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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1

• 문자 그대로 복제(copy)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변형, 실연도 부
분적 복제이므로 모두 공히 규제대상. E.g. 책 읽기 및 연극도 읽은
책 또는 연기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침해임. {문76, 78}

• 저작권의 보호범위: “홀로 창작한 표현물의 보호”
• “홀로”: 저작권의 ‘독자성 vs. 특허의 ‘신규성’ 요건 e.g. 선행저자의

작품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짐. 
• “표현물”: 기능성과 표현성의 차이 - 가구, 건축물, 의류 등의 디자인

은 원칙적으로 표현물로 보호받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표현성 부여
가능. {문30, 문 21, 문69}

• “창작물”: 사실과 허구의 차이. {문10, 문15, 문16, 문70} 실제인물
→ 초상권/명예훼손/프라이버시

• 예술성 요건?e.g. 케네디암살비디오; 유명 미술품의 위조품 (cf. 모
조품); 지도; 전화번호부 {문 77}

•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게임 규칙, 방식은 아이디어이기 때문
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현재 판례로는 아이디어로서 저
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실제 사례 검토] {문72}



저작권(copyright)-2

• 발생시점: 고정된 시점. {문73} 출판/발표 무의미. {문 79} → 등록
의 장점: 공개없이 “고정”의 증거가 남게 됨.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 50년, 영상저작물(공표 후 50년); 
→ 한미FTA로 연장 가능성 있음.{문83,미국은 왜 연장하려 할까요?}

• 저작권자: 원래는 저자. 계약으로 양도 가능. 단, 2차적저작물 작성
권은 별도 명시필요. {문01} 저작이전에 계약 또는 고용관계를 통해
사전양도도 가능:

• “Work for hire” 저작권법 9조 “업무상 저작물” –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 “; 단체명의저작물 공표 후 50년 {문09}

• 국제적인 보호: {문 06} 표현물로 고정된 시점에 보호받는다는 점 + 
베른협약 – 외국저작물을 자국의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해야 함 e.g. 
외국에서 보호받지만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발생가능
e.g. 한국의 저작물을 한국에서 효력만료되어도 외국에서는 보장받
을 수 있을까?

• 국내첫공표저작물 및 국내상시거주외국인 저작물 → 한국저작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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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격권(moral right, author’s right) {문82}

– 저자가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저자로서 계속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저작자가 직접 허락을 하지 않으면 행사 못하는 권리. (→ 별도의
royalty) 

– 일신전속성: 양도불가능하나 저자 사망시 소멸됨
– 공표권(첫 공표)  성명표시권(저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으면 침해), 동

일성유지권(명예를 훼손하는 범위의 변경만 금지할 수 있음)
• 한국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외국 [copyright, author’s right]

• 저작인접권 - 방송, 음반, 실연에 적용되는 저작권. 왜 이름이 다른가? 보호
기간이 방송/고정/실연 후 50년임.{문85}

•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표시되어야 이전.(법41조2항) {문01}
– 원작 = 스토리 + 등장인물 + 표현방식
– 리메이크 = 동일 스토리 + 동일 등장인물
– 속편 = 동일 등장인물
– 원작의 저작권은 리메이크권과 속편을 모두 포함하는데 원작의 저작권

양도시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가? → 정의와 범주의 반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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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주로 이미 존재하는 idea를 실현하
는 code임. “볼랜드(Borland)는 컴파일러를 발
명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OS를 발명하지 않았으며, 노벨(Novell)은 네트
워킹을 발명하지 않았고, 썬(Sun)은 유닉스(Unix)
를 발명하지 않았다. . .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아
이디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idea를 이
용한다면 특허출원가능. 그렇지 않다면 표현물
(input 1→ output1; input2→ output2 등의 무한
한 경우의 수를 담지하고 있음)이므로 저작권으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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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용(fair use) {문23, 24, 25, 26, 27, 32}
– 한국 저작권법 28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표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
– 미국저작권법 107조: criticism, comments, news reporting, 

education, scholarship, and research 아래 4가지 요소 감안
• 인용의 목적
• 원저작물의 성격
• 인용된 양(원저작물의 몇퍼센트? 질적 요소도 고려)
• 원저작물의 상업성 훼손 정도

– 박경신 Test
• 변용 여부: 원저작물이 청중으로부터 일으키려는 감흥과 인용저작
물이 일으키려는 감흥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필요한 양 만큼만 사용하는가? 

– 패러디와 오마쥬 {문31}
– 해피에로크리스마스, 연애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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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정당한 사용의 감시를 위해 한국미술저작권협회가 위탁관
리.{문26}

• 화가의 유명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고호 수 초 이용에 수
만불. Cf. 고호에 관한 영화? 

• 사진 사용시 사진 저작권 vs. 원본 저작권.

• 음악: {문27,28}

– 작곡가 vs. 작사가 vs. 연주자(가수) vs. 음반권자. 

– synchronization right vs. mechanical right vs. public 
performance right vs. OST right (계약을 통해 분리해서 처리하
는 관행)

– BMI, ASCAP – monitoring  식당, 라디오방송국



저작권 7- 저작권침해 체크리스트

• 1. 저작물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 2. 복제가 있었는가?(변형이 있어도 사용
하였다면 복제; 동일성여부 판단) 

• 3. 공정사용(fair use)인가? ex) 연애소설
공정사용이 아닐 경우 침해다. 



저작권 8- 표절

•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
어날 수도 있다. 둘은 다르다. {문65}

• 표절(plagiarism) – [저작인격권의 성명 표시권]  VS. 저
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 

• 저작권침해는 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는 경우 : 인용을 하
되 저작권 침해는 하는 경우. 
– ex) 출발비디오여행에서 영화를 소개하면서 제작사를 밝히므로

표절은 아니다. 단, 공정사용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저작권침
해가 된다. 공정사용의 범위에 든다면 저작권침해도 아니다. 

• 표절을 하면서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정사용의 범위에 들 정도로 비평의 목적으로 적은 양을 이용하

지만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할 경우. 



표절과 저작권 침해 차이? 

• 일반적인 표절의 경우인 노래의 경우 표절과 저작권 침
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 자신의 노래가 아닌데 자신의 노래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원곡을 밝히고 있지 않다) 

• 누구 노래의 리메이크를 하면서 원작자의 허락을 맡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표절은 아니다) 

• 저작권침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표절의 경우
사실상 법적 대응방법은 없다. 단지 원 작품이 있고 표절
한 작품이 있을 때 표절한 작품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
었을 경우 사기에 대한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원작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보상
을 받을 수도 있다. 

• 저작인격권의 성명표시권에 의해 소송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