암호의 해독 ‧ 판독 또는 그 밖의 모든 

보호장치 또는 통제장치의 우회 ‧ 무력화 또는 삭제 등을 위한 인적 관여에 의하여 저작

물의 보호조치를 변경함으로써 제331조의 5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조치를 고의적으로 침

해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Ⅱ. 다음의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제331조의 5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조치를 

침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작되거나 고안된 수단을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

급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3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1.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 프로그램 ‧ 장치 또는 제품을 수입 또는 제작하는 

행위;

   2.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판매 ‧ 대여 ‧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같은 목적을 위한 서비스의 공급;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방법들 가운데 그 어떤 방법을 위해서 광고 ‧ 배포 ‧ 방송 ‧ 복제 ‧ 
위탁 ‧ 준비 ‧ 계획 ‧ 이용을 위한 선전.

Ⅲ. 이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실행된 행위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

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규정임)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작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를 침해하기 해서 제작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의해 권리보호  리정보를 침해하는 행 에 해서는 벌

형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권침해 등의 목 으로 제작된 기술  보

호조치 회피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행 와 작물에 용된 권리 리정보를 개변하여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 에 해서는 그보다 한 6월의 고와 30,000유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인 권에 용된 권리 리정보를 삭

제 내지 변경한 작물을 공 송신하거나 공 에게 제공 하는 등의 행 에 해서는 

6월의 고와 30,000유로의 벌 형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작권보호를 해 용된 기술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행  자체에 한 

형사  제재는 앞에 기술한 제335조의3의 1의 일반규정의 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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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 3의 2

Ⅰ. 특별히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닉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조작되거

나 고안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색과 다른 목적으

로, 제331조의 22에 규정된 모든 정보의 소재를 고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음 각호의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저작권침해를 은닉

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12에 규정된 정보의 소재를 부분적으로라

도 제거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고안된 방법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1.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판매 ‧ 대여 ‧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이러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어떤 방법을 위하여 광고를 주문 ‧ 구상 ‧ 기획 ‧ 복제 또는 

배급하거나 사용을 선전하는 행위

Ⅲ.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닉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22에 

명시된 정보의 어떤 소재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고의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수입 ‧ 배포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

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Ⅳ. 이 규정은 검색을 목적으로 실행된 행위(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

판소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규정) 또는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제한 가

운데 정보보안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작인 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 침해행 에 해서도 앞서 기술한 작권 

보호를 한 기술  보호조치 침해행 와 마찬가지로 침해의 목 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의해 권리 보호  리정보를 개

변하는 행 에 해서는 벌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 으로 작인 권 

침해 등을 목 으로 제작된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 에 해서는 6월의 

고형과 3000유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인 권에 용

된 권리 리정보를 삭제 내지 변경한 작물을 공 송신하거나 공 에게 제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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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 에 해서는 6월의 고와 30,000유로의 벌 형을 규정하고 있다. 

▣ 제335조의 4의 2

Ⅰ.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은닉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되거나 고안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인적 관여에 의하여 제331조의22에 규정된 정보의 소재를 고의

적으로 삭제, 변경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Ⅱ. 다음 각호의 그 어떤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닉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22에서 규정한 특정한 정보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삭제 ‧ 변경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되거나 고안된 수단을 고의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

이 취득하게 하거나 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

한다. 

   1.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 장치 ‧ 부품을 판매 ‧ 대여 ‧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어떤 범행을 위하여 광고를 주문 ‧ 구상 ‧ 기획 ‧ 복제 ‧ 배포 

또는 배급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선전하는 행위

Ⅲ.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닉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331조의22에 명

시된 어떤 정보의 소재를 삭제 ‧ 변경한 실연 ‧ 음반 ‧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배포 ‧  
수입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

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Ⅳ. 이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실행된 행위에 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랑스에 있어서 작권은 개인주의  근방식으로 작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이기 때문에 작자가 작권법의 심이자 존재이유라고 본다. 이와 같이 창작자인 

작권자가 심이 되는 랑스의 작권법과 공공의 이익이 자연스런 제한선으로 여

겨지는 미국의 작권법의 차이는 바로 배타  권리의 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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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작권법은 작권에 한 개방된 정의와 폐쇄된 체계를 갖고 있는 외조항

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에 한 개방성이 한정 인 것이 특징이다.52)

랑스 작권법은 작권 보호의 제한규정과 작인 권 보호의 제한규정을 별도

로 두고 있다. 먼  작권 보호의 제한규정인 제122조의 5를 보면, 가족의 범 에서 

가없이 행하여지는 시, 작물을 개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출처와 작자 명

시를 조건으로 행하여지는 평론 등에 삽입되는 작물의 짧은 인용이나 분석, 언론보

도 요약, 의회 연설문 체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랑스내 술품 

경매를 한 카탈로그 작성, 교육목 의 복제, 패러디, 계약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근, 일시복제, 장애인을 한 복제, 공공도서   박물  등의 보존목 의 복제, 잡지

나 신문에 의한 작물의 복제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권 보호

의 제한에 있어서도 일정한 단서를 규정하여 둠으로써 작권 보호의 외를 인정받

기 한 조건들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외체계의 안정성에 을 두고 있다. 가장 

일반 인 조건으로는 이와 같은 작권 보호의 외가 작물의 정상  이용을 해

하거나 작자의 법한 이익에 한 부당한 손해를 입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53) 개

별 인 작권 제한규정의 단서 조건으로는 교육목 의 작물 복제에 해서 이러한 

복제가 교육범 내의 증을 목 으로 해야 하지 유희나 오락을 목 으로 해서는 안

되며, 복제물의 배포 상도 해당 교사가 직  담당하는 학생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편 작권법 제2편의 작인 권에 한 제한 규정으로는 제214조의1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락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음반의 직  공개 달, 음반

의 라디오방송, 동시 ․이시  이블 방송  균일한 보상 을 받는 시청각 통신사

업자나 무선방송 로그램에 음원을 삽입하기 해서 시청각 사업자가 행하거나 그를 

신하여 행한 복제에 해서는 작인 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2) 이상훈, 디지털 시 의 작권- 랑스 사례를 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53) 랑스 작권법 제122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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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일본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 일본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일본 작권법은 작권침해에 한 구제방식에 해서 제7장 권리침해와 제8장 

벌칙에 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제7장 권리침해는 민사  구제에 한 규정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장 벌칙은 형사  구제에 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  민사  구제방식으로는 침해정지 는 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54), 명

회복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침해정지  방청구권55)은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작권법에 규정된 구제방

식은 아니지만 민법상 일반원리에 의해 허용되는 구제방식이라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작권법은 손해액의 결정과 련한 추정규정, 즉 양도수량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제

114조 제1항),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의 추정(제114조 제2항)과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상당액의 손해액 간주(제114조 제3항)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권의 존재를 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 회복조치에 한 규정

(제115조)은 다른 나라의 작권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규정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명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한 원상회복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작권법상 작권침해에 한 형사  규제에 있어서는 앞의 국이

나 독일과 달리 각각의 권리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실연권을 작

권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작권과 출 권 는 작인 권 침해행 에 해 

동일한 형사  규제를 용하고 있다. 작권 혹은 작인 권의 침해행 의 불법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 하여 

작권침해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벌 형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의 경우에는 법인의 표자 등의 동의나 묵인 등과 같은 고의책임을 제로 

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의 제조건이 되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

54) 일본 작권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법의 불법행 에 기한 일반

인 청구로서 가능하다. 

55) 일본 작권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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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일본 형법상 작권에 한 형벌은 기본 으로 친고죄이지만 외 으로 공

익성이 강한 것에 해서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다.

2.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방식

가. 저작권 등 침해(직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

작권․출 권․ 작인 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엔 이

하의 벌 에 처하거나 는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 재산권의 침해와 

도를 동일하게 취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해 2006년 법개정으로 벌칙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하여 유체물에 한 침해와 정보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은 채 정치

인 의도로 법개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 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작

권은 권리발생․귀속주체․권리범 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권리침해

에 해 한 형벌을 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56) 따라서 디지

털 환경하에서 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재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57)

2) 저작자 인격권 ․ 실연가 인격권 침해행위

작자 인격권 는 실연가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6년 개정 까지는 작

권침해죄와 작인격권 침해죄가 동일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에 의해 작

권침해죄에 해서만 형벌이 가 됨으로써 후자인 작인격권 등의 침해행 는 상

으로 가벌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3) 영리목적의 자동복제행위

리를 목 으로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작권․출 권 는 작인 권의 침해

56) 산신홍, 작권법, 2008, 458면. 

57) 이상훈, 디지털 시 의 작권, 2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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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작물 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에 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복제기

기를 이용한 경우 사 사용의 목 으로 복제한 경우에는 가벌  법성이 낮다고 보

아 처벌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119조 제1항 호안 제외사유에 해당), 그 범

를 넘어서서 리의 목 으로 복제에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의 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다.

4) 해적판의 수입, 지정(知情)반포 및 소지행위

국내에 반포할 목 으로 수입시에 국내에서 작성하 다면 작인격권․ 작권․출

권․실연자 인격권 는 작인 권의 침해가 되는 행 에 의해 작성된 물건을 수

입하는 행  그리고 작인격권․ 작권․출 권․실연자 인격권 는 작인 권의 

침해가 되는 행 에 작성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 으로 소지하

거나 는 업으로서 수출하거나 혹은 업으로서 수출목 으로 소지하는 행 를 한 경

우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즉 이러한 행 는 작권 등에 한 직 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에 

할 만큼 가벌  법성이 있다고 보아 작권 등의 침해행 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5) 업무상 불법복제프로그램 사용행위

로그램 작물의 작권을 침해하는 행 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업무상 자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 는 그 복제물들을 사용하는 권원을 취득한 때에 정을 알고 

있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작권을 침해하는 행 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

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불법 복제 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리의 목 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리의 목 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불법 작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에서 작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불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사후 인격권 침해행위

작자가 사망한 후 그 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  그리고 실연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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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연자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 에 해서는 5백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의 작자 내지 실연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이

유는 “ 작물이 작자의 인격의 발로라고 할만한 원한 문화  유산이고 일국의 귀

한 문화  소산임을 감안한다면 국가 인 견지에서 사망한 작자의 인격  이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찾고 있다.58)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

호와 작자의 인격권은 본래 계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후 인격권은 

보호기간에 한정이 없고, 비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히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

이 있다는 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비 을 받는다. 더욱이 작자의 생 의 인

격권 침해는 친고죄인데 사후 인격권침해가 비친고죄라는 것은 인격권은 죽은 후에 

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제119조 

① 저작권 ‧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해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2 제3항에서도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 혹은 제4호에 드는 자를 제

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절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한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 인격권을 침해한 자(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자를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

   3.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

주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58)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5정신 ), 2006, 36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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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제60조 또는 제101조의 3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저작권 보호수단의 침해행위(간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장치 등의 양도 (제120조의2 제1항)

기술  보호수단은 작권침해를 방지하기 해 작권자들이 작물에 용시킨 

기술  보호조치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리의 목  이나 고의 인  

침해의도가 없어도 구나 쉽게 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범 하게 유통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불편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작

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의 변화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작물을 네트워크상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권리자의 디지털 작물의 

합법  유통의 보호를 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모색된 것이 기술  보호조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회피하는 장치 등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기술  보호조치 용 이 의 단계로 되돌아가

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래될 수 밖에 없다. 즉 작권에 한  다른 형태의 

침해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작권 보호기술에 한 법  보호장치의 마련이 국

제 으로 강구되었고, WIPO 작권조약에 따라 1999년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수단에 한 법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기술  보호수단의 회피만을 그 기능으로 하는 장치나 로그램의 복

제물을 일반 에게 양도하거나 여목 으로 제조  수입, 소지하는 행 , 공 의 

사용에 제공하는 행 , 당해 로그램을 공 으로 송신하거나 송신가능하도록 하는 행

에 해 3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0조의2). 이 규정에 의하면 무반응기기는 규제 상에서 제외되어

진다. 무반응기기는 보호수단을 회피가능하게 하는 기기가 아니라 단순히 보호수단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이는 무반응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와 보호수단을 용하는 작권자와의 조를 제로 하여 규제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제도상의 흠결이라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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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작권법상 작권보호기술에 한 법  보호의 특징은 회피장치 자체를 처벌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한 장치 등의 양도․ 여․제공․공 송신 등의 

행 를 처벌 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한 일본의 작권법은 기술  수단을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으로 회피기능을 갖는 장치 등의 공 양도만을 

규제의 상으로 삼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범 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업으로서 하지 않는 한 기술  수단의 회피는 규제 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사

복제에 한 작권법상의 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작권법은 기술  수단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되거나 그 결과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

면서 행하는 경우에는 사 복제라 할지라도 작권을 침해하는 행 로서 허용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9) 

2) 권리관리정보의 부가․제거․개변행위(제120조의2 제3호)

권리 리정보는 디지털 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한 목 으로 작물 는 

그 복제물에 삽입하여 두는 것이다. 이 정보를 통해 작권을 특정하는 사항, 이용방

법과 조건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훼손하게 되면 작물의 유통과 활용에 

지장을 래하고, 작물의 불법이용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리정보를 제거 

내지 개변행 를 처벌함으로써 간 으로 작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권리침해의 비  행 이기 때문에 리를 목 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20조의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하는 것을 오로지 그 기능으로 하는 장치(당해 장치의 부품 일

체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혹은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오로지 

그 기능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공중에게 양도 혹

은 대여 목적으로 제조, 수입 혹은 소지하거나 혹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하거나 송신가능화한 자

59) 일본 작권법 제30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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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으로서 공중으로 부터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격권, 저작권, 실연자 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

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다. 상업용음반제작자 권리의 침해행위

독일의 작권법이 미술 작물에 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일본 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즉 

상업용 음반에 한 복제권․반포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백

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 음

반제작자의 권리에 한 침해는 그것이 상업용으로 하고자 하는 목 으로 복제 내지 

반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  구제가 허용되며, 이는 작인 권에 한 침해행  

보다 경미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 

▣ 제121조의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업용 음반(당해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2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에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당해 각호의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행

의 다음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후 당해 복제, 반포 또는 소지를 한 자를 제외한다)

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 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2. 국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 등 보호협약 체약국의 국민, 세

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 또는 음반보호협약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갖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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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가. 저작권제한의 법적 성격

일본 작권법은 제1조에 권리보호의 목 은 문화발 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작자의 이익과 사회 일반 이용자들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해 제한을 두는 것

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작권은 타인의 표 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독 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 주는 것이 권리제한규정이기 때문이다. 작권법은 용범 가 넓기 때문에 제한

규정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일본도 륙법계 작권법 규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법계 작권법에 존재하는 공정이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정 인 열거규정을 

통해 권리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저작권제한의 유형

일본 작권법은 제30조부터 제49조에 걸쳐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작권 제한규

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제한규정은 작인 권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동법 제50

조에 규정하여 둠으로써 작권에 한해서만 용되는 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권제한의 유형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표 의 자유 등 사회가 갖고 있는 기

본  이념에서 비롯된 제한, 사회  약자의 보호 내지 배려를 한 제한, 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조정을 한 제한, 종래의 행에서 비롯된 제한60), 교육  목 을 

한 제한, 공익  목 에 의한 제한, 기술  한계에 따른 제한 등으로 나  수 있다.

1)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한 저작권 제한

표 의 자유 등에 의한 작권제한규정으로는 동법 제45조의 미술 작물 등의 원

작품 소유자에 의한 시, 공개한 미술 작물의 이용, 미술 작물 등의 시에 따른 

복제.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내지 배려에 의한 제한

작권은 여러 형태의 사회  요청과의 조화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60) 中山信弘(이선희 편역), 작권법, 2008,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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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사회  약자 등에 한 지원을 한 권리제한규정이다. 사회  약자가 일반인

과 동일한 수 에서 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말로 민주사회의 

의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약자의 보호를 한 작권제한은 어느 나라든 

공통 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며, 작권 련 국제 약에도 존재한다. 

일본 작권법 제37조에 의하면 공표된 작물은 리․비 리를 불문하고 무상으

로 자로 복제할 수 있고(동조 제1항), 공표된 작물을 컴퓨터를 이용해 자처리하

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동조 제2항) 그리고 자도서 등의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출용 는 자동공 송신용으로 공표된 작물을 녹음하는 것

도 인정된다(동조 제3항). 청각장애인을 한 사업자가 청각장애인 이용에 제공하기 

해 방송(유선방송) 작물을 문자로 자동공 송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제37조의2)

3)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조정을 위한 제한

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조정은 작권법이 지향해야할 문화발 을 해 필수 인 

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작권자의 배타  권리보호로부터 야기되는 이용자의 작

물 향유 내지 이용범 의 제한이 과학과 문화 그리고 술의 지속  발 의 장애요소

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이용자에 한 법 인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권

리자에게 미치는 향이 크지 않고, 해당 이용행 로 말미암아 권리침해의 확 가 유

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용자의 작물 이용가능성을 허용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일본 작권법은 사 사용 목 을 한 복제와 인용을 허

용하고 있다(제30조). 

4. 저작권침해 관련 사법통계

일본 법무성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나타난 작권법 반사건에 한 사법처리 

황을 보면 2006년에 450건, 2007년에 435건, 2008년에 359건이 작권법 반 피의

사건으로 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게 수된 작권법 반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6년의 경우 피의사건으로 수된 450건 가운데 12건이 미제사건이고, 나머

지 437건 가운데 불기소처분이 71건(16.2%)이었고, 기소처분이 261(59.7%)건 이었

다. 기소처분된 피의사건은 공 청구된 사건이 193건(73.9%),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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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68건(26.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건들은 타 송치되거나 가정법원

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에는 피의사건으로 수된 435건 가운

데 16건이 미제사건이고, 나머지 416건 가운데 불기소처분이 64건(15.4%), 기소처분

사건이 232건(55.7%)이었다. 즉 년도에 비하여 작권법 반사건 체건수가 감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율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소

처분된 피의사건 가운데 공 청구된 사건이 147건(63.4%), 약식명령청구사건이 85건

(36.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년도에 비해 공 청구사건비율은 감소하고 약식

명령청구사건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권법 반사건의 사법처리경향은 

2008년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도 작권법 반 체피의사건은 

344건으로 년도에 비하여 1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기소처분사건은 

60건(17.4%)이며 기소처분된 사건은 192건(55.8%)인 것으로 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소처분된 192건 가운데 공 청구사건은 130건

(67.7%)이며, 약식명령청구사건은 62건(32.2%)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

한 비율이지만 2005년도에 비해서는 약식명령청구비율이 6%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

지만 여 히 일본의 경우에는 작권법 반사건에 해서는 정식재 을 청구하는 비

율이 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작권법이 2008년 개정되어 우리의 

작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  제재의 수 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된 

작권법 반사건이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엿볼 수 없다는 이 우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권법 반으로 집행유 를 선고받은 경우 본형인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이 유 된 기간별 분포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의 경우 집행유

를 선고받은 인원이 60명(31.3%)인데, 징역형의 형기를 보면 3년 이하가 5명, 2년 

이하가 33명, 1년 이하가 21명, 6월 이하가 1명이며, 집행이 유 된 형기는 3년 이상

이 35명, 4년 이상이 22명, 5년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에는 

작권법 반으로 집행유 를 선고받은 인원이 70명(47.5%)이며, 징역형의 형기에 따

른 빈도를 보면 3년 이하가 8명, 2년 이하가 36명, 1년 이하가 26명이고, 유 된 기

간별로는 3년 이상이 48명, 4년 이상이 17명, 5년 이상이 5명이었다. 2008년의 경우

에는 집행유 를 선고받은 인원이 49명(37.7%)이었으며, 징역형의 형기별로는 3년 이

하가 1명, 2년 이하가 38명, 1년 이하가 10명이었으며, 유 된 기간별로는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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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6명, 4년 이상이 12명, 5년 이상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권법 반으로 

인한 정확한 선고유형을 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  선고율만으로 형선고 경향

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작권법 반에 한 집행유

 선고가 50% 미만으로 그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단이 

클 뿐만 아니라 집행유 시 선고되는 징역형의 형기 한 6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은 

2006년의 1건 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유 되는 기간도 최하가 3년이라는 에서 볼 

때 상당히 엄격하게 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형선고 경향은 작

권법 반에 한 형사처벌의 요건강화에도 불구하고 피의사건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형사처벌되는 사건은 그러한 형사제재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으로 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의 요건

작권침해행 가 작권법에 의해 형사 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해서는 

일정한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은 각 국가

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기술보호조치 침해에 따라 

각각 요건을 달리하거나 각 침해범죄에 공통 인 성립요건을 두되 각 침해유형에 따

라 별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여 두는 방식을 취한다. 

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기 해서는 침해유형과 상 없

이 요구되는 공통 인 요건으로 ⅰ) 피해자가 해당 작물에 한 작권을 보유해야 

하며( 작권 등록), ⅱ) 행 자의 작권침해행 ( 작권법상 권리침해행 로 인정된)

가 있어야 하며, ⅲ) 행 자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인 침

해행 에 해 작권법이 요구하는 범죄성립요건을 보면 가  범죄성립요건으로서 

‘상업 인 이익이나 개인 인  이득의 목 ’을 규정하여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작권법상 형사  침해범죄 구성요건 가운데 다른 국가들과 가장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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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침해된 작물의 소매가액과 련된 규

정이다. 즉 ⅰ) 180일 이내의 침해행 로 ⅱ) 침해된 작물의 총소매가액이 1,000달

러를 과하는(총소매가액이 2,500달러를 과한 경우에는 형벌이 3-5배 높게 규정되

어 있다) ⅲ) 하나 이상의 작물을 ⅳ) 최소 10개 이상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형사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과 범을 요건으로 하여 범

의 경우에는 범에 비하여 형벌을 2배로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

와 권리 리정보의 침해행 에 해서는 기본 인 범죄성립요건으로 상업  이익  

재정  이득의 목 이 규정되어 있으며, 범의 경우보다 범의 경우 2배 높은 형벌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작권침해범죄의 객  구성요건요소로서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권리침

해의 행 태양은 복제행 와 배포행 ․공 송행 이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

죄의 행 태양은  제조․수입․공개 제의 는 기타 불법 거래․제공․배포․삭제․

변경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ⅰ) 침해사실을 알거나 이를 믿

을만한 이유가 있을 것 ii) 침해행 를 하 을 것 iii) 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 침해범죄의 성립요

건으로서는 ⅰ) 효과 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주목 으로 하는 장치나 서비스 등일 

것 ii) 행 자가 해당 장치나 서비스 등이 효과 인 기술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로는 제작․수입․ 유․ 여․제

공 내지 진열․공개 시․배포․공연․공 시 는 재생․공 달행  등이며, 기

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로는 제작․수입․ 매 내지 임 ․제

공 내지 제시․ 고․ 유․배포․장려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기 해서는 ⅰ) 권한있는 자( 작자 등)

의 승낙이 있을 것 ⅱ) 침해의 상으로 작물․ 작물의 개작물 는 변형물까지 

포함하며 ⅲ) 행 자의 침해행 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가 요건으로 

‘ 업 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

와 권리 리정보에 한 침해범죄의 성립요건에 해서는 ⅰ) 개인  용도가 아니거

나 행 자와 개인 으로 연 된 자와 함께 행해지지 않을 것 ⅱ)  작권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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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에 근  이용을 가능하게 할 의도일 것 iii)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이 규정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업의 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형을 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되는 행 태양으로는 복제․배포․공개재 ․이용

행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행 태양으로는 무력

화․제작․수입․매매․ 여행 ․삭제  변경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 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랑스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으로는 ⅰ) 공표된 작물일 것 ⅱ) 침

해행 가 랑스내에서 이루어질 것 ⅲ) 권리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을 것 등이 규

정되어 있다. 가 요건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업  목 이나  이득을 두는데 

비해서 랑스는 ‘조직 ․집단 인 범죄행 ’시 형을 가 하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

다.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 침해범죄의 성립요건에 해서는 ⅰ) 작권 등

을 침해할 목 으로 특별히 제작되거나 고안된 방법일 것(권리침해목 으로 제작․고

안된 방법이 아닌 기술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벌 형으로 제한된다) ii) 작권을 

침해․은닉․용이하게 할 목 일 것 iii) 타인에게 공 ․제공․취득하게 할 것 iv) 권

리 리정보의 경우 고의 으로 삭제․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랑스에 있어서 작권침해범죄가 성립하는 행 태양으로는 출 ․수출  수입․ 

공 제공  공 송신․ 고․복제․공연․배포․ 송행 가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가 성립하는 행 태양으로는 변경․제거․공  내지 제공․수입 

는 제작, 고(선 )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의 성립요건으로는 ⅰ)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

는 권리를 침해할 것 ii) 침해의 고의가 있을 것(명시  규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가  구성요건으로서 리목 에 의한 침해에 한 규정은 

행 자에 한 형가 요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목 으로 자동복제기기를 

권리침해행 에 이용하게 한 자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

정보 침해범죄에 해서는 ⅰ) 기술  보호수단 회피를 오로지 그 기능으로 하는 장

치나 로그램일 것 ii) 업으로서 기술  보호수단의 회피를 한 경우일 것 iii) 권리

리정보의 경우 리를 목 으로 할 것 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술  보호조

치  권리 리정보에 한 침해범죄에 있어서도 리의 목 은 가  구성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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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본구성요건의 하나로 존재한다. 

일본 작권법상 작권침해범죄 행 태양으로는 실연․복제․수입  수출․반

포․소지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행 태양으로는 

양도․ 여․제조․수입․소지․공 제공․공 송신․회피․제거나 개변․부가행  등

이 규정되어 있다. 

2. 보호되는 권리 유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수준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유형

에 따라 형벌부과의 수 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그

리고 기술  보호조치  권리 리정보를 서로 구분하여 형사  제재의 수 에 차이

를 두거나 아니면 모두 동일한 형사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미국․독일․ 랑스․일본은 모두 작권과 작인 권에 한 침해를 동일한 수

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은 오히려 작인 권에 한 침해행  가운

데 실연자의 제공권을 업무과정 는 업무 이외의 과정에서 침해한 경우에는 특히 약

식재 에 있어서 작권침해의 경우보다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다 구체 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비 리목 이고 총소매가가 1,000달러를 과하는 작물에 한 권리침해

시에는 1년 이하의 고나 벌 형을 부과하도록 규정61)하고 있지만, 상업  이익 내

지  이득 목 이고 총소매가액이 2,500달러를 과하는 경우 는 상업  배포 

정 작물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범인 경우에는 형을 두배로 가 하여, 비 리목 에 총소매가 2,500달러 

과 침해행 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리목

에 총소매가 2,500달러 과 침해행 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와 상업  배포 정물 배

61) 비 리목 으로 총소매가가 2,500달러를 과하는 작물을 최소 10개 이상 복제․배포하여 권리

를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고형 는 벌 형에, 하나 이상의 복제물 복제․배포한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고형 는 벌 형에 처해지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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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국 작권법상으로는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한 기본 인 형벌규정은 

약식재 에 의할 때 6월 이하의 고 는 기  5등  이하의 벌 형이 규정되어 있

다. 하지만 불법복제물(불법녹음물)의 매․ 여 목  제작․수입, 업무 는 업무이

외 과정에서 배포행 를 통해 작권과 작인 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약식재 에 의

할 때에는 6월 이하의 고 는 법정 최고액을 벌 형으로 선고할 수 있고, 정식재

에 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이보다 낮은 형사  제재의 상으로서 ‘업무 는 업무이외 과정에서 작물을 

공 에 달’하거나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행 ’를 통해 작권과 작인 권

을 침해한 경우, 자에 있어서 약식재 에 의할 때는 3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

고액 이하의 벌 형을, 정식재 에 의할 때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후자에 있어서는 약식재 에 의할 때는 6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형을, 정식재 에 의할 때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작권법은 작권침해범죄에 해 형사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행 유형

에 따라 형벌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행 를 업 으로 행한 자에 해서는 그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작권침해범죄는 부분의 국가에서 

고의범이자 침해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범이나 미수범에 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 작권법은 작권침해범죄 체에 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수범처벌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독일 작권법상 형사처

벌의 범 가 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랑스 작권법은 작권  작인 권 침해범죄에 해 동일하게 3년의 고와 

300,000유로의 벌 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범죄에 있어서 그 행

가 조직  집단 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 하여 5년의 고와 500,000유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작권법도 작권과 작인 권 침해범죄

에 해 10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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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목 이나 다른 가 사유가 없음에도 작권침해행 에 

해 이와 같이 무거운 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보여진다.62) 

한편 작 인격권 는 실연가 인격권 침해범죄에 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죄에 

해당하는 작권침해범죄에 한 형벌과 동일한 수 의 형벌이, 국의 경우에는 약식

재 의 경우에는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한 형벌이 작권침해범죄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지만 정식재 의 경우에는 동일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

우에도 리목 의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작권침해범죄와 동일

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비 리목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1/3

정도 낮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리목 여부와 상 없이 기술  

보호조치 침해범죄에 한 형벌이 작권침해범죄보다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 니엄 디지털 작권법에 의하면 기술  보호조치와 권리 리정보 침해범

죄는 상업  이익이나 재정  이득을 목 으로 해서만 성립하며, 그에 한 처벌은 

범인 경우 500,000달러 이하의 벌 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인 경우에는 1,000,000달러 이하의 벌 이나 10년 이하

의 징역 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는 작권침

해범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 으로, 작권에 한 강력한 보호를 지향하

고자 하는 미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국의 작권법은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해서는 약식재 에 의할 경우

에는 3월 이하의 고 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정식재 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고 는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작권침해범죄 보다는 낮은 수 의 형사  

제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식재 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 의 형사  제재로 규정되어 

62) 작권침해 가운데는 폭력단 연계의 악질 인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

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도죄의 형벌과 균형을 맞추기 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히 무거운 죄가 되었다고 한다.: 中山信弘(윤선희 편역), 작권법, 2008, 458면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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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 리목 의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에 해서는 1년 이하

의 자유형 는 벌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리목 으로 침해한 경우에

는 형을 가 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리목 에 의한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행 에 해서만 작권침해행 와 동일한 

수 의 불법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작권침해범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랑스 작권법상 기술  보호조치 등 침해범죄는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직  유효한 기술조치를 고의 으로 침해하거나 정보의 소재를 고의 으로 삭제․변

경하는 행 와 같이 이른바 기술  보호조치 무력화 행 자체에 해서는 3,750유로

의 벌 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화 내지 침해행 를 가능하게 하거

나 용이하게 할 목 으로 제작된 수단을 타인에게 직․간 으로 공   제공하는 

행 에 해서는 3개월의 고와 30,000유로의 벌 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  보호조치 회피 내지 무력화행 에 해서는 통상 형사  제재를 부과하지 않

거나 경미한 형사제재를 부여하는 신에 그와 같은 무력화 내지 회피행 를 가능하

게 하는 수단이나 제품․서비스 등을 제작하거나 공 하거나 배포하는 행 에 해서

는 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 의 형사  제재를 부여하고 있는데, 랑스도 그와 

같은 입법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작권법도 기술  보호수단의 회피행  자체에 해서는 형사  제재를 부

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보호수단의 회피를 유일한 기능으로 하는 로그

램의 복제물을 제조․수입․소지․제공․공 송신하는 등의 행 에 해서는 3년 이

하의 징역 는 3백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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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필요성

1. 일반예방적 수단으로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벌부과의 불가피성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작물에 한 공공의 근과 이용가능성을 증가시

켜 문화향상과 지식기반산업 발달의 토 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작물

을 작자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한 증가함으로

써 작권침해의 문제가 사회 으로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 인 문제로도 등장하

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지 재산물 련 산업

을 보호하기 한 각종 수단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형사  제재의 강화가 가

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권침해행 에 한 형사  제

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작물의 이용  거래의 상당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가

능해지면서 오 라인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의 침해가 가능해

지면서 그 침해범  한 작권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 를 넘어서서 작권 산업 

자체의 존폐를 우려할 정도에 이르 음에도 불구하고, 종 의 민사  구제수단만으로

는 침해의 억제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사  구제수단

이 실질  피해에 한 보상을 실효 으로 확보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 자의 동

일한 침해행 의 반복을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 자의 입장에서 침해

행 를 통해 얻는 이익과 손해배상으로 인해 상실하는 이익을 비교해서 자가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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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침해행 를 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  구제수단은 행 자

의 신체 ․경제  이익 양자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침해의 억지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행 자가 형벌을 감수함으로써 받아야 하는 사회  불이익 - 과기록 등 - 은 

손해배상과 같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 인 불이익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권침해행 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형벌의 부과는 행 자에 한 직 인 불이익 효과와 함

께 잠재 인 행 자 즉 일반인들로 하여  침해행 의 결과로서 주어질 형벌의 하

력을 보여 으로써 침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방효과를 갖기 때문에, 작

권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에 한 부당한 침해를 막아

야 하는 작권자의 입장에서도 형벌이라고 하는 수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형사적 제재의 확대

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제 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한미 FTA 지 재산권 분야 정문내에 규정된 작권침해에 한 형사  구제의 

구체 인 요건은, 상업  규모의 침해일 것 그리고 고의 인 침해일 것이라는 두가지 

이다. 그리고 한미 FTA 정에 있어서 상업  규모에 한 부가 인 규정내용을 보

면 한 고의  침해라고 하는 결과만 있으면 직  는 간 인  이득의 

동기가 없어도 형사처벌의 상이 되며, 한 침해가 아니더라도 상업  이익 는 

사 인  이득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즉 한 침해는 이득목 여부와 상 없이 처벌하고, 경미한 침해는 이득의 목 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타인의 작물을 가없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침해의 경 과 상

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확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비 되어 국

내법률에 이행되게 되면 정문의 내용이 국내 작권법에 반 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에 작권침해에 한 형사처벌의 확 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즉 자국의 지 재

산 련 산업의 보호를 한 작권침해행 에 한 형사  제재의 강화는 국내 으

로도, 국제 으로도 거스르기 어려운 큰 흐름이라는 에서 보면 형벌이라는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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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침해의 억지  방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에 한 한미 FTA 정은 작권 보호수 을 상향하고 작권보호

를 한 집행력의 강화를 목 으로 한다는 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산업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 인 역할이 순기능 으로 

발휘되기 해서는 보호의 확   강화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작물 이용환경

의 경직에 따른 사회  부작용 즉, 창작활동의 감소․문화재생산기능의 약화 등을 막

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즉 지 재산에 한 한미 FTA 정문을 국내 

입법으로 이행할 때 작권법의 제정취지인 작물의 공정이용의 도모가 부당하게 제

한되지 않도록 최 한의 입법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미 FTA 협정문 내용

▣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26. 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

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

접권의 침해 그리고

  2)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나.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다룬다. 

27. 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

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

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한다.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

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서류,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

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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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 수 및 폐기 

그리고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라호와 다호에 따른 몰

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은 폐기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

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

보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명령으로부터 일시

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28.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고의적인 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불

법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형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문학 저작물 ‧ 영화 또는 다른 음향 영상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

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서류 또는 포장

29.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

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

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제2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현실적 한계

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위하력 약화

작권법상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 의 범 는 지속 으로 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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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즉 침해의 태양이 ‘복제․공연․방송․ 시 등의 방법’에서 ‘복제․공연․공

송신․ 시․배포․ 여․2차  작물 작성’으로 확 되면서 사실상 작물을 이

용하는 일반  행 방법 체가 불법행 를 구성할 수 있음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해를 구성하는 행 의 범 를 확 함으로써 한 침해를 구성하

는 행  보다는 경미한 침해를 구성하는 행 가 형사처벌의 상으로 포섭되는 기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미한 작권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  구제방식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형사처벌의 

상으로 삼게 되면 형사제재의 일반 방  하력 보다는 법률 자체에 한 거부감 

내지 사법에 한 신뢰의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즉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검

찰이나 법원은 최소한의 형사제재를 부과하고자 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한 

형벌의 남용은 오히려 불법행 에 한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이는 근본 으로 형벌의 기능과 무 한 민사  해결을 한 형사  제재의 활용

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 책임에 

한 진지한 수용은 물론이고 자신에 한 형벌부과의 당 성조차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2.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전락한 형사제재

작권침해행 에 한 형사처벌의 목 은 복제나 송 등의 방법을 통한 작권자

의 이익침해라는 역기능을 국가  공권력인 형벌을 이용해서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지만 작권자들은 작물의 불법유통을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업체나 회사들 자체

에 한 법  응 보다는 개별이용자들에 한 형사고소를 략 으로 선택하고 있

다. 즉 회사에 한 법  응은 차와 비용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개

별이용자들의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무기를 들이 면 그 처벌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한 구체 인 생각 보다는 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작권자와 합

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작권침해와 련한 회사에 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상 차를 진행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작권자에게 

유리하지, 기껏해야 양벌규정에 의해 벌 형을 선고받게 하는 형사 차를 선호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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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반면에, 개별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경미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민사 차로 하기 보다는 형사 차를 통

해 간단한 합의 과 다시는 침해행 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으

로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작권자의 입장에서 돈이 되는 것은 민사 차로, 돈이 

안되는 것은 형사 차로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개별 이용자들에게 고

스란히 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이용자들에 해서도 침해를 민사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한 ․미 FTA 협정에 수반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과제로서 형사제재강화

국제사회는 통상  무역 련 문제를 종 에는 WTO를 심으로 한 다자 정으로 

해결하던 것을 재는 각 국가간 경제사정에 합한 양자 는 지역 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환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칠 를 시작으로 해서 재 한․미 FTA, 그리

고 한․유럽 FTA 상이 체결된 상태에 있다. 다만 아직 국회비  차가 남아 있어

서 한․미 FTA는 발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가운데 작권 

련분야에서 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FTA 정에 있어서 작권보

호 상의 확 와 집행의 강화가 정되어 있어서 행 지 재산권 제도의 운용에 큰

변화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  한․미 FTA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작권침해행 에 한 형사  제재가 아

니라 고의 으로 그리고 상업  규모의 침해행 에 해 형사  규제방법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권리침해에 해  이익을 얻는 직간 인 동기가 없

더라도 한 고의의 침해로 상업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업  이익이

나 사 인  이익의 목 에 의한 고의  침해는 형사 차의 상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규정상 상업  규모(commercial scale)라고 하는 요건에 있어서  이

득의 동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논리 으로 맞지 않으며, 사 인  이득목

까지 상업  규모로 보아 형사처벌의 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 논리라고 보

1) 권인희, FTA와 지 재산권,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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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최소한도의 사 인  이득의 목 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설령 이득의 목 이 없더라도 침해의 규모가 크면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결국  이득 여부와 상 없이 작권침해에 해서는 형사  제재를 부

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침해행 에 해서

는 비친고죄가 용되도록 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권법 반행  체에 해 

비친고죄가 확  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행법상 비친고죄 용요건으로서 

‘ 리를 하여 상습 으로’라는 요건은 무의미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침해행 에 

한 형사제재의 수 을 벌 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규정하고, 가능한 실형을 부과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후 한미 FTA가 국회비 을 통과해서 발효가 되면 이와 같이 작권침해에 한 

강력한 형사제재를 우리 작권법에 도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의 확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실이 되었다. 지 재산권에 한 침해

에 해서는 민사  구제방안이 바람직하고 형사  구제수단은 보충 으로 제공되어

야 하는데, 그 지 않아도 민사구제수단으로 형벌을 오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시스템내

에서 이와 같이 형사제재수단을 강화하게 되면 작권침해행 는 바로 형사제재의 

상이 됨으로 인해 형사소추의 폭증과 과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비친고죄의 면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형사처벌되고, 그

로 인해 사실상 권리자의 침해된 권리에 한 보상은 오히려 요원해지는 결과를 래

할 수 있다

제3절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방식과 문제점 검토

행 작권법은 제11장 벌칙에 한 규정에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를 규

정하여 두고 있는데, 권리의 침해죄․부정발행 등의 죄․출처명시 반의 죄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직 으로 작권침해에 한 형사  제재와 련한 규정은 

권리침해죄라 할 수 있다. 권리침해죄에는 작권( 작인 권포함)침해죄와 기술  보

호조치에 한 침해죄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작권침해죄 보다는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가 조  더 낮은 형벌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양자간에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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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즉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는 작권을 보호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기술

 조치에 한 법  보호로서 이  권리보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보호조치 침해에 한 형사  보호수 은 작권침해에 한 것 보다는 낮게 규정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권법은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침해행 에 한 요건으로서 행 객

체인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  권리”와 행 유형인 “복제․공연․공 송신․

시․배포․ 여․2차  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  만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즉 객  구성요건요소만을 규정하여 두고 있고, 주  구성요건요소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법 제8조에 따르면 총칙 규정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실범(형법 제14조)과 미수범(형법 제29조)은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작권법이 과실범과 미수범에 

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작권침해범죄는 고의범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는 이와 달리 목 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서, “업으로 는 리를 목 으로”라고 하는 목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한 인식 

 의욕으로서의 고의와 함께 ‘업 는 리의 목 ’이라고 하는 과 주  구성요

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목 이라는 

추가  구성요건요소에 의해서 행 자의 기술  보호조치 침해범죄성립이 보다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다. 

1.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침해유형 

가. 저작 재산권 등 권리침해죄

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 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  권리를 복제․공연․공 송신․ 시․배포․ 여․2차  작물 작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작권과 작인 권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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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작권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0년 작권법 개정에 의해 작재산권을 비롯한 재산

 권리에 한 침해죄만을 따로 분리하고 이에 한 법정형만을 강화하 다. 

한 권리침해죄를 구성하는 객  구성요건요소로서 행 태양도 2000년 개정 

에 ‘복제․공연․방송․ 시 등의 방법’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2000년 개정되면서 

‘ 송․배포․2차 작물작성’도 이에 포섭시켰으며, 다시 2006년 개정에서 방송과 

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 등 송신행 를 포 할 수 있는 최상 개념으로서 공 송신

개념을 신설 도입하고 작인 권자의 여권 보호를 해 여도 행 태양도 포함시

켰다. 이와 같이 작물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행 태양을 작권침해죄의 구성요건요

소로 포섭시킴으로써 작권자와 작인 권자의 권리보호는 크게 확 되게 되었다. 

다만 이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  권리 가운데 동법률 제93조에 규정된 데이터베

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동 조항에서는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권과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데 있

어서는 합리 인 이유가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만 편집 작물로 보호되어왔으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부정이용만을 지하

는 정도의 보호수 에 그쳤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좌우하는 정보의 양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요한 것이 자료의 수집인데, 이에 한 보호가 결여되면 자료수

집을 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의 보호문제가 요하게 두되었다. 이에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한 지침이 

성립되면서 우리 작권법도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하

여 작권에 유사한 배타  권리로 보호하는 물권  보호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

만 이에 해서는 헌법 제22조가 작권 등을 부여한 취지는 우리 사회에 창작 인 

기여를 유인하기 한 필요에 비례한도내에서만 배타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

데,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에 해서까지 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반될 소지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2) 이와 같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한 보호의 필요성은 있지만 보호의 범 는 다른 작권과 동등하게 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기간과 보호범  그리고 형사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

2) 정상조,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세계의 언론법제, 20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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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두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죄는 보호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침해행 도 복제․배포․방송 는 송으로 제한되며, 침해

행 에 한 형사  제재도 작인격권의 침해와 동등한 수 의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이 규정되어 있다. 

한 작권을 직 으로 침해하는 행 는 아니지만 그러한 침해를 유발하거나 

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 와 작권을 침해하는 행

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목 으로 소지하는 행 에 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직

인 권리침해 외에 간 인 권리침해에 해서도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역시 고의범에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침해유발 내지 침해가능성에 

한 인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작권침해행 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에 

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의 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칙 으로 작권법 반죄에 한 공소는 고소를 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친고죄

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 으로 비친고죄의 경우3)를 규정하고 있다( 작권법 

제140조 단서). 하지만 2006년 법개정시 작권침해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비친고죄의 

용범 가 확 되었다. 즉 “인터넷 환경하에서 작권침해가 규모로 반복 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산업  피해가 심각하나 작자인 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

아서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리를 하여 

상습 으로 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확 용”하고자 하는데 

개정입법취지가 있었다.4) 더욱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리를 한 상습 인 작권침

해행 는 량불법복제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정도를 

과하는 경제범죄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일반  침해유형과 달리 국가가 극

으로 보호하고 처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비친고죄가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

3) 구 작권법 제98조 제3호(허 등록), 제5호(업으로 는 리를 목 으로 제92조 제2항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등을 제공하는 행 ), 제99조 제1호( 작자 아닌 자를 작자로 하여 

실명 는 이명을 표시하여 작물을 공표한 경우), 제2호(제14조 제2항의 작자 사망후 작인격

권침해행 ), 제3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권신탁 리업을 한 경우), 제5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업무방해행 ), 제100조 제3호(미신고 작권 리 개업 행 와 업폐쇄명령 반행 )

4) 문화 부, 작권법 부개정안 주요내용,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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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해 작권법상 비친고죄가 확 용되는 경우로는 리를 하여 상습 으

로 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제136조 제1항)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의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제136조 제2항 제3호), 작권침해물을 

배포목 으로 수입 는 소지하는 경우(제136조 제2항 제5호), 업으로 는 리를 

목 으로 권리 리정보를 제거한 경우(제136조 제2항 제6호), 실연자의 이름을 허

로 표시하여 공연 등을 한 경우(제137조 제2호) 등이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와 권리 리정보 침해죄는 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5호

와 제6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침해행 는 다른 침해행 와 달리 ‘업

으로 는 리를 목 으로’라고 하는 목 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작권침해행 가 범죄성립범 를 확 하는 경향에 있는 것과는 

조 으로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 등은 목 범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범죄성립범

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두 침해유형이 작권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한 기술

 보충수단을 다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권자에게 첩  보호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첩  보호에 해서까지 범 하게 법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  보호조치에 한 처벌규정을 비친고죄로 

한 것은 이러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 있고, 그 

침해행  부분이 작권침해가 발생하기 이 에 이루어진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5)

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용 상인 동법률 제124조 제2항은 

기술  보호조치 우회와 련한 도구와 서비스제공 등을 지하고 있을 뿐 우회행  

자체는 지하지 않는 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우회행 에 의해 나타난 행 태양

에 따라 작권침해죄로 직  규제가 가능하고, 따라서 우회행 로 인해 작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록 보호되는 기술  보호조치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외하는 행

는 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권 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작

물 이용을 해서는 기술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5) 오승종, 작권법, 2008, 1346면. 

6) 임원선, 작권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법  보호에 한 연구, 동국  박사논문, 2003, 1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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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조치가 작물의 불법복제 등을 사 에 방지하기 한 것이라면 권리

리정보는 이미 행해진 불법복제의 발견이나 법한 이용을 해 필요한 권리처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7) 즉 권리 리정보는 작자의 성명과 식별정보, 

작권자의 성명, 작물 이용조건 등 제반 정보데이터를 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 는 작권의 침해우려를 발생시키는 행 이고 따라서 

작권침해행 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작권침해행 로 간주되는 행 에는 고의행

 뿐만 아니라 과실행 도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권리

리정보 침해행 는 고의범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권리 리정보는 그 특성상 인식하

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한 이용자가 결과 으로 권리 리정

보를 제거 내지 변경하는 결과를 래한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상으로 하는 것은 지

나치게 침해의 범 를 확 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권리 리정보 침해죄도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와 마찬가지로 비친고죄의 상으

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보호조치 침해죄와 권리 리정보 침해죄는 업으로 는 리를 

목 으로 침해행 를 한 경우에 한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

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저작인격권 침해죄 등

작인격권 침해죄는 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작자와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 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 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인격

권은 작자가 자신의 작물에 해 가지는 인격 ․정신  권리로서 작물을 이용

하여 경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작권과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이 있는데 이는 종래 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다. 하지만 디지털환경하에서 실연의 변경이나 왜곡도 손쉽게 행해질 수 있고 이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에서 2006년 법개정시 모든 실연자에 해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자의 인격권까지 확 보호하게 되었다.

7) 오승종, 앞의 책, 1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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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발행 등의 죄와 출처명시위반죄

작권법 제137조에 규정된 부정발행 등의 죄는 권리자가 아닌 자를 권리자로 오

인하게 하는 행 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형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작권침해죄가 징역형 는 벌 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비해 부정발행 등의 죄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행 에 해 형사  제재를 부과하는 이유는 권리자의 인격권의 침해인 동

시에 최종 소비자를 기망하여 작물 이용시장에서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격권

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규정이다.8) 구 작권법에서는 작자 아닌 

자를 작자로 하여 실명 는 이명을 표시하여 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었지만 2006년 개정시 이를 실연자에 해서까지 확 하여 실연자 아닌 자

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는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는 공 송신하거나 복제

물을 배포한 경우도 작자의 경우와 동일한 형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발행 등의 죄가 최종소비자를 기망하여 작물 이용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한 규정인데 2009년 4월 개정된 작권법에 의하면 작권등록업무에 종

사한 자의 비 설죄가 추가로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권등록업무에 종

사하는 자가 권리등록시 요구되는 작자의 실명, 이명 등을 설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 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작권법 제138조에 규정된 출처명시 반 등의 죄는 권리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 하는 것으로 이에 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작권법 반죄 가운데 가장 경미한 불법행 로서 벌 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2.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예외

행 작권법은 작자에 해 작물에 한 배타  권리를 인정하여 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이용자인 공 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원래 창

8) 오승종, 앞의 책, 1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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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토 로 하며, 그것을 이용하는 행 는 어도 부분 으

로는 허가 없이 이루어지거나 원래 창작자에게 보상없이 이루어진다. 즉 모든 사회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  일정 부분은 구든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놔두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외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허가를 받아

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문화  상물을 자유롭게 만지작 거리는 

행 가 가능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9) 

이와 같이 일정한 범 에 있어서 작물의 자유이용을 인정하기 해서는 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작권을 제한하는 구체 인 방법은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다. 앞의 비교법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국은 공정이용이

라는 포 인 개념하에서 작권제한의 범 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 비해, 

륙법계인 독일과 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권법에 작권제한에 한 개

별 인 규정을 두되 그 범 가 미법계에 비하여 상당히 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행 작권법은 제23조 내지 제37조에 걸쳐 개별 인 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

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규정은 작권과 작인 권에 용되는 제한규정이며, 작

인격권에는 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재산권은 제한되더라도 작자의 

작인격권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개별 인 권리제한규정들은 매우 한정 이며 

융통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제한사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물이

용이 작권침해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경우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10) 더욱

이 이러한 권리제한의 요건들에 해서는 엄격해석이 용되어 더욱 더 제한 으로 

해석됨으로 인해 자유이용의 범 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11) 

행 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게 되면 작물의 자

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행 가 통상의 침해행 에 해당되더라도 이에 수

반되는 형사  제재로 부터의 면책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해도 

리를 목 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권리제한의 공통요건이며, 이 외에 

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요하거나 일정한 보상 지 을 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9) 로 스 식, 자유문화-인터넷 시 의 창작과 작권문제, 2005, 57면, 85면. 

10) 이 희, 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한 비교법  연구, 경 법률 제10권, 2000, 364면. 

11) 박덕 , 국제조약상 작권제한과 외규정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 제25호, 2008,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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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자유로운 이용을 한 기본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작권법상의 개별 인 권리제한규정을 유형별

로 구분하여 보면 국가  이익 내지 필요에 의한 제한, 교육  목 에 의한 제한, 공

익  목 에 의한 제한, 사회  약자에 한 배려에서의 제한, 사 이용을 한 제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권리제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  국가  이익 내지 필요에 의한 권리제한으로는 재 차와 입법  행정  목

에 의한 복제12)를 들 수 있다. 즉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정실 을 

한 업무시 필요한 범 내에서의 복제는 허용되는 행 라는 것이다. 다만 동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복제행 가 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권리제한규정이 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  목 에 의한 권리제한규정으로는 교육기 이 수업목 상 필요한 범 내에서

의 복제․배포․공연․방송․ 송의 허용규정13)과 학교 등의 시험문제 등에 한 복

제의 허용14)이 있다. 이 가운데 교육기 에 의한 송 허용규정은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송권제한규정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송권의 제한을 허용한 

것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원격교육에 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15) 한 

2009년 법개정을 통해서는 교육기  뿐만 아니라 교육기 의 수업을 지원하기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지원기 도 교육  지원목 상 복제․배포․공연․방

송․ 송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목 에 의한 작권제한의 범 를 상당부분 

확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  등에 의한 복제․배포․공연․방송․ 송 등은 자유

이용이 아니라 보상 지 을 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송시에는 보호되는 권리침해

방지를 한 복제방지조치를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익  목 에 의한 권리제한으로는 공개 으로 행한 정치연설  법정․국회․지

방의회에서의 진술의 자유이용규정16)과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사보도과정

12) 작권법 제23조.

13) 작권법 제25조.

14) 작권법 제32조. 

15) 이상정, 우리 작권제도의 회고와 망-디지털 환경에 한 응을 심으로, 계간 작권, 2009, 
34면. 

16) 작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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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구독하거나 청취한 작물의 복제․배포․공연․공 송신의 허용17),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 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 이 

복제․배포․방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18)이 있다. 이와 같은 권리제한규정은 국민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사회를 한 정치에의 참여 근과 여론형성이라고 하

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실 되기 해서는 연설이나 기사 등이 있는 그 로 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집하

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사나 논설의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 이 이용 지표시를 

설정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약간 다른 차

원의 공익  목 에 의한 권리제한으로 도서  등에서의 복제  송의 허용규정이 

있다. 이는 도서 이 방 한 양의 자료를 보 하고 이를 공 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공 근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을 수용하

여 기본권으로써의 정보 근권을 보장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도서  등

에서의 작물의 복제가 이용자의 조사연구에 이용됨으로써 학술문화발 에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19) 하지만 도서 에 있어서 권리제한은 목 에 

의한 제한이 있다. 즉 조사와 연구목 , 자료보존목 , 작물의 복제물 보존목 에 

한해서만 복제가 용된다. 한 도서  이용자의 열람을 한 복제  송에 해

서는 보상 을 작권자에게 지 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개정법에 의해서는 정보

기술의 비약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이용환경이 온라인으로 속히 확산

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한 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을 감안하여 국립 앙

도서 으로 하여  온라인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  리할 수 있도록 복제를 허용

하는 근거규정을 도입하 다.20) 

사회  약자에 한 배려차원에서의 권리제한규정은 시각장애인을 해 작물을 

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어문 작물을 녹음 는 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는 

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21) 다만 이 경우 작물은 공표된 작물에 제한되

17) 작권법 제26조.

18) 작권법 제27조. 

19) 오승종, 작권법, 2008, 654면. 

20) 이상정, 우리 작권제도의 회고와 망-디지털환경에 한 응을 심으로-, 계간 작권, 2009,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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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에 의한 복제  배포는 비 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리목 인 

경우에도 본 규정의 용을 받아 면책 상이 된다. 하지만 자를 제외한 녹음 는 

시각장애인 용기록방식에 의한 복제․배포․ 송은 비 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

에 리목 인 경우에는 본 규정의 용이 배제된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한 

자 복제나 녹음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에 따른 공공성이 큰 부분이고, 이러한 

복제나 녹음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작권자가 통상 으로 정하고 있는 작물 이용

행 가 아니기 때문에 작권자의 경제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에서 

허용되는 것이다.22)

사 이용을 한 권리제한은 공표된 작물을 개인 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이에 

하는 한정범 내에서 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다.23) 이 규정은 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경제 인 단과 사 복제행  자체가 작물 이용자

의 정보 근성을 높인다는 정책 인 단에 근거하고 있다.24) 하지만 이는 권리제한

규정 가운데 작권자의 이익을 가장 포 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25) 그 허

용범 에 한 해석에 있어서 신 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는 사  복제가 장소  범 의 제한이라는 요건에서 자유롭고 비 리목 으로도 범

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  복제의 허용범 가 차 축소되어가는 경향에 있

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해지고 있다. 행 작권법상 사 복제의 명목으로 면

책을 받기 해서는 이용목 과 성질․장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바, 비 리목

과 개인  이용의 경우로 제한되며 장소 으로는 가정 는 이에 하는 한정된 범

로 제한된다. 한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행 는 면책 상에서 제

외되지만 가정내 복사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권리제한으로는 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지닌 방송사업자의 

작물의 일시  녹음․녹화와 미술 작물 등의 원본소유자나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

한 시와 복제가 규정되어 있다. 원칙 으로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 이고 

21) 작권법 제33조.

22) 오승종, 작권법, 2008, 670면. 

23) 작권법 제30조. 

24) 김 철, 디지털 환경하의 사 복제문제에 한 비교법  고찰, 작권심의조정 원회, 2004, 15면 

25) 오승종, 작권법, 2008, 6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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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 내에서는 작물을 

복제하거나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학문  목  등을 한 공표된 작물의 인

용에 따르는 권리제한규정은 작권법의 궁극  목 인 문화의 향상발 과 다양한 문

화  소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극히 요할 뿐 아니라 표 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  

자유권을 확보하기 한 필수  규정이라 할 수 있다.26)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현행 형벌규정의 문제점

가. 고의 판단의 문제

작권법 반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 자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만 처벌할 수 있다. 즉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작물을 복제․ 송 등의 방법으

로 침해한다는 인식과 그 침해의 결과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인식만

으로 고의를 인정하면 고의의 인정범 가 무 넓어져서 가벌성이 확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례도 고의에는 인식  요소 뿐만 아니라 의욕  요

소도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27) 하지만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속하는 사실이

기 때문에 이를 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

이 침해의 결과에 의해 고의의 존재를 우회 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작재산 련 법률 가운데 상표법에만 침해에 한 고의추정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고의추정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추정규정이지 형사

상 침해죄에 용하고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추정규정을 형사처벌에도 

용하게 되면 검사의 입증책임은 완화 내지 면제되고 무죄추정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28)  더욱이 작권법에는 이와 같은 고

의추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있어서 침해의 결과가 있으면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행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형사기소를 한다

26) 土肥一史, 著作權法上權利制限規定の性質, 著作權法の權利制限規定をめげる諸問題, 權利制限委員 , 
2004, 31面;오승종, 작권법, 2008, 726면에서 재인용. 

27) 법원 2004.5.14. 2004도74. 결

28) 김재 , 지 재산범죄에 한 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2,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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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침해사실의 인식을 추정하는 것이 민사책임의 역에서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형사책임의 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고 하는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고의 추정은 형사책임에 해서는 용되어서는 안된다.  

행 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작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것은 비교  쉽게 인식되지

만29), 그 작물에 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이용행 가 그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침

해의 결과를 자신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업  이익(  이익 포

함)을 목 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권 공유에 한 확신에 찬 신념에 의거한 카피래

트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법무

법인에 의해 무차별 으로 고소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특히 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작권침해에 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조차 무

나 쉽게 고의를 인정해서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 으로서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인 형벌의 용을 명확한 원칙과 기 에 따라 엄격히 단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30) 

나. 비친고죄에 있어서 영리성 판단의 문제

2006년 작권법 개정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비친고죄 상의 확 이다. 당

시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 “최근 작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 가 조직 이고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작자 등이 개인 으로 그 사실을 알거나 응하

기 어렵고 산업 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비

친고죄 용범 를 확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9) 이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의 작물의 일부 는 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서 자신의 블로그나 공유폴더에 올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조차 기 하기 어렵다. 

30) 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수많은 고소사건을 수사기 이 일일이 고의여부를 단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 무 의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침해의 고의 즉 범의가 없는 청소

년들에게 과경력을 부과할 수도 있고(약식기소에 따른 벌 형부과도 형사처벌 력기록에 남게 

된다), 무자력한 청소년들을 합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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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했던 것은 부분의 침해행 가 일반인이 개인

 이용을 해 일회 으로 행한다는 을 고려한 것이었고31), 반 로 일부 침해행

를 비친고죄로 규정했던 것은 그 침해행 의 보호법익이 개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공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그 다면 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여 확 한 이

번 비친고죄 규정은 리성이 바로 사회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리성 단에 있어서는 국가 산업경쟁력 약화 내지는 문화산업의 후퇴와 

같은 사회  공익에 한 침해가 그 기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 작권법상 비친고죄의 요건으로서 리성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필

요할만큼 비난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에도 이를 비친고죄의 상으로 포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리를 하여 상습 이라고 하는 요건의 단에 

있어서 상습성 즉 반복  침해행 가 있으면 리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리성은 소극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애 에 작권법이 비친고죄의 상

으로 하고자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극 으로  이득을 

목 으로 반복 으로 침해행 를 하는 경우에 해서는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침해

의 억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혹은 경제  이익의 극  

창출과 거리가 먼 소극 이고 반사 인 이익까지 리로 포섭하게 되면 작물을 이

용하는 모든 행 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1) 오승종, 작권법, 1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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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언

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방식의 개선

1. 실체법상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의 세분 및 형사적 제재의 차등화 

가. 영리목적에 의한 저작권침해범죄의 차등적 형벌규정

행 작권법은 리목  여부와 상 없이 작권  작인 권 침해에 해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리목 에 

의한 경우와 비 리목 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의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침해

행 에 한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목 은 통상 과

주 인 구성요건요소로서 가  요소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 이다. 비 리목 에 

의한 작권침해가 기본  구성요건이라고 한다면 리목 에 의한 작권침해는 가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형사  제재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비교법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은 기본 인 침해구성요건을 두

고 그 외에 리목  혹은 조직  침해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형을 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1)

따라서 행 작권법이 리목 의 구분없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비 리목 에 의한 침해범죄에 해서는 재 규정한 형벌보다 법정형을 보다 낮추는 

1) 다만 일본 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리목 과 비 리목 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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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작권법 반죄로 선고되는 형을 보

더라도 리목 침해인 경우조차 재의 법정형에 근 하지도 못하는 지극히 낮은 수

에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을 볼 때, 선고형과 법정형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도 

리목 에 의한 침해행 에 한 비난가능성을 좀더 높이기 해서는 비 리목 에 의

한 침해에 한 법정형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침해 저작물 가액에 따른 형벌의 차등화방안 모색

미국 작권법에 의하면 침해 작물 총소매가액에 따라 경죄로 처벌할 것인가 죄

로 처벌할 것인가가 나뉘어지며, 죄에 해당하는 가액이라 하더라도 비 리목 이면 

형벌이 리목 의 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다. 한 침해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

간내 발생한 총피해액을 기 으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의 정도를 계량화하

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량의 계량화방식에 익숙한 미국이라는 

에서 규범  양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와는 근본 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가액의 다소와 상 없이 형벌이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법상 재산범죄는 그 형법상 보호의 이익이 일반국민 

체에 해서 미치는 보편 ․항상  법익이지만, 작권은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작자 등에 해서만 그 보호이익이 미치는 제한  법익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그

리고 원래 권리보호의 수단이 형사  제재가 아니라 민사  제재 다는 을 감안한

다면 미국과 같은 침해 작물의 총소매가액에 따른 형사처벌의 차등화도 충분히 고려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총소매가액이 일정 액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징역형을 제외한 벌 형만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보 률이 세계1 이고 10-20 의 인터넷 이용률이 95%를 상회하는 상황에

서 작물의 합법  이용경로와 합리 인 이용비용에 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해 구나 과자가 될수

도 있다. 따라서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으로서 형벌의 하력을 제 로 발휘하기 해서

는 오로지 형벌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는 불법행 에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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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의요건의 명문화

작권법 반죄는 고의범을 처벌 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과실범에 한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추론되는 것이다.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

벌의 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고의범만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 작권법 반죄로 형사처벌의 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권리침해의 고의가 존재하고 침해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침해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추정해

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아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작물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친구

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는 단순히 자신의 블로그의 내용을 좀더 풍부히 채

우고 싶은 생각에 는 자신의 블로그에 두고 가끔씩 볼 생각으로,  불법 인 경

로나 불법 인 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 를 할 때,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작물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침해의 고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를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음으로써 - 즉 내가 직  만든 작물이 아닌 한 그것이 작권으로 보호되는 

작물인지 여부를 이용하기 에 무슨 방법으로든 알아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음으로써 - ,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 즉 작권법상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범죄행 라는 사살을 알지 못한 - 과실범의 표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권침해의 고의가 마치 법률상 추정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듯한 불

합리한 법 용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명문으로 ‘고의로’ 는 ‘침해

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기술하는 것이 구성요건 단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라. 비친고죄 요건으로서 “영리와 상습성”을 “상업적 규모”로 대체

작권법에 있어서 침해행 를 친고죄로 할 것인가 비친고죄로 할 것인가 여부는 

법이론  논리 보다는 시 상황에 따른 입법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작권침해에 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친고죄의 도입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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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비친고죄의 상이 되는 행 유형이 지나치게 확 됨으로 인

해 거의 모든 작권법 반행 에 국가공권력이 개입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범이 양

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상 작권침해범죄의 비친고죄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애 에 비친고죄를 확 용하게 된 개정입법취지가 최근 작권이 산업화되면

서 침해행 가 조직 ․반복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

유에서 다는 을 감안한다면 비친고죄의 상은 바로 상업  규모의 피해를 야기

하는 행 에 집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행법과 같이 ‘ 리를 하여 상습 으로’으로 라고 하는 요건의 경우, 

리성의 단을 사 이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극  이익까지로 확 해서 보게 되

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수차례 작물을 올려놓는 행 는 이미 상습성이 있는 것

으로 단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터넷상 작물 이용행 는 비친고

죄의 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이러한 침해행 는 애 에 법이 의도했던 상업  

피해를 야기하는 행 와도 무 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법 용 상까지 구성요건안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소규모의 침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로 인해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도 

주목해야 한다. 한 비친고죄로 인한 형사제재의 확 는 형사처벌에 의해 침해를 억

지하고 더 이상의 침해 지로 인한 간 인 보상을 하는 것일 뿐 작권자에게 실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비친고죄로 한다고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반드시 보

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2)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친고죄를 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비친고죄의 요건을 어도 ‘상업  규모’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절차법상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리절차의 이분화 

가. 경미한 침해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도입

작권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에 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

2) 이 희, 작권법 개정안에 한 공청회, 2005,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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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법  보호의 수단인 작권법상 형사제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지나

치게 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로부터 

작권법이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미

한 권리침해에 해서까지도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처벌의 

상이 주로 청소년층이라는데 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내딛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과자라는 멍에를 우는 행 작권법상의 형사제재에 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작권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교교육

장에서 청소년들을 상으로 철 하게 작권에 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도 못한 

실에 비추어 볼때, 인터넷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해온 청소년들의 일상 인 작물 

이용행 를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법으로 재단해서 범죄행 로 간주하여 형사 차

의 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작권법 반행 로 사법기 에 고소 내지 고발되는 청소년의 상당수는 

과실범이며, 따라서 원칙 으로는 고의범인 작권법 반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죄

가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이미 발생한 침해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와 상 없이 형사 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형사실무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법원의 재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그 법리

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미한 작권법 반죄의 부분은 합의 을 지

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취소되거나 공소기각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때 성인의 

경우에는 합의 을 지불한 자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경제 으로 독립하지 못

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합의 은 스스로 해결불가능한 조건이다.3) 더욱이 침해된 

작물의 가액과 무 하게 과도한 합의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형사처벌이 두려

워 부모가 신해서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어도 침해된 작물의 가액이 일정 액 ( 를 들어 5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경

찰에서 즉결심 제도를 통해 경미한 작권법 반사건을 종결한 에 비추어 볼 때, 

과나 수사자료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와 불법성에 한 법원의 공정한 

3) 작권침해에 한 합의를 리하는 법무법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제시하는 합의 은 거의 일률 으로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이 

그 충격으로 자살한 경우까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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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구할 수 있다는 에서 합리 인 차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부당한 

고액의 합의  신에 불법행 에 합당한 액의 벌 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경미한 작권침해자에 

한 무차별 고소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에서 즉결심 제도를 새로운 

안으로 고려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

육조건부 기소유 제도도 무차별  고소에 한 효과 인 방어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두 제도를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1회의 경미한 반행 에 해서는 

즉결심 제도를 용하고, 2회 이상 경미한 반행 에 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

제도를 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형사상 고소 이  단계에서 발된 침해행 자

에 한 경고의 제공이 의무화되고, 침해행 자와 작권자와의 분쟁을 형사 차 개시 

이 단계에서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기구에 의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재 작권 원회에 재기능이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경미한 반행 에 해서까

지 재를 할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바, 작권 원회에 하는 재기

을 통해 경미한 반행 가 형사  방식이 아니라 민사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

록 국가와 작권자 그리고 이용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중한 침해범죄에 대한 실효적 중형부과

앞에서 기술한 경미한 작권침해범죄와 달리 리  목 의 상업 인 규모의 작

권침해범죄에 해서는 법정형에 가까운 선고형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리  목 의 

상업 인 규모의 침해행 는 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작자 등의 권리 뿐만 아

니라 정상 인 작물 산업의 질서를 괴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

에 결코 그 불법이 가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작권침해행 가 상

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고, 설령 형사처벌

의 상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형이 부분 집행유 에서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손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

에 그 배상액도 크고, 따라서 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사후  구제수단인 형사처벌 보

다는 합의 내지는 민사 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보다 실 인데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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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배제하기 보다는 민사  구제와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 인 

작물 유통에 따른 문화경제산업의 발 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 법원도 

지나치게 한 양형 보다는 작권법 반에 한 일정한 양형기 을 마련하여 침

해규모에 따른 정한 선고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절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1.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및 형사면책범위의 재검토

행 작권법은 작권 제한과 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범 가 매우 

소하여 실 으로 이용자들의 작물 이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작물 이용방법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작권법에 공정이용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손

상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작물의 통상 인 이용과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한 것이다. 즉 작권법의 체 인 취지와 목 에 비추어 볼 때 

작권에 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로 간주할 수 있는 이용행 를 말하는 것

이다. 

문화의 향상발 이라고 하는 작권법의 목 에 비추어 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

고 공정이용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이 생겨나는데, 재와 같이 열거  

규정을 두고 있게 되면 필요시마다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고4), 결국 법이 

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법리로서 공정이용규정을 두게 되

면 법원의 단에 따라 새로운 이용의 필요성에 신속히 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하여 포  공정이용규정은 단기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비 5)이 존재하기도 하지만6), 작물이용행 에 한 단은 

4) 오승종, 작권법, 2008, 702면. 

5) 오승종, 앞의 책, 711면. 

6) 남희섭, 작물의 공정이용과 작권제도의 균형, 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 도서  활성화 모색

을 한 작권법 토론회, 2006,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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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개별 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원리는 오

히려 견가능성을 높여  수도 있다. 

우리의 작권법상 권리제한규정은 열거  규정이라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제한규정의 용여부가 불분명할 때 작권법 목 을 감안해 합목  해석을 

할 수 있다7)는 논거는 민사 인 입장에서는 수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형사  

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지원칙이 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거  규정의 문언  

해석에 엄격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되 공정

이용을 단할 수 있는 기 을 미국과 같이 례에 의거하기 보다는 명문으로 작권

법에 기술함으로써 법 용의 불명확성에 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 인 공정이용규정과 함께 개별 인 작권제한규정과 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사 이용에 한 규정이다. 작권법 제30조는 개인  이용 는 가정 는 

이에 하는 한정된 범 내에서의 비 리목 의 이용에 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사

복제는 새로운 창작활동을 가장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작권법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필요불가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 복제로 인한 작

권침해의 문제가 자주 제기됨에 따라 사  이용에 의한 권리제한규정의 용범 가 

 더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 경우 리성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개인  사용이

라 하더라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극  의

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리목 이 있다고 해석하여 사 이용의 범 에서 배제하고

자 하는 것은 규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8) 어도 개인  이용

에 있어서 리목 은 작물의 구입비용을 감하여 얻는 반사 ․소극  이익이 아

니라 극 으로 매하거나 배포하는 행 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로 한정

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9) 즉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인 이용을 해 비 리형태로 

7) 오승종, 작권법 2008, 711면. 

8) 장재 ,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작물 복제행 에 한 형사처벌의 문제 -이용자의 형사책임을 

심으로-, 경희  석사논문, 2009, 63면. 

9) 청소년들이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웹상에서 아무 제재없이 돌아다니는 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여 친구들과 나 고 감상하는 행 와 같이 이미 디지털 환경속

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연스런 행 습성 내지 경향에 해 리행 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반인

의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다. 즉 기술과 호기심이 보장하던 자유에 법률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장
재 , 앞의 논문, 63면; 로 스 식, 앞의 책,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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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디지털 작물 복제행 에 해서는 사 이용규정을 용하여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른 권리제한규정 가운데 비 리 공연 등 면책조항에 있어서 비 리 송면책도 

포함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 리 공연  방송의 면책조항은 1986년 

신설된 조항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에 있어서  고려의 상이 되지 못

하 다. 하지만 동조항의 신설당시 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는 공연

의 개념속에 일정부분 송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방송은 공 송신권이라는 커다란 

범주안에 송과 동일한 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에 비추어볼 때 비 리 송의 면

책조항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권법상 작권자의 권리를 확 보호

하는 규정에 있어서 송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 리

송의 면책조항 신설은 당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10)

2.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권이용 및 관리단체의 활성화

행 작권법은 등록제도를 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작물에 

그 보호의 범 가 미치지만 법률만으로는 보호 작물의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작물이 작권법의 보호 상인지 아닌지 단하기

가 어렵고, 설령 보호 상 작물이라는 것을 인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작물의 

권리자가 구이며 이용조건을 구와 합의해야 하는것인지 알기 어렵다. 음악이나 

화, 소설 등과 같은 인터넷 작물은 해당 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일정한 액

을 지불하고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교  쉽게 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작물이거나 인터넷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한 

정당한 댓가를 지 하고 이용하고 싶어도 구와 어떻게 의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

렵게 되어 있다. 

행 작권법에는 작권집 리단체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몇몇 단체를 제

외하고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10) 도학선, 개정 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 의견, Law&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 
82-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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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따라서 어도 작물의 유형에 따라 작권의 이용허락 내지 이용계약을 

포 으로 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좀더 간편하

게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권 리단체가 

해당 작물의 이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는 이용자들의 입장이 배제되어 있는

데, 작물의 이용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합리

인 수 의 작물이용가액이 결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합법 인 이용

으로 유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범위확대

행 작권법 제5 은 ‘ 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이라는 표제하에 3개 조문을 두고 

있다. 즉 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작물을 공익상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 매3년이 경과한 음반 녹음 작물을 다른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나 의 2가지 요건은 작권자와 의가 불성립한 

것을 제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이용허락제도는 작물의 이용이 공 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함에도 

작권자의 의불성립 등으로 허락이 없더라도 그 작물의 사회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물의 문화  가치를 일반국민이 향유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11)  

이와 같은 법정이용허락제도가 세계 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는 베른 약 제11

조의2 제2항에서 방송권 그리고 제13조 제1항에서 음악 작물의 녹음권의 각 법정허

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작권법은 이블 TV에 의한 방송의 재방송

(§111), 非극  음악 작물의 음반제작  배포(§115), 非극  음악 작물의 쥬크박스

에의 이용(§116), 비상업  방송자의 非극  음악 작물  공개된 미술 작물의 이

용(§118) 등에 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입법경향은  기

술이 작물 사용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작권이 생긴 경

우 이에 한 작물의 효율  보호  공 이용을 해 포  사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체로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강제허락제도가 오로지 개개 사용자

11) 오승종, 작권법, 2008, 7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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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이익만을 해 이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선진국들의 

체 인 입법경향이라고 보여진다.12) 

법정이용허락제도의 취지가 작물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작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 작권자 개인의 의사를 배제하더라도 작물의 사회  가치를 재생시키

려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음반과 방송에 제한해야 하는가 의문이 있다. 실 으로 

작물을 정당한 댓가를 내고 이용하고 싶어도 작권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이용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 실히 해당 작

물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작권자가 제시하는 부당한 이용료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 액이 합리 인 수

인가의 여부를 알고 싶어도 그에 한 단을 구할 곳이 없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작물 이용요 에 한 합리 인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 에서는 

이용자로 하여  어도 문화부장 이 정하는 기 에 의한 보상 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작물의 원활하고도 합법 인 이용경로를 확보해 주는 방식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재 법정허락의 상이 되는 작물의 범

를 좀더 확 하고, 이용목 도 공익상 필요에 제한하기 보다는 최소한 연구  교

육목 의 경우에도 법정허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특히 법정허락제도를 재정비하여 디지털 작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

여  간편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  이용의 길을 열어주게 되면 불법이용

자들이 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의 불합리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정허락제도는 시장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있어서는 신 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13) 

제3절 맺음말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문화를 향유하기가 어렵

12) 박 길, 디지털 작물의 이용활성화에 한 연구, 문화 부, 2006, 223-224면.

13) 박 길, 앞의 보고서,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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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다. 음악, 미술, 문학, 기술, 과학, 상, 방송, 공연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

고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작물과 정보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개인  필요에 의해 혹은 연구 내지 재창작의 목 으로 이용하고자 하

게 되면 가없이는 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차단되어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

는 것이 바로 작권이다. 그동안 우리가 려왔던 문화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보통의 

방식들은 모두 법률의 규제범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한 

문화 역에 살게 된 것이다. 

역사 으로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 흐름에 따른 변화를 천천

히 겪어오면서 이용방식의 제한이 조 씩 확 되어 왔지만 그에 한 이용자와 권리

자 사이에는 오랜시간에 걸쳐 이루어온 합의가 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

술 덕분에 작물 등에 한 이용방식이 속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용자와 권리자 사

이에 이용방식에 한 합의를 도출해낼 시간  여유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동일한 이

용방식을 고수한 이용자는 침해자가 되고, 권리자는 그러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해 법과 기술을 최 한 동원함으로써 양자간에 존재해 왔던 균형과 조화

가 깨어져버렸다. 

그리고 작물에 한 보호가 사회의 요한 테제가 되어버린데는 지 재산과 

정보의 산업화라고 하는 배경이 존재한다. 단순히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존재하는

데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실 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  요소로 변화되면

서,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행 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개인 인 작권자

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재와 무역재를 생

산해내는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극 인 보호가 요구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작권에 한 침해행 에 해 국가의 극 인 개입이 당연시되었고, 

그 핵심 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침해행 에 한 형사  제재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이 아니라 세계 인 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경쟁하듯이 작권법 반행 에 한 형사처벌의 수 을 높 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하지만 작권침해행 에 한 형사처벌에 한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나라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의 수 이 높은 만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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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 반행 에 해서만 형벌 - 그것도 한 형벌- 이 부과되고 경미한 반행

는 민사 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행 의 경 과 

무 하게, 아니 오히려 단속이나 발이 쉬운 개별이용자들을 상으로 무차별 으로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 계로 정작 형벌이 필요한 한 작권법 반행 는 민사

인 방식을 통해 해결되고, 형벌의 부과 자체가 무의미한 경미한 침해에 해서만 

형벌이 부과되는 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 한다. 

이와 같은 형벌의 남용은 불필요한 형사범을 양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

자 자신의 내면  규범 불승인으로 인한 법질서 경시의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재와 같은 작권법 반죄에 한 형사처벌의 남용은 억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작권침해행 로 인한 형사처벌의 주 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들의 경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행 작권법은 기존의 권

리보호방식에 치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경향을 완 히 억 르는 법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작권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는 것에 해서는 어느 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이미 국가 인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

에 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작권에 한 강력한 법  보호가 불가피하

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보호에 걸맞는 권리행사방식이 제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재산과 달리 단지 소유자나 유

자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용자들에 의해 리 

이용되고 이를 통해 문화와 기술, 술이 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자는 작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 에서 그치는데서 더 

나아가 그 작물을  댓가를 받는 상품으로서 유통시키고자 한다면, 이용자들이 

작물을 합법 으로 그리고 합리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야 하

는 것이고 이는 바로 공 자인  권리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자

로서의 역할을 다한 후에 자신의 권리에 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그 권리를 침해

하는 행 는 사회 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 이고, 따라서 그에 한 국가의 개입과 

형벌의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우리사회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7

참고문헌

I. 국내문헌

경미 김-휘셔, 랑스 작권법 개정안-정보 달 사회속에서의 작권  인 권에 

한 법안, 계간 작권, 2006. 

국회문화 공 원회, 작권법 개정안에 한 공청회자료, 2005. 11. 8.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상 불법 작물 책  개선방향, 안보고서, 2009.8.21.

권인희, “FTA와 지 재산권”,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김윤배, “지 재산 침해와 련한 정부의 역할-정보, 수사기 의 역할”,  산업보안 연

구논총 제5호, 2009.

김재 , “지 재산범죄에 한 연구”, 충남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02.

김정환, “ 작권침해행 의 ‘ 리성’해석 -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산업재산권 

제24호, 2008.

     , “ 작권법상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한 형사법  검토”,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 

김지 , 로그램 작권침해에 한 형사  구제방안 연구,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2006. 

김호철, “한미 FTA 작권 분야 상결과  국내법 이행 검토”, 계간 작권 제86

호, 2009.

나카야마 노부히로/이수진 역, “21세기 작권법의 과제”, 계간 작권 제82호, 2008.

남 숙, “한-EU FTA 상의 작권 논의에 한 소고”, 계간 작권 제82호, 2008.

남희섭, “ 작물의 공정이용과 작권 제도의 균형”, 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 도

서  활성화 모색을 한 작권법 토론회, 2006. 

      , “정보공유 운동의 황과 함의”, Copyright와 Copyleft, 제10회 국제지식경

제포럼, 2005.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158 

도학선, “개정 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 의견”, Law&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

류종 , 작권의 쟁 과 망-1인 1미디어 시  이용자와 작자의 새로운 권리

와 한계, 2008.

문화 부, 디지털 시 의 주요 외국 작권제도 도입에 한 연구, 2002. 

박덕 , “국제조약상 작권 제한과 외규정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

권 제25호, 2008.

     , “한 - EU FTA 지 재산권 집행분야 주요쟁 ”, 산업재산권 제26호, 2008.

박성수, “ 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계간 작권, 제78호, 2007.

박 길, 디지털 작물의 이용활성화방안에 한 연구, 문 부, 2006. 

백성근, “미국의 지 재산권 보호체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법무연수원, 2006.

송 식/이상정/김병일, 지 재산법, 2008.

신동룡, “인터넷상에서의 비 리  작권침해에 한 형사처벌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8권, 2001.

안재 , “지식재산권 제도의 효용성”, Copyright와 Copyleft, 제10회 국제지식경제포

럼, 2005. 

안효질, “독일 작권법상 사 복제의 허용범 와 기술보호조치의 외”, 스티스 통

권 제88호, 2005.

오승종, 작권법, 2008. 

우지숙/심은희/최정민, 작권침해로 신고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8. 

윤석찬, “인터넷 작물에 있어 작권침해와 작권법”, 창작과 권리 통권 제28호, 

2002. 

윤선희, “ 작권집 리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소고: 작권 리사업법(안)을 심으

로”, 산업재산권 제28호, 2009.

     , “지 재산권에 있어서의 체  분쟁해결방안의 황과 문제 ”, 2004년 한국

산업재산권법학회 추계국제학술세미나, 2004. 11.29.

     , 지 재산의 소유와 공유, Copyright와 Copyleft, 제10회 국제지식경제포럼, 

2005. 



참고문헌 

159

이규호, “FTA 상에 있어서 지 재산권집행 분야의 잠정  구제책  교정  구제

책에 한 연구”, 계간 작권 제81호, 2008. 

     , “미국 연방 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한 연구”, 정보법학 제11권 제1

호, 2007. 

이 희, “ 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한 비교법  연구”, 경 법률 vol.10, 

2000.

이문지, 작권의 남용에 한 미국 례법, 경 법률, 2001. 

이상정, “우리 작권제도의 회고와 망 - 디지털환경에 한 응을 심으로-”, 계

간 작권 제87호, 2009.

     , “최근 일본의 작권법 개정에 한 소고”, 계간 작권 제81호, 2008.

이상훈, 디지털 시 의 작권- 랑스 사례를 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이일호, “독일의 작권법 개정과 우리의 과제”, 계간 작권 제82호, 2008. 

이지윤, 작권침해에 한 법정손해배상에 한 연구, 계간 작권, 2007,

장재 ,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작물 복제행 에 한 형사처벌의 문제  - 이용

자의 형사책임을 심으로 - ”, 국제법무연구 제13권 제1호, 2009. 

작권보호센터, 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7.

작권심의조정 원회, 디지털환경하의 사 복제문제에 한 비교법  고찰, 2004. 

                 , 미국 작권 선진시장 정책연구, 2006.

中山信弘(이선희 편역), 작권법, 2008.

최승재,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공정이용항변의 용과 한계”, 계간 작권 제84

호, 2008.

최은지/김 용, “온라인 디지털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계간 작권 제86호, 2009.

한국 산원, 디지털 지 재산권 보호를 한 법제도 연구, 2002. 

한지 , “인터넷에서 작권침해와 사  복제에 한 비교법  고찰”, IT와 법연구 제

3집, 2009.

허희성, “ 작권제도의 회고와 망 - 1800년  반에서 1900년 까지를 심으로 - ”, 

계간 작권 제87호, 2009. 

황성운, 디지털 작권 리 - 소유에서 사용권리로의 이동-, 2008.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160 

II. 외국문헌

第2東京辯護士 知的財産權法硏究 , 著作權法の新論点, 商事法務, 2008.

三村量一, 著作權侵害による損害, 現代社 と著作權法, 2008.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5정신 ), 2006

Bundeskriminalamt Statistics,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ichtsjahr 2004, 2005, 2006, 2007.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Die Krimin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für das Jahr 2008.

Dinusha Mendi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xceptions to Copyright and Its 

Application to Copyright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Electronic Jounal of 

Comparative Law Vol. 7.5 November 2003 ;http://www.ejcl.org/75/art75-8.PDF

Fabian Niemann, "Urheberrechtsabgaben - Was ist im Korb?", Computer und Recht, 

2008.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

Neil Weinstock Netanel, Copyright's Paradox,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Thomas Hoeren, "Der Zweite Korb- Eine Übersicht zu den geplanten Änderungen im 

Urheberrechtsgesetz", Multimedia und Recht, 2007/10.

U.S. Copyright Offic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8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http://www.copyright.gov/legislation/dmca.pdf

                                      ,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U.S. Dept. of Justic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200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aking Forward the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http://www.ppa.co.uk/legal-

and-public-affairs/~/consult-gowers 36. ashx

United Stat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No Electronic Theft Law; http://judiciary. 



참고문헌 

161

senate.gov/special/netact.pdf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n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82 Columbia Law Review, 1984.

http://www.usdoj.gov/usao/eousa/foia_reading_room/usam/title9/crm01851.htm





163

Abstract

Status and Improvement of Criminal Protection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Tak, Hee Sung

1. This study examine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of criminal protection 

of current copyright law for regulation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vestigate criminal law and regulations being suitable to the realities of 

copyright in Korea when the protection is appropriate and to discuss alternative 

protection when the protection is inappropriate. 

2. Even if a lot of infringements of copyright are admitted to be criminal 

cases at criminal practices, most of them are not prosecuted because of either 

no crime or no suspicion. Most of the cases that are criminally prosecuted are 

sentenced to be given fine at summary judgment, and jail sentence is rare at 

formal trial. In other words, the current copyright law regulates that either 

infringement of copyright having no intentional violation or behaviour being 

close to public use is to be criminal infringement, so that it produces a lot of 

criminals. 

3. The study investigated not only prosecutors' prosecution of crimes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but also the court's sentence: Most of the crimes 

that prosecutors prosecute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s belong to 

extremely light criminal cases. In other words, when cases that can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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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civil remedies prior to settlement of criminal cases are 

transferred to criminal procedure, neither offender or victims can be given 

remedies. Most of illegal behaviors violating the copyright law cannot be 

controlled by punishment nor can produce post-remedy effects. The effect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is of doubt: In other 

words, even if either number of cases detected by number of either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or conviction and prosecution of copyright holders 

increases several times, money amount of the fine punishment has decreased 

year by year.

4. Infringement of copyright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after 

having a certain level of criminal requirements. The criminal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may vary a little depending upon each country. In 

other words, requirements may vary depending upo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well as neighboring rights' technical protection or each infringement crime 

shall have common requirements so that independent requirements shall be 

regulated according to types of each infringement.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may have different 

level of punishment depending upon types of the right that the government can 

protect. In other words,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technical protection and 

right control information, etc shall be divided to have different criminal 

punishment, or shall have same criminal punishment.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regulate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t sam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UK regulates a little 

higher punishment th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t summary judgment when a 

performer infringes neighboring rights at either business process or others than 

business. 

5.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on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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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roblems as follow: At first, the regulations have a problem of intentional 

judgment.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shall be limited to apply it 

to a criminal who commits crimes intentionally. Unless special situation exists 

at infringement in practices, a performer is thought to have intention to be 

criminally prosecuted that is not desirable. And, the crime that does not belong 

to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as a problem of judgment of profit-making. 

When infringement is repeated to have customary requirement for profit-making, 

it is often thought to do profit-making. In the case, profit-making is no more 

than making of passive and reflective profit to be far from copyright object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6. Improvement of criminal punishment fro effective remedy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needs to divide criminal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and to differentiate criminal punishment. And, 

crim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shall have dual lawsuit procedures. Minor 

infringement case shall be completed in simple and prompt way. Commercial 

infringement of copyright for profit-making shall be sentenced to be close to 

legal punishment. Commercial infringement for profit-making can destroy not 

only writers' rights protected by copyright law but also normal order of work 

industry to give damages to national economy and to be seriously illegal. To 

improve criminal remedy o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control the 

infringement in criminal policy, regulations of comprehensive and fair use may 

be adopted to expand scope of criminal immunity and to develop copyright 

organizations for acquisition of reasonable routes of works and to expand 

requirements of current legal use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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