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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화⋅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그로 인
해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없이도 언제든 저작
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즉, 현재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문화를 꽃피움과 동시에 역으로 네트워크에 접속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환경
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 문화관광체육부 주최, 저작권위원회 주관, 제8회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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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저작권
자들의 법적 대응 조치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에
집중되어 왔다.1)2) 특히 2006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권의 보호
가 강화되면서 일부 로펌에서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
여 형사적 고발조치를 취하며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종용하면서 수수
료를 챙기는 일이 잦았다.3) 그러던 중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한 고교
생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4)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서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의 형사적 보호조치에 대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형법의 민사적 구제 조치
로의 전용 방지, 저작권교육을 통한 저작권 보호 인식 향상을 통한 장래
동종범죄 방지, 무분별한 범죄자 양산 방지, 온라인 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방지 등 전반적인 저작권 환경을 발전시
키기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등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로 인해 저작물 이용방식이 확연하게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서 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 상의 침해가

1) 정상조,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13면.
2) 이수미,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60면.
3)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면.
이렇게 로펌이 받은 합의금의 총액 가운데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즉 실질적으로 합의금의 상당액은 로펌이나 저작권침해전담 브로커
들이 취하고 있다.
4) 국민일보, “고교생 자살 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 저작권 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매”,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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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룬다. 더욱이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의 저작권 침해
의 유형은 차치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웹하드나 토렌트
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예전보다 빈번하게 침해받
게 되었다.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에 따른 부작용이 늘어나자 해결방안으로써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제도 자체가 형법과 저작권법의 경계선에 놓인 까닭에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저작권 침해 시 형사적 처벌조치에 대한
논문이나 서적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
서는 저작권 교육부 기소유예제의 법적 근거 및 한계와 제도로서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저작권 침해 시 형사적 조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검토
1.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가. 의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에
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 및 초범인 성년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5)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2008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5)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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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및 초범인 성년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고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법무부와 MOU를 체결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6) 아래의
<표 1>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인원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되었던 2008년 직후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성인 및 미성년자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월

7∼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1,519

성인

5,663

3,888

1,722

1,613

1,779

1,694

1,501

미성년자

250

82

36

19

27

55

55

48

총계

5,913

3,970

1,758

1,632

1,806

1,749

1,556

1,567

출처: 저작권 통계집 제1권(2012)/제2권(2013), 저작권위원회, 117면.

나. 도입목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영리추구의 고의가 없었던 청소년
이나 일반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결과를 이유로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과거
에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저작
권 교육을 받을 시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6) 저작권위원회, ｢2012 저작권 지킴이 교육 연차보고서｣, 2013, 1면.
정식 교육 명칭은 ｢저작권 지킴이 교육｣이다. 저작권 지킴이 교육은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발생한 청소년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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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사안
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7)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문화가 성숙될 경우 기소유
예 처분할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므로 과도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
라 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근거라고 볼 수 있는 조건부 기
소유예제도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소년법｣(제49조의 3)을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8) 소년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
⋅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19세미만 소년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3. 운영현황
검찰은 2008년 7월에 시범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177924).
8)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
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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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고 이후 2009년 3월부터는 시범운영하던 제도를 전국적으
로 확대하여 다음 달인 4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도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09
년 2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우발적인 초범이
라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고소장 각하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연장 시행 중에 있다.9)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저작
권 침해 사건 관련 범죄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4. 한계
가. ｢저작권법｣ 침해 시의 벌칙규정과 예외
(1) 벌칙 규정
｢저작권법｣은 특정사항의 위반행위 시 벌칙 규정을 두어 형사상 조
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이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저작권 범죄
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따라서 p2p 프로그램, 웹하
9) 서울경제신문, 2013. 2. 25,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 제도 1년 연장한다’.
정부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의 무분
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이 제도를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으며 오는 28일 만료되는 적용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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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토렌트를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 중 전송 및 복제에
해당하여 이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예외
문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상에서 오직 다운로드
만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예외조항인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
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
고 있지 않다.11)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p2p 프로그램이나
토렌트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
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12)
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 헌법 및 형법적 법리 검토
우선 제도 자체의 헌법⋅형법적 문제점이 있다. 기소유예를 하면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1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2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
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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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부담 혹은 조건을 어떠한 성질로 보느냐에 따라 헌법에 위배
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부과되
는 특정행위 즉, 교육을 혐의자가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부담이나 조건을 형벌의 일종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과13) ｢형법｣에서14)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
검사의 재량에 그 처분권을 맡겨 형벌성격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5) 독일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부담사항이나 준수사항을
독자적 형벌로서 파악하지 않고, 책임주의가 관철되어야할 ‘제재 유사
처분(Sanktionsähnliche Maßnahme)’으로 이해하고 있다.16) 또한 독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법원
의 동의를 얻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17) 그러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형벌의 일종’이 아닌 독일에서 말하는 ‘독자적인
형벌제재 유사처분’으로 이해되더라도 실질이 형벌의 성격인 한, 헌법
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
벌제재 유사처분’ 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히 검사의 재량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무조건적 기소유예가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자체가 일종
의 유사 형사제재이기 때문이다.18)
일종의 유사 형사제재로 해석할 때 침해자가 과실범일 경우 더욱
13) ｢대한민국 헌법｣ 제27조(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14)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5)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1, 18면.
16) BGHSt 28, 174, 176; Gerd Pfeiffer, StPO(Kommentar), 4. Aufl., §153a, Rdnr. 1; Riess,
in: Loewe-Rosenberg, Gross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g, §153a Rdnr. 9;
Kleinknecht/Meyer-Gossner, Strafprozessordnug 44. Aufl., §153a, Rdnr. 12. (재인용)
17) Gerd Pfeiffer, StPO(Kommentar), 4. Aufl., §153a, Rdnr. 1ff. (재인용)
18) 허일태, 앞의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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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
을 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과실범이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 형법 역시 고의범을 전제로 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한
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의에 의한 손괴죄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손괴죄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20) 형법 제8조에 따르면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하게 되므로21)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
는 경우에만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고의의 인정범위가 넓어짐으로
가벌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의욕적인 요소도 고
려되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22)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처벌한 사례들을
보면,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즉, 복제 및 전송 등의 행위를 하면 고의가 있는 듯이 간주한
판례가 많다.23) 아래의 범죄동기 통계 <표 2>를 보면 이욕이나 사행심
과 같은 영리추구 목적에 비해 고의 없는 과실에 가까운 침해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9) 탁희성, 앞의 책, 149면.
20) 이원상,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과 비례성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190면.
21)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2) 이원상, 위의 논문, 190-191면.
2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도 1288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도2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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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저작권 침해범의 범행 동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호기심

219

2,437

3,687

765

2011년
619

우발적

150

1,430

1,594

347

224

부주의

605

5,456

8,055

1,940

1,578

이욕/사행심

210/14

413/37

507/88

1,785/52

1,032/46

출처: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미 발생한 침해결과를 고려하여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형사실무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법원의 재판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그 법리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결국 대부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과 초범은
웹하드나 토렌트 사용 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로드가 되었거나,
저작권에 대해 교육받지 못해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올린 과실범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2) 효율성에 대한 검토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잡힌 저작권 보호정책을 통해 저작권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
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시행된 2009년 직후에는 청소년 저작권
법 위반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일정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614건으로 2009년 2만 2,533건에
서 83.9%(1만8,919건)가 감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반사례는 2011년
4,578건으로 전년 대비 26.7%, 2012년 6,074건으로 32.7% 증가하는 등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25)
24) 탁희성, 앞의 책, 147면.
25) 서울신문, “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저작권침해”, 2013. 3. 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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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작권 보호센터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연 도
저작물
분야

2010
건수

2011
수량

건수

2012
수량

건수

수량

음악

16,240

1,220,551

28,993

2,039,991

37,344

3,998,851

영상

221,382

2,436,669

277,559

2,705,055

766,463

5,220,243

출판

7,929

20,244,886

22,466

28,048,143

31,724

41,507,614

게임

28,969

168,579

25,958

179,672

31,451

114,101

만화

3,888

10,324,682

16,430

53,337,106

28,562

125,482,653

S/W

-

-

5,069

28,331

24,268

44,785

계

278,408

34,395,367

376,475

86,338,298

919,812

176,368,247

출처: 저작권통계집 제2권, 저작권위원회(2013.9), 115쪽.

또 저작권 보호센터의 최근 3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나타내는
<표 3>을26) 보더라도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의 건수와 그 수량이 해가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추어볼 때,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형사보호 조치가27) 저작권 침해를 막는 근본
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증가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소년 사이에
스마트폰 소지가 보편화 된 것과 청소년 100명 중 60명의 비율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28) 디지털 통신과

26)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들이 침해된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
을 중단시키고 삭제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복제
만화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은 2009년 9월부터 실시되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 단속은 2011년 8월부터 실시하였다.
27)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2011 저작권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면.
영국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8월, 한국을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소개하며 불법 온라인사이트 차단, 불법
행위자의 온라인 계정 정지,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28) 서울신문, “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저작권침해”, 2013. 3. 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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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한계를 두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같은 형사적 보호조치의 완
화 혹은 강화만으로는 청소년, 나아가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의 증
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07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29) 이용자들이 고소 및 처벌을 받
을 수 있다고 지각한다고 해서 이들의 침해행동 의도가 줄어들지 않았
다고 하였다. 오히려 개인들에게 형성된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향후
침해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30)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는 법적대응보다는 저작권 의식이 더 중요한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조
건부 기소유예제가 동종범죄 예방이나 건전한 저작권 문화 구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재산
권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재산권인 저작권을 온라인 상에서의 침해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 보호조치의 강화 혹은 완화라는 방법을 채택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에 대하여 강하게 의구심이 든다.
<표 4>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 누범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338

20,272

7,720

275

318
138

초범

864

8,575

4,285

118

재범이상

33

310

378

24

27

미상

1,441

11,387

3,057

133

153

출처: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29) 한정희⋅장활식,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시
스템연구｣, 제16권 1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7, 151-152면.
30) 우지숙⋅심은희⋅최정민,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2호, 한국방송학회, 2008,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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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
도 의문이 든다. 최근 5년간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31) 저작
권을 위반한 소년범의 경우에 재범자 비율이 떨어지기는커녕 반대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의 소년범이 동종범죄의 누
범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단순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저작권교육부 기
소유예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08년의 저작권 위반 소년범의
재범률이 3.5%인데 반해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16%가 넘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검통계의 저작권법 위반자 동종재범
현황 <표 5>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이후에도 동종 재범률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병과되는 저작권 교육이 범죄예방
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저작권법 위반자 동종재범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298

4950

7893

3565

3442

동종재범

217

772

1662

689

986

이종재범

2081

4178

6231

2876

2456

동종재범율

9.4%

15.6%

21.1%

19.3%

28.6%

출처: 2008∼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5. 소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시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저작
권 침해 사범화를 막는 것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
로는 형법 및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성 또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량의 콘텐
31) 대검찰청, 2008-2012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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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불법복제 및 전송한 것이 아닌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 사람
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처분 받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주요 국가
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형사상 처벌이 저작권 보호 및 문화
발전에 가장 적합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 저작권 침해 처벌 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1. 저작권 선진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조치
가. 미국
(1) 미국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규정
저작권 침해자가 기소되는 요건으로는 ⅰ) 저작권이 존재하여야 하
고, ⅱ) 저작권으로 보호된 저작물의 복제나 배포와 같은 침해자의 행위
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어야 하며, ⅲ) 이러한 침해자의 행위는 고의성
이 있어야 하며32) ⅳ) 침해자가 180일 내에 2,500달러 이상의 총 소매가
를 가지는 저작물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을 적어도 10개 이상
침해하여야 한다.33) 또한 상업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
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가중 처벌되게 된다.34)35)
32)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15.01 [A][2], 15-6,
LEXISNEXIS, (2006). 미국형법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고의’라
는 단 하나의 관문만 통과하면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
연방정부는 오로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33) 17 U.S.C. §506(a)(2) 및 18 U.S.C. §2319(a), (c)(1) 참조.
김찬동,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IP Report｣,
제32호, 2007, 1면.
이러한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5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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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미국 의회는 1997년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 NET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에 대한 입증문제는
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존재여부를 가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되었다.36)
결과적으로 전자절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입증이 없더라도 형사상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우기가 용이
해졌다고 할 수 있다.37) 이에 따라 최근 미국 항소심에서는 P2P 사이트
에서 음악 24곡을 불법 다운로드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여성에 22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38)
(2)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통계현황39)
2012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한 사건은 79건/120명이며, 기소된
사건은 40건/59명, 종결된 사건은 33건/52명이다. 미국의 저작권 침해
34) 17 U.S.C §506(a)(1) 및 18 U.S.C. §2319(a), (b)(1) 참조. 이것이 입증되면 법정 최고형은
5년이다.
35) 김찬동, 앞의 논문, 1면.
36) Brian P. Heneghan, “The NET Act, Fair Use, and Willfulness-Is Congress Making a
Scarecrow of the Law?”, Journal of High Technolongy Law, Vol. 1 No. 1, 2002, 27면.
37) Brian P. Heneghan, 앞의 논문, 32면.
38) Capital Records, Inc. v. Tomas-Rasset, 2012 WL 3930988 (8th Cir. Sep. 11. 2012).
박경화, “[미국] 제8항소법원,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여성에 22만 2천 달러
의 손해배상 판결”, ｢저작권 동향｣, 제1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면.
39)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 동향｣, 제1호, 한국저작
권위원회, 2012, 1-6면. 미국 형법 제2320조 (g)(2)는 특히 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i) 저작물 유형별(음반, 영상물,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침해 사건 현황, ii)
온라인 침해 사건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2011년
11월에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 등이 수록된 2011년도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서(FY 2011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제2320조 (g)(2)에 규정
된 저작물 유형별 침해 사건 현황 등은 데이터 수집 및 분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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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나타내는 <표 6>을 참고하였을 때 2009년 이후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종결된 사건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미국 저작권 침해죄 종결사건 피고인별 세부결과
<표 7>에서 특히 ‘피고의 유죄인정’ 항목은 2009년 81건, 2010년 84건에
서 2011년부터 약 50%가 감소하여 42건, 2012년 40건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수사의뢰건수/명

79건/118명

132건/174명

82건/118명

79건/120명

기소건수/명

58건/75명

74건/83명

46건/70명

40건/59명

종결건수/명

85건/103명

84건/95명

48건/64명

33건/52명

출처: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8-2012).

<표 7> 미국 저작권 침해죄 종결사건 피고인별
구분

2009

2010

2011

2012

피고의 유죄인정

81

84

42

40

유죄판결

2

1

2

1

공소기각

17

8

18

11

무죄판결

0

0

1

0

출처: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2008-2012).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음에도 2011
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람이 3,228명에 이르는
데 반해, 미국에서 기소된 사람은 70명에 불과하다. 한국 인구의 약
6배에 달하는 미국의 인구를40) 고려해 보았을 때, 저작권으로 기소되거
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 요건이41)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
40) United States,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of_america#cite_note-POP-5>.
(20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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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침해행위의 수나 피해액수가 일정액수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침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사적 구제
절차와 관련 문화가 잘 갖추어진 결과로 보인다.42)43) 한편, 2011년에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PIPA와 SOPA 두 법안은 법무부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검열 등의 논란으로 각계
각층의 비난을 받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44)45)
나. 프랑스
(1) 프랑스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적 조치
프랑스 저작권법은 제3편 제3장 ‘소송과 제재’ 라는 표제 하에 저작
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보호되는 저작권의 유형에 따라 형사적
제재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46)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
41)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더라도 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ⅱ) 1,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 ⅲ) 상업적 배포를 위하
여 준비된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42) 김현철, 앞의 글, 6면.
43) Geraldine S. “Moohr, Defining overcriminalization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The
example of criminal copyright laws”, American Univ. Law Rev. 2005, 801-802쪽 참고.
44) Daniel Castro, “PIPA/SOPA: Responding to Critics and Finding a Path Forward”, TIIF,
2011. 12, 2면.
45) 임광섭, “[미국] 온라인 규제 법안 PIPA 및 SOPA의 현황”, ｢저작권동향｣, 제1호, 한국
저작권위원회, 2012, 3면.
46) 탁희성, 앞의 책, 99면. 저작권침해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나누어 각각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여 벌금⋅영업정지⋅폐업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자기비용으로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건과 저작권 침해 목적물을 상업적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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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공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및 저작권
침해 제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해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
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47)
한편, 프랑스는 2009년 아도피(Hadopi) 법의 제정과48) 함께 삼진아웃
제49)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저작권침해의 80%이
상의 감소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오직 한 명에게 150유
로의 벌금 및 15일간의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이 있었을 뿐이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50)
그리고 마침내 2013년 7월에는 삼진아웃제 및 지적 재산권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령이 발표되었다. 개정법은 단순히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부터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한 물건이나 대상을 자기비용으로 인도하거나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프랑스 저작권법 335조의2 ② 프랑스나 외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프랑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48) 임광섭, “[프랑스] Hadopi 삼진아웃제 시행 후 47만여 명에 대해 경고 이메일 통지”,
｢저작권 동향｣, 제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면. 프랑스는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pour la diffusion des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이하 ‘Hadopi’라고 함)”의 “권리보호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s droits. 이하 ‘CPD’라고함)”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를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9) 신수, “[프랑스]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최근 변화 양상”, ｢저작권 동향｣, 제16호, 한국저
작권위원회, 2012, 297면.
삼진아웃제란 계속적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침해자에게 1차로 법적 경고의 이메
일을 보내고, 그 뒤에도 계속적 침해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까지 차단하
고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50) 정호선,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 아웃제 완화”, ｢저작권 동향｣, 제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2면.
아도피 법이 채택하고 있는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인터넷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연결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벌금을 낸 경우에도 인터넷이 차단될 수 있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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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정도를 올리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의 상업적인 이용과 그것을 조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다운로드의 상업
적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51)
(2) 저작권 침해 형사책임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아도피법의 폐지는 아도피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다
운로드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힘썼던 이제까지의 정책과는 반대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52) 온라인 상의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여 아도피법
과 삼진아웃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결국 독립기구였던 아도피는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에 편입될 예정이다.53)
아도피법의 폐지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세계
적 추세와 반대로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 간의 잃었던 균형점을 되찾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일본
(1) 일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규정
일본은 높은 저작권 의식을 바탕으로54) 거대한 엔터테인먼트시장을
51) 정호선(2013. 7. 18), 앞의 글, 2-3면.
52) 정호선, “[프랑스] 문화부와 방송위원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 예정”,
｢저작권 동향｣, 제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면.
53) 정호선(2013. 7. 18), 앞의 글, 3면.
54) 서울경제신문, “[기자의 눈] 저작권보호는 합의금장사가 아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810/e2008102416520048760.htm>,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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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으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으로 인해 음반⋅DVD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의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2010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 사적인 목적이라도 저
작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음악 또는 영상의 불법다운로드를 금지시
키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6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작권법
제119조인 저작권 침해죄 규정에서 제3항을 신설한 것이다.55) 그 내용
은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유상의 저작물 또는 저작 인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적 제재를 신설한 이유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어 불법으로56)
되었지만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위법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2008년 당시,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직원은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위반 행위가 사라진다.”며 “경찰조사와 합의금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의식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의 가와세 마코토 실장과의 인터뷰
중 한국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무법인의 고소⋅고발 등의 사례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대한 답변에서 발췌)
55)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①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제30조 제1
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저작물이나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
한다. 제120조의2 제3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3
조 제5항에 따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나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생략) ③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유상저작물 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56)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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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119조의 규정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의의 사적 복제 행위더라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신설 규정은 음악 업계의 해적판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57)
(2) 개정 저작권법의 형사규정에 대한 효과
저작권법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형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표에서 보듯이 형사적
수단과(<표 9> 참조) 민사적 구제수단(<표 8> 참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
혐의자를 처벌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극히 적음을58) 알 수 있다. 특히
벌칙규정이 마련된 2012년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범죄의 검거건
수는 472건이고 2011년에는 409건, 2010년에는 368건으로 소폭 상승하
였으나 비교적 벌칙규정 마련 전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59)
2013년 8월 일본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무 관계자에게60) 실제로
문의해본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개인의 침해에 대해 형사적⋅민사적
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언론 등에 이를 보도화해서
침해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57) 이데레사. “[일본]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의 사적 복제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됨”,
｢저작권 동향｣, 제1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면.
58) 平成 24年 犯罪白書, 일본 법무성, (201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침해 행위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도 우리와 저작권 법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 2010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된
사람이 213명인 것을 보면 2010년 한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3887명
인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59)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 일본 재판소, 2013, 87쪽.
60) 주식회사 월트 디즈니 저팬, 법무팀 단 아야코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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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 지적재산관련 민사 제1심 새 접수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건접수

459

498

605

458

488

출처: 平成24年中のサイバー犯罪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 일본 경찰청, (2013. 3), 2면.

<표 9> 일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범죄 검거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검거건수

144

188

368

409

472

출처: 平成 24年 犯罪白書, 일본 법무성, (2012).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듭된 개정으로 형사상 처벌 규정이 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작권 범죄 검거 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형사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성숙한
저작권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의 침해행위는 통상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있어 일상이 되었다. 익명성과 은밀성을 띠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는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에61) 근거하여 일본의 저작권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
로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 방위적
형사제재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상존한다.62)
따라서 이미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 수업을 하고 있는 일본 내부에서
도 형사적 보호조치 이외에 저작권 의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효과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63)
61) 池村聰,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NBL｣, 983號, 2012년.
永山裕二, “著作権行政をめぐる最新の動向について、” ｢コピーライト｣, 619号2項, 2012년.
62) 石井撤哉 譯, “トーマス⋅フランフ ｢ファイル共有の刑法的側面｣とドイシ著作權法
における ｢第二のかご｣”, ｢千葉大學法學論集｣, 第21卷 第1号, 2006, 93면 이하.
63) 일본문화청, 学校における著作権教育アンケート調査, 2011. 4. 5, 11면.
일본에서 2010년에 초중고교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의하면 회답전체의 81.5%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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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1) 독일 저작권법의 형사 규정
독일 저작권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형사적 권리구
제에 주목하여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64) 그러한 침해가 영업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65) 그 중에서도 고의로 된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공에
공개되었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P2P 사이트에서의 복제물 교환에 대한 법적 제재의 강화를 의미
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제작되어 적법하게 공중에게 전달된 경우에만
사적 복제로66)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올라온 자료가 적법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67) 이러한 독일 저작권법 상 저작권 제한 규정은 비영리 목적이라
고 하는 권리 제한의 기본적인 전제와 함께 대부분의 제한 규정에서
저작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지급 내지 동의라고 하는 저작물 이용 허가
요건을 둠으로써 사실상 정보와 지식의 창조적 활용 내지 재생산을
위한 이용자의 배려보다는 지식의 상업적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68)
교가 학교교육에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64) 독일 저작권법 106조(보호저작물의 무단이용)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
있는 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재
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65) 독일 저작권법 109조 PKS Berichtsjahr 2012.
66)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공익적
목적, 교육적 목적, 사적 이용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특히 문제시되는 사적
이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영업적 목적 하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의 사적이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Gerald Spindler, “Reform des Urheberrechts im “Zweiten Korb””. NJW 9, 2008, S. 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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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저작권 형사사범 현황
<표 10> 독일 저작권 침해건수 통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침해건수

20,943

32,374

17,979

11,943

8,375

7,021

7,417

출처: Polizeiliche Kriminal Statistik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7-2012).

독일의 경찰 범죄 통계에69) 의하면 <표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작권 침해건수가 32,374건에서 7,021건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상기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현저한 감소는 저작권법의 처벌 강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
라 음악 산업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독일 내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2012년부터는 다시 점차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엄격한
형사적 조치로도70)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각종 불법 다운로드 방식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71) 예컨대 GVU의 2011년 연례보고서72)
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에만 여전히 1,610만 명이나 되는 독일인이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불법적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와
같이 형사적 조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선순환적인 저작권 환경 조성
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8) 탁희성, 앞의 책, 94-95면.
69) Polizeiliche Kriminal Statistik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7-2012). 독일 내무부
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이다.
70) 권남희, 독일(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 독일, 한류콘텐츠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2011), (http://blog.daum.net/kcc1335/3564). 유럽 내에서 저작권 보
호가 강한 편인 독일에서는 2011년 6월 8일 독일어권 최대 규모 영상 스트리밍사이트
인 kino.to를 폐쇄하고 관련자 1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바 있다.
71) 이혜경ㆍ김희완, “영상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국내외 의식수준 비교 연구”, ｢디지털
정책연구｣, 제10권 9호, 디지털정책학회, 2012, 300면.
72) GVU Jahresbericht 2011, GVU(2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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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형사상 처벌 강화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검토한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환경의 공통점은
저작권 침해, 특히 온라인 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비약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저작권
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
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저작권법의 형사제재가 강화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각국의
저작권 침해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강화가 저작권 침해사례 감소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형사적 보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고정관념은 주로 형사
정책 연구에서 비롯된다.73) 하지만 이러한 형사정책 연구에 있어서의
맹점은 강력범죄와 저작권과 같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범죄와의 차이를
73) 김정욱,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1 80면.
주요 범죄의 경우 현행 평균형량 0.69년의 1를 높이게 되면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은
4.02%에서 0.015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현재의 평균형량
수준이 주요 범죄유형보다 양형수준이 높고, 범죄율은 주요 범죄유형보다 낮기 때문
에 평균형량을 1개월 높이는 정책은 현재의 범죄율을 0.041419)%p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력범죄 등 특정유형보다는 전반적인 양형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표 32> 범죄 억제 수단 변화량 및 주요범죄율 변화율
설명변수 평균값

1%변화
(A)

계수

범죄율
(%)

체포율

87.93

0.88

-0.98

4.02

-0.0393

-0.0447

기소율

47.98

0.48

-0.96

4.02

-0.0386

-0.0804

총
범죄율 평균형량

범죄율
변화분(B)

한계효과
(B/A)

0.69

0.01

-0.39

4.02

-0.0158

-0.1908

실업률

3.62

0.04

0.25

4.02

0.0100

0.2771

체포율

96.02

0.96

0.20

1.18

0.0023

0.0024

71.09

0.71

-1.11

1.18

-0.0131

-0.0185

1.10

0.01

-0.47

1.18

-0.0055

-0.0414

3.62

0.04

0.09

1.18

0.0010

0.0285

기소율
강력
범죄율 평균형량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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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고 있는 데에 있다. 위의 연구는 강력범죄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다루는 온라인 상의 콘텐츠
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침해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위 조사결과
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강력범죄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
회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더욱이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의 경우 양
형이 높아지면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병행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최근의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
와서야 주목 받는 권리로써,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엄격한 저작권 형사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강력범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
라 여기기에는 무리이다.
아래의 <표 12>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범방
지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위의 연구와 반대로 수형자들은
엄벌을 통한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61.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엄벌의 범죄 억제 효과
엄벌의 범죄억제효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134
(14.3%)

228
(24.4%)

260
(27.8%)

314
(33.5%)

출처: 안상진,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7쪽, 2003.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작권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려면 범죄의 양형
을 높이는 것보다는 언론 홍보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명확
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상 처벌의 교육적 효과만을
높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작용을 키울 뿐이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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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상 처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3회 이상 경
고를 받은 불법복제물게시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75) 복제⋅전송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개인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를 하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 고소장 각하제도나 즉결 심판 제도의 활용과
더불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형사적
저작권 보호조치의 부작용을 보완해 왔다.
미국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보호수준이 높지만 저작권 행사의
제한도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76) 우선 공통점이자 차이점으
로서 ‘침해의 고의’를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관한 증거만으로 침해자의 고의까지 입증한
74) Geraldine Szott Moohr,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An Inquiry Based on
Morality, Harm, and Criminal Theory, 83 Boston Univ. Law Review 731 (2003), pp775-778.
(재인용)
75)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
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
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76) 박준우, “저작권 남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사건’의 의미와 한계”,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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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77)78) 우리나라에서 전송이 있었
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고의가 추정되듯이 취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
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시 저작물의 가액이나 수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
게 만든 것에 있다. 마지막 차이점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때에는 가중처벌 요건을 두었고 비영리적일 때에도 대량의 복제
라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화
된 기준에 의해 일괄적 처벌을 하는 데에 비해 미국은 경중을 두고
있음이 특징이다.
독일 저작권법 106조는 우리와 유사하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벌칙 규정
의 양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108a조는 영업의 일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높여서 규정함으로써,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영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79)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구성요건의 수가 적어 형사상 처
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형사상 처벌 범위가
전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다. 저
작권물 무단 이용 시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80)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적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을 하여 형사적 제재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엿볼 수 없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이다. 형사상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을
77) 17 U.S.C. §506.
78) 이수미, 앞의 논문, 167쪽.
79) 정상조, 앞의 책, 100쪽.
80) 독일 저작권법 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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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리기 보다는 형사제재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81)

4. 소결
이상의 검토를 통해 형사상 처벌의 강화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책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했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저작권 침해 완화와 저작권 문화 발전에 두드러진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II. 참조)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아도피법을 통해 형사적 보호조치
를 강화했었지만 실패로 평가받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 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형사적 보호 강화와 단속 등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경미한 형사적 조치
를 위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모든 인터넷이용자의 잠재적 범죄자
화, 그리고 인터넷상 저작권물 이용의 위축효과 등을 감안하면 형사적
조치의 한계는 명백하다. 반면 우리 ｢저작권법｣이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처럼 저작권 침해 형사상 처벌 시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거나 경미
한 침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 요건을 제한했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문화 발전이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입법론적 해결안을 포함한 대안들
을 제언하고자 한다.

81) 탁희성, 앞의 책,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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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형사적 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제언
1.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저작권 의식
의 강화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의 불법저작물의 온라인 시장규모를
살펴보면82) 2010년에 1,608백만 건에서 2011년 1,796백만 건, 2012년에
는 1,842백만 건으로 온라인 불법저작물의 유통량은 조금씩이나마 증가
추세에 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같은 형사적 조치만으로
는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은 앞서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미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저작
권 의식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2009
년 100,924명에서 2010년에는 315,82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에는
345,415명, 2012년에는 494,623명까지 증가83)하였다. 이를 보다 확대하
여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학생들도 창작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중에 창작행위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작문,
그림, 음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을 통한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즉,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84)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82)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2011∼2013).
8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집｣, 제2권 제3호, 2013, 133면. 교육대상별 저작권교
육 표 참고
84) 계승균,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견”, ｢창작
과권리｣, 55호, 세창출판사, 2009,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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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이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끔 해야 할 것이
다.85)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많은 시간과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
조가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불법복제물게시자의 계정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복제⋅전송
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규정을 두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의
경중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은
그 침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벌칙규
정을 침해에 대한 비난의 정도와 태양을 나누어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구성요
건을 다시 구성하여보면, 경미한 침해는 현재 규정한 형벌보다 법정형
을 낮추고, 비영리적 목적의 중한 침해 또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현행과
같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그리고 영리목적의 저작권침해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86) 보다 합리적인 형사적 제재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선고되는 형을 보더라도
영리목적 침해인 경우조차 현재의 법정형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87) 선고형과 법정형과의 괴리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85) 계승균, 위의 논문, 79-80면.
86) 탁희성, 앞의 책, 147면. 비교법적으로도 미국과 독일 역시 영리목적을 가중적 사유로
구성하고 있다.
87) 탁희성, 위의 책, 143-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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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개정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
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중한 침해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
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각호 생략)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중한 침해는 침해액과 침해기간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1호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88) 운영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부 법조인의 무차별적 합의금 종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독일은 2013년 5월, 악용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실무’
에 있어 경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변호사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89)
하는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90)
앞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88)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지킴이
교육’의 명칭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가칭이다.
89) 박희영, “연방의회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금을 종용하는 무차별적 경고 근절에
관한 법률안 논의”, ｢저작권 동향｣, 제1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2-3면. 우선 저작
권 침해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저작법 제97a조를 개정하고 경고를 수행하는
변호사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재판비용법에 새로이 규정하려 하고
있다. 즉 경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재판비용법에 저작권 분쟁시 소송가액을 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90) 박희영, 위의 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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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 침해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볼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살펴본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원용하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커다란 단점이었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는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자에
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중지할 것을 경고한 후, 다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침해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발 전 경고를 통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지하
지 않고도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잠재
적 범죄자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의 핵심은 경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
에 있다. 형식적 경고로 전락할 경우 법조인의 합의금 종용에 대한 해결
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고는 명확한 단어의 사용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피해자의 성명 적시 및 권리 침해가 표시
되어야 하며, 금전상의 청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분하여 주장하여
야 하여야 할 것이다.91) 저작권 침해 경고미 제도는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입법론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바람
직하다고 본다.

4.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변화에 비해, 입법적 해결은 시민의 권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춰야하기 때문에 대처가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식 제고나 입법적
해결 이외에도 선제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91) 박희영, 위의 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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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중 62%이상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정도의 응답자가 비용을 지
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92) 이것은 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접근방식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불법다운로더들을 합법
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눈여겨 볼 사례는 독일에서 최근 논의 단계에
있는 ‘인터넷 상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93) 도입’이다.94) 일종의
문화정액제로서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복제행위를 합법화하여 저작
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인터넷사업자에게 여러 기준에 따라 일정액수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되는 형식
으로, 부과된 재원의 분배기준으로는 저작물 이용빈도와 문화정책적
고려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저작
권자와 이용자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존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92) 이혜경⋅김희완, “영상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수준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09, 218-219면.
93) 박희영, “녹색당. 문화정액제-인터넷상의 사적 복제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 제안”,
｢저작권 동향｣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면. 문화정액제란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저작권 보상금제도의 하나로서
인터넷 부과금 제도라고도 한다.
94) 연구보고서, <http://www.gruene-bundestag.de/fileadmin/media/ gruenebundestag_de/themen_az/
medien/Gutachten-Flatrate-GrueneBundestagsfraktion__CC_BY-NC-ND_.pdf >,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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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영리⋅판매 목적의 출판물이나 영상물의 불
법복제가 저작권 침해 유형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시민
의 삶에 있어 저작권 침해자가 된다는 것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
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인터
넷망을 통해 저작물을 주고받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면서 이제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을 가진 특정집단에 해당되
는 문제가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고려
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저작권을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청소년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의식
없이 혹은 알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하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온라인 상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전송 및 복제에 해당되
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법조인이 형사상 고발 후 저작권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
를 부과하는 등 저작권 보호의 부작용이 생기자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져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올해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을 넘겼다. 도입 초반부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통계상 그 유용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소년법상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 그 법적근거
가 빈약하고 헌법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임시
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저작권
침해 관련 보호조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적 보호조치만으
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 지구적 현상으로서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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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적 보호 이외에 병행하여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을 편성하는 것과 저작권
법에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있었고 한국형 ‘저
작권 침해 경고제도’ 와 ‘온라인 콘텐츠에서 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
는 것을 검토해보았다. 온라인 상 침해에 취약한 저작권이라는 무체재
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보호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의식 제고가 명백한 해법이 될 것이
나 이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 교육
과 함께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개정 및 저작권 침해 경고 조치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는 저작
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를 모두 고려하는 제3의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저작권
법｣의 균형을 고려한 공존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결론을 마치려 한다. 스위스
는 사적이용을 위한 음악과 영화의 다운로드는 허용하는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는데 연이은 산업계의 항의로 인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마침내 2011년 8월 인터넷 상 저작물의 무단사용에 관한 연방의회 보고
서를 발간했다.95) 이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불법 다운로더들이 오히려
합법적 구매에도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기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오히
려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물 이용에 관한 변화를 억제하기보다 기술과
소비자습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적응해나가기를 산업계에 촉구했
95) Bericht des Bundesrates zur unerlaubten Werknutzung üuber das Internet in Erfüullung
des Postulates 10.3263 Savary, Swizerland Eidgenossisches Justiz-und Polizeidepartment
EJPD(2011.8), SS.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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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해가는 환경과 사용자의 저작물 사용습관에 맞춰 저작물 이용자
와 저작권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에게
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그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앞의 모든 논의는 저작권법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점에서 ｢저작권법｣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목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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