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 l버 콩관과 칙적 채산권* 

정원섭 

(서울대 첼학과 강사) 

1 . 소리바다와 P2P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 l부는 한국음반산업 

협회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하여 제출한 사 

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1) 그로 

부터 불과 40여일 후 소리바다 측에서는 super P2P 방식의 r소리바 

다 version 2.1 J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사실 

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3년 2월 15일 소리바다 

에서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소리바다는 사실상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mp3로 대변되 

는 각종 음악파일(mp3， midi, mod, ra, wav 둥)과 동영상(avi ， 

mpeg, mov 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국내 개봉조차 되지 않은 외국 영 

화들이 초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 덕분에 와레스 사이트의 경우 

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느 동호인들의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우리 

말 자막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2) 더욱이 초고속 통신망이 

* 이 논문온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2001-043-Bα)()51이 

1) 판례: “사건: 2002카합77 옴반복제둥금지가처분”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2년 1월부터 6월 27일까지 저작권 침해 관련 5,649 
건을 심의하여 2.618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률 하였다. 시정 요구의 구체적 내 
용은 내용삭제 9건， 경고 61건， 이용정지 2，398건， 이용해지 150건이었다. 참 
고 www.icec.or.kr. 이 위원회에서 2002년 6월 27일 이후 심의활동율 중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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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고 이동 통신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 

보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복제 • 유통될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복제 및 유포를 

저작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권리 침해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대 

체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그 원인을 ‘사용자의 비도덕성， 복제에 둔감 

한 사회적 분위기，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의 단속， 품질 및 사후 관리 

소흘， 사용자의 이해타산적 판단， 와레스 사이트의 부분별한 확산’ 둥 

에서 찾고 있지만，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디지털화된 정보들의 

경우 아날로그 정보와 비교하여 그 생산 복제， 유포되는 방식이 판 

이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그 자체의 기술적 변화 역시 매우 급 

격히 이루어지면서 기폰의 법률 혹은 윤리 규범의 현실적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리바다가 혼히 ‘한국의 법스터’로 알려져 았으나， 그 서비스 방 

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P2P기술을 통한 파일 공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우는 법스터와 같이 각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목록을 중앙의 서버에 

서 관리하는 방법과 그누텔라처럼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 

사이에 채널을 구축하면서 원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직접 파일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구분 기준은 

원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컴퓨터의 IP와 파일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 

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중앙 서벼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냄스터 방식의 P2P 시스탱의 경우 서버 운영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서버가 팩쇄될 경우 P2P 서비스 자체가 중단된 

다. 그러나 소리바다에서 취하고 있는 그누탤라 방식의 P2P 시스템 

의 경우 사실상 중앙 서버없이 사용자 각자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로서 정보를 교환한다. 사용자는 로그인 할 때 서버로부터 현재 소리 

바다에 연결된 사용자 리스트를 받고 그 이후 의사소통은 사용자들 

것은 이 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천원일치 위헌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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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24일 이후 서비스되고 

있는 r소리바다2J의 서비스 방식은 검색， 파일 전송 둥이 서버의 관 

여 없이 모두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산형 정보공유 기울이 

라는 점에서 소리바다에 대하여 mp3 파일 교환을 통해 복제의 가능 

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힘들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디지헐 환경은 기본적으로 복제 기술에 바탕올 

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는 행위가 바로 복제 행위이며， 따 

라서 이런 복제 없이는 인터넷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 3) 더욱이 지적 재산 

권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불가침의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공익에 따라 당연히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4) 

이 글에서 니는 지적 재산권의 독특한 특정에 주목하면서 현재 사 

이버 공간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업화 경향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동둥한 기회라는 기준으로 그 한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으레 그렇듯 상업화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의 논리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 시장의 논리에 방임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한다면， 인 

터넷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5) 시장의 논리 

뿐만 아니라 공익과 동둥한 접근권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3) 정원섭， “인터넷 시대의 사회윤리적 대웅방안”，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 
규제』， r정보통신윤리위원회J(2001. 12) 참고. 

4) 장춘익(2001)은 “지적 재산권융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적 권 
리’라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유용성이 언제나 지적 재산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준자연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p.263. 

5) 노암 총스키， “컴퓨터는 공공 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하여 개발한 것입니다.50 
년대 이것이 처옴 개발될 때에는 100% 공적 비용을 통해서였습니다. 인터넷 
도 똑같습니다. 아이디어， 주창자， 소프트혜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 동안 공 
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융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user.chollian.netl marishin/ eco/hchomsky.html 



200 哲學훌倫~ 第30輯

n. 지적 재산권의 등장과 그 의미 

지적 재산권이란 독창적인 지적 생산물의 창작자에 대하여 부여하 

는 여러 권리이지만 다른 유형의 재산권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늦 

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 물론 도덕적 의미에서 지적 재산권 개념 

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 

면 표절은， 특별히 법률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중세에도 표절이나 원저자를 잘못 지 

칭할 경우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 

이것은 지적 창조물이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설정되는 유형물들과 

비교하여 무형물이라는 점에서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물들의 경우 측정의 

단위 혹은 구획 방법에 따라 개별화되어 거래 내지 양도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나의 창의적 발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건 표현되기 전 

까지는 쉽사리 구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형물들은 

사용되면 될수록 소진되지만 지적 생산물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의 

발상을 활용하였다고 해서 나의 발상 자체가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의 발상을 활용할수록 그 발상의 가치는 증대 

된다. 그런데 이때 증대된 가치가 반드시 바로 그 저작권자에게 귀속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때문에 법률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법률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앤 여왕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 법은 저작자 

6) E. Ploman & C. Hamilton(1980), Copyright: lnte/lectual Property in the 
lriformation Age.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p.22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 개념과 유사하다. 저작 인격권이란 저 
작물의 생산자를 표시함으로써 저작자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7) Bettig, R. (992). “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Copyright."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9, p.l42, 앤여왕법 
은 1710년에 입법되어 r17 lO Copyright ActJ라고도 불린다. 이 법의 원제목 
은 “학문을 촉진시키고 합법적 소유주에게 서적복사본의 재산을 확보하게 하 

기 위한 법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ming and for Sec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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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판업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올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다 8) 이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관련 사업자에게만 복사에 관한 

통제권， 즉 말 그대로 copyright를 줌으로써 세수를 중대합과 동시에 

교회와 국가를 원하지 않는 소위 불온 출판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저작권법이란 부분적으로 사상에 대한 

검열이었고 또 부분적으로 통상규제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현대 저작권을 옹호하는 주요한 논거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 또는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률 부여함으로써 경 

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9)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가 분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지적 재산권 전반으로 확장된다. 지적 재산권 

을 통해 창조자는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지적 산물 

을 숭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즉 지적 재산권은 경제적 발전과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 

재산권이며， 문화적 창조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문예 재산권이 

다 10) 

Property of Copies of Books to the Rightful Owners Thereof)"이다. 
8) R. Bettig(1992), pp.l31-155, 이 법은 1790년에 입법된 미국 저작권법과 다 
른 국가들의 근대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융 주었다고 한다. 

9)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 
접하는 권리률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올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율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 헌법 제1조에서도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라고 명 시 
함으로써， 과학과 웅용예술의 발전(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을 

그 목적으로 보고 있다. 

10) 산업 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지리 정보， 영업 기밀 둥이 포함되 
며， 문예 재산으로는 저작권으로 구훈한다 참고， The Commission on 
l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η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Report 01 the Commí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London, September 2002), p.2, 영국정부 산하기관인 r지 
척재산권위원회」에서 빽서형태로 출판된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rLehman 
보고서J (l995) 및 EC 집행위원회의 r저작권과 기술의 도전에 관한 녹서」 

(1988년)에 비하여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이 개도국에 미철 수 있는 다양한 영 
향에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받올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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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은 관련 지적 산물에 대한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강구한다. 그런데 이미 말한 것처럼 

지식의 특정은 내가 발표한 이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원는다고 해서 

나의 지식이 줄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 많은 이들이 지식을 활용할수록 모든 사용자들이 거의 비 

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좋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비경쟁적 공공재(non→rival public good)' 인 것이다11) 

지식 혹은 지식을 구체화한 생산물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용이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지식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쉽게 복제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상품들 

은， 적절한 노력을 한다면， 해당 상품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쏟 

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복제된다. 이는 경 

제적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귀결 

되는 지식 상품의 독특한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품이 생 

산과정에서는 상당한 품과 수고 그리고 독창성을 필요로 하지만 쉽 

게 복제될 수 있다면， 그 상품의 적정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 

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지적 재산권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다. 

특히 특허권은 일시적인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개발 

비용의 회수 빛 이윤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해당 상품이 기초하 

고 있는 지식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다 12) 따라서 투자 회수 및 기대 이윤은 다른 잠재적 생산자와의 경 

출처 http://www.iprcommission.org 
11) j. Stiglitz, “ Knowledge as Global Public Good," in Grunberg 1. Kaul & 

M. Stem(eds.)(l999), Global Public Goods in the 20th Centuη: 

Jntemationnl Cooperatíon in the 20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2) 지적 재산권은 처음 특허의 형태로 나타났다. 1421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Fillppo Brunelleschi가 기어가 장착된 대리석 운반선올 개발하여 3년 동안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이것이 특허의 시작인 셈이다. 참고 

‘patent’ , Bri따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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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배제시킨 가격올 소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충족된다. 

이점을 먼저 특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특허권을 보장하는 목적 

은， 만일 이런 권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발명과 혁신이 존 

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회가 제시한 절충의 산물로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전제는 비록 현재 독점에 의해 

형성된 높은 비용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이 개발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소비자들이 더 큰 혜 

태을 볼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공리주의적 발상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벌어 표현하자 

면， 이것은 특허 제도가 독점에서 비롯된 비용에 의해 발생하는 정적 

효율성을 희생하지만， 기술적 진보를 고취함으로써 나타나는 동적 효 

율성을 증진한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특허 보장에 대한 이런 논거는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 

든 전제들에 기반하고 었다. 왜냐하면 최적의 특허 보장이 정확히 정 

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보호의 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면， 기 

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지나치게 강하다면 특히 

가난한 소비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결국 경제적 불평둥을 악화시 

켜 분배적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후속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허 기간 및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특허의 범위 역시 기간 못지 않게 특허의 강도 역시 중요한 요인 

이다. 광의의 특허란 발명 그 자체를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는 권리들 

올 허용하는 특허이다. 이런 광의의 특허가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 

의욕을 감퇴시키지만 협의의 특허가 그 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은 분 

명하다. 따라서 최적의 특허는 생산품 및 해당 부문의 특성， 수요， 시 

장 구조， 연구 비용， 기술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들은 특허권을 매우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14 ) 

13) 현재 특허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이다. 
14) L. Lessig(1잊꺼)， “특허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윤택하 

게 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 그러나 어떤 특허가 좋다해서 더 많은 특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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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창작자들에게 유인 효과이상의 

권한을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옹호 논거는 특허 옹호 논거와 

다르지 않다. 저작권은 다른 출판업자의 복사를 금지함으로써 최초 

창작자의 문예 작품의 출판에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 

나 특허와 비교해 볼 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둥록이나 여타 공 

식적 절차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특허와 마찬가 

지로 사회적 견지에서 창작자에 대한 유인과 보호대상 작품의 자유 

로운 유통간의 접합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특허와는 달리 저작권은 

원칙상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며， 바 

로 그 표현의 복사를 금지할 뿐 가령 어떤 책의 주석서처럼 그로부 

터 파생된 별도의 지적물의 생산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의 현행 저작권은 특허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지만 대부분의 선진 

국과 일부 개도국에서는 저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올 보호한다 15) 

보호기간이 이처럼 연장된 가장 큰 이유는 출판 산업들의 압력일 뿐， 

특허에 비하여 이처럼 장구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명료한 경제적 

논거는 없다 16) 왜냐하면 이미 출판된 저술의 저작권 보호 기간의 

필연적으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 학계에서는 정부에서 부과한 독점들이 

인터넷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전개되는 시장에 과연 유익한가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고 있다 ... 현재 경제학자들은 ‘특허의 연장이 과연 유익한가’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분명 특허 연장은 일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시장의 개선과는 별개이다 .. 전통을 통해 우리는 균형을 추구하 
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제한의 보호보다는 과도한 지적 재산권 체계에 내재 

된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단지 특허 분야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전반에서 

광란이 벌어지고 있다” “ The Problem with Patents ," Industry Standard, 
23 April 1999, 
http://thestandard.corrνarticle/ display /0 .l151 .4260 .ooh tml 

15) 북한 역시 저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올 보장한다 r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작권법J(2oo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에서 통과) 제23조 

16) The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ηzent Polic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London, September 200:‘2) , 

p.19,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미국에서는 1998년 저작권 연장 법률이 위헌이라 

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근거는 이 법률이 ‘저작권 보호는 “제한된 기간”이 
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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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더 이상 저작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발휘활 수 없으며， 지적 

저작물에 부여되는 독정권은 공익을 위한 경우 제한되는 것이 당연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 

는 일련의 흐룸은， 저작권이 처음 둥장할 때 저작자롤 위한 것이 아 

니라 출판업자에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국가에는 불온 통신의 

통제와 세수 중대를 노혔던 것과 매우 홉사한 모습이다. 

m.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과 평등한 접근 기회 

디지럴 환경에서 정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런데， 인쇄매체의 상황에서 발전한 저작권 개념이 디지 

털 환경에 적용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제(copying )"를 금한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 

이 복제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용 

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랩(RAM) 또는 하드 드라 

이브， 플로피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둥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숫자화된 정보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복 

제하지 않고는 이러한 정보를 읽거나， 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복제”의 의미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이때 복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컴퓨터의 기억에 장치 

(load)하는 모든 경우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라고 간주 

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 하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거나 전송하 

는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누군가가 컴퓨터망을 통해 정 

보를 전송할 때마다 정보가 인터넷의 접속지점들을 지난다는 이유만 

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 

보가 하나의 접속지점을 지날 때마다 전송료(transmission fee)를 받 

핵심적 판심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옹 대상에 대한 접속 비용 문제와 저작권 
보호률 위하여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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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전송받을지 

에 대해 미리 결정해야만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저작권 개념 

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디지럴 상황 이전에는 흔 

히 할 수 있었던 행위(가령， 서점에서 책을 사가 전 여기저기 훌어보 

는 행위)에 상웅하는 행위(가령 인터넷상의 브라우정)가 모두 금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은 섬각한 위협을 받 

게 되며 그 결과 자유로운 안정적인 의사소통의 장이라는 인터넷의 

취지는 무색하게 된다. 

나아가 저작권은 관념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그 관념의 표현만 

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표현과 관념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숫자화된 디지럴 정보의 경우에 더욱 심 

각해진다. 아날로그 지적 생산물은 책이나 음반， 그렴， 악보 둥 별도 

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특정한 종류의 매체에 

고착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쉽게 변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은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그런데 프로그 

램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어떤 행위를 창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인터넷 환경 

은 기존의 정보를 선돼 재배열 편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저자가 정보를 선돼하고 재배열할 때 

마다의 창작성을 모두 따로따로 인정해준다면 권리의 누적 현상이 

심해져 정보의 소유구조도 복잡해지고 가격도 크게 상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누적과정이 심화될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간 

의 구벌이 흐려진다. 

저작권의 원칙 중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사 

용원칙’이다 17)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독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 

17) 참고， 장춘익， “디지럴 환경은 ‘공정이용fair use'올 무효화하는가 - 디지렬 
환경에서의 저작권.. f철학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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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8) 이 원칙은 저작권이 지니고 있는 

배타성을 일정 정도 제한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이 유효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 

도 (i)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상업성， 비영리성， 교육 목적 둥) 

(ii) 저작물에 부여된 저작권의 특성， (iii) 전제 저작물 중 사용 된 

부분의 양 (iv) 저작물 이용 결과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 

향 둥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19)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목적 둥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보 

도 · 비평 · 교육 • 연구 둥을 위한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공연 • 방송을 위한 이용， 도서관 둥에서 조샤 연구， 자료보존， 상 

호대차 업무 등을 위해 복제하는 것，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 배포 둥이다.20) 

버크와 코언에 의하면，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1) 첫째 공정 

이용원칙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를 공익 및 이에 준하는 용 

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을 조화시칸 

다. 둘째 공정 이용 원칙은 정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셋째 공정 이용 원칙은 전통적 

저작권 체계에 대하여 도전을 야기하는 신기술에 저작권법이 적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대량 출판과 더불어 둥장한 저작권 개 

념과 공정 이용 원칙은 모순을 유발한다. 인쇄된 책의 경우， 도서관 

에서 열람 • 대출 • 복사하는 행위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단절된 

18) H. Ball, The Law of Copyright and Literary pro야띠/ 260 919440, *재인 
용; 이대회 r미국 및 한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J ， 

『디지털재산법연구~ 2권 제 1호(2002， 12), p.l92 
19) 이것은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 107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참고， www.cetus. 

org/fair5.html 
2이 참고， 장춘익 (2001). 

21) Dan L. Burl‘ & J비ie E. Cohen, Fair Use Infrastructure for Rights 
Management Systems, 15 HARV. J. L. & TECH. pp.41, 43-4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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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이다. 그러나 전자책(e-book)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열람 · 대출 · 복사하는 행위는 다같이 복제 기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는 연속된 행위이다. 따라서 디지털 상품에 대해 그 생산자가 경제 

적 이익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기존의 열람과 유사한 브라우정 일체 

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 이용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디지럴 지적 상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브라우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품 전체에 대한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저작권은 그 생산자에게 더 이상 경제적 유 

인이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디지럴 상품에 대한 저작권과 공정 이용을 조화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때 저작자가 정보를 널리 보 

급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능을 시장대체성을 지닌 도구로 간주할 경 

우， ‘정보의 안정적 전달’이라는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과잉 보호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보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디 

지럴화된 정보가 재산화되면서 이렇게 재산화된 정보의 시장성을 보 

장하기 위해 그 생산자는 암호 혹은 복제 방지 장치 둥 다양한 기술 

적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 자체를 제한할 것이며 그 결과 개인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 

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이용자의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것 

이 결국 저작권자에게 자기모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적 생산물의 가치는 그 이용자들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경우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익은 증폭된 

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상호접속과 보다 큰 정보 수용자집단 

의 토대를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정보에 대한 수요는 그 정보가 극 

히 일부일지라도 알려져야 있어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상 

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품에 대한 구매로 연결된다. 가령 유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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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우 ‘대구 사과’에 대한 구채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많이 그리 

고 널리 알려질수록， 대구 사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니 

라 증가한다. 그러나 지적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 

한 정보가 상세하게 알려질수록 그 희소성은 감소하고 시장 가치 역 

시 격감하게 된다. 이것은 지적 창작물이 상품화될 때 동장하는 딜레 

마라고 할 수 있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더욱 상 

세한 내용을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널 

리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 

을 가장 잘 알리는 방법은 예비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신상품 소프트웨어가 본격 출시되기 전 쉐어웨어나 프리웨어 형 

태의 맛배기 제품들을 시장에 사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러나 문제는 자동차의 시숭행사와 맛배기 소프트웨어 공개는 근본적 

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즉 숭용차의 경우 시숭이 끝남 

과 동시에 그 제품은 완벽히 회수된다. 그리고 그 시숭이 성공적이었 

다면 시숭자는 구매 욕구를 갖데 될 것이다. 그러나 맛배기 소프트웨 

어의 경우 시험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맛배기 소프트워1어 

가 이용가치가 충분한 경우 사용자들은 그 제품올 계속 사용할 터이 

고 그 결과 구매자가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자가 된 

다. 여기서 지적 재산권을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저작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폰중하는 

저작 인격권으로 전환한다면 지적 재산권 문제는 훨씬 간소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문자 음성 영상 둥 매체의 융합이 진전되 

면서 정보들은 쉽게 변형될 수 있다.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든 쉽게 변형된 파생 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은 해결되어야할 문제 자체를 급 

속하게 변형시키며， 나아가 그 해결 방식 역시 급변하게 된다. 개발 

자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 변형된 소프트웨어가 최초의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지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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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22) 만일 이 렇게 파생 결과물이 공표될 경우 그 최초 개발자 

의 경제적 이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파생 저작물의 유통을 단순히 지 

적 재산권의 침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시 

각이라는 점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단순히 진리 탐구와 예술 창작 활동의 자유 

뿐만 아니라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말하 

는 것이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함축한다는 점이다.23) 이에 비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4) 특히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불법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저작물 

에 대한 공공의 이해 때문에， 일괄적인 보상을 받음을 통하여 사회에 

양도하는 권리로서의 의미에 국한되는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그런 

뜻을 내포’한다는 입장이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잉)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정보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들 중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와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각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인터넷에 없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쓸만한 것을 찾는 일 

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 분별， 해석， 적용할 수 능력을 가진 이용자의 식견과 분 

석 능력이다. 정보의 가치는 그 “생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표현의 자유 

22)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취감과 같은 매우 넓은 의미의 가치를 포괄 

한다 

23) 참고， 헌재 1992. 11. 12 89헌마 88. 판례집 4, 739, 756,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 
구에 필요한 자유로운 정보 수집과 탐구 결과의 자유로운 전파라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 이인호(2002) ， “지적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 재산권 조항의 긴장과 조화" CLlS 
Monthly( KlSDI , Center for Law and Information Society), p.5. 

24) 헌법 제23조 제2항. 

25) 이시우， “지적 재산권의 협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저작권」 제34호(1996년 

여름호)， 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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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쁨만 아니라 정보 그 자체의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들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N. WIPO와 디지탤 격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에 소유권올 부여하는 문 

제는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법적 

보호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저작권법을 프로그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둥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79년 입법부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랩을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고 프로그램올 저작권법으로 보 

호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특허법 

둥 다른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신청의 용이 

성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방법올 선호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하 

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WIPO에서도 1996년 디지털 의제 

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협의한 저작권조약 제4조에서 컴퓨터 프로그 

햄은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베른 협약에 이어 다시 천명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7월 한미 양해각서의 체결로 지적재 

산권 관련 301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86년 12월에 컴퓨터프로그 

랩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컴퓨터프 

로그랩보호법의 제 규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올 준용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저작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발전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 

내외적으로 프로그랩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 

권은 서적의 출판에 관한 권리에 바탕올 두고 생성 • 발전된 권리로 

서 매우 새로운 특질올 가진 컴퓨터 프로그랩에 적용될 경우의 한계 

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 

두에 둔 미국의 몇몇 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보호방안은 프로그램만을 다루는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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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랩을 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오 

히려 저작권의 강화와 새로운 권리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이에 관련한 WIPO 저작권조약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1998년에 컴퓨터프로그랩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프로그랩 저작 

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소프트워l어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장하려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 

용으로는 WIPO 저작권조약의 신설조항인 「전송권」을 반영하여 저 

작권의 일부로서 전송권을 신설한 조항이 있다 r전송권」이란 저작자 

가 프로그랩을 유 •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로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랩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기술과 출판물 수입국이듯 

이 또한 프로그랩 수입국이라는 점이다. 저작권이 둥록이나 어떤 공 

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한 국가가 저작권법을 

통과시키면， 저작권 조약은 특허에 비해 훨씬 여러 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소프트혜어， 교재， 학술잡지 둥이 저작권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항목들이며， 이런 것들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여타 분야에서 본질적 요인으로 둥장한다. 

특히 저작권이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개도국에서는 훨씬 심각한 문 

제들이 둥장한다. 인쇄된 출판물의 경우， 저작권 법률에서 ‘공정 이 

용’을 명시한 규정들이 존재하며， 매체의 특성상 도서관올 통해 공식 

적으로 대여하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기 전 몇 군데 살펴보는 둥 복 

수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암호화된 자 

료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완벽히 봉쇄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자유 접속을 표방하였으나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하며 유료화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점 

증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적 재산권 제도들은 국제 문제로 비화될 

때 윤리적 정당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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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26)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18세기 후반이래 약 50년 가까이(1790-1잃6) 특허권을 자국 

시민 및 거주자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 당시 기술 수입국 

이었던 사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836년 

외국인의 특허 둥록을 허용하면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미국민의 10배의 둥록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인) 

지적 재산권 문제는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와 평둥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적 재산권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지적재산권 개념이 지닌 가 

장 큰 매력인 노동 유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디지털 혁명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술력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능력을 갖춘 노동력에 대해 끊임없이 

노동유인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copyleft 입장에서는 GPL 

과 같은 대안적 개념을 내세우지만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적 구조에 

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지적 재산권을 

바라보는 상반되는 두 입장은 인간의 노동 동기에 대해 어떤 전제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그 설득력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다. 

26) 특히 IP 분배와 관련하여 디지렬 후진국들은 현행 IP체계(IPv4)에서 매우 불 

명퉁한 입장에 놓여 있다. 다행히도 차세대 IP 체계(IPv6)롤 도입할 경우 이 
런 불평둥 문제는 상당허 해소휠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νwww.ipv6.or.kr 

27) 외국인에 대한 이런 공개적인 차별온 1861년에야 비로소 없어졌다. 그러나 이 
후에도 외국인에 대한 무형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다음과 같은 문구 역시 이 
런 차별올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For copyright reasons this 
edition is not for sale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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