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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抄 錄 >

인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구인 인터넷을 이용하기 하여는 반

드시 다종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를 통하

게 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인 정보의 공 자, 수요자 사이의 

계는 일반 으로 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용약 에 따른 계약 계로 규

율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직  단독행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에 해 불법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

러나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 직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침해정보 

유통을 개시한 제3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3자의 행 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에 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국내에서는 작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

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일 인 입법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개별 법률들은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

제에 해 정하고 있을 뿐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나 기 에 

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와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서 작권법  명 훼손과 련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해 규정하고, 유럽에서는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에서, 일본에서는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발신자정보 개시에 한 법률」에서 법익 역을 

가리지 않고 통일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해 규정하고 있

으나, 역시 그 책임근거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앱스토어, 포털 사이트  토 트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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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제공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임 근거론  구체 인 책임 기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간은 약 에 의한 계약 계로 규율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의 행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불법행  규정이 용된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

용한 제3자의 행 가 별도로 존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행 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담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동불법행  이론에 따라 

책임성질이 가려져야 한다. 결론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내용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단독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  확정한 뒤,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의 행 에 가담하 다고 인정될 경우 행 자 사

이에 객  행 공동성 여부에 따라 의의 공동불법행  내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를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는 국내외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단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단 순서에 따라 사례를 분류해 

살펴보았다. (i) 우선 일본에서는 클럽 캐츠아이 사건을 통해 발 한 소  가

라오  법리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확 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자체가 직 인 침해행 에 해당한다고 본 일로그 사건, 로쿠라쿠 

사건, MYUTA 사건 등의 사례군이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엔탈 

사건, 마이TV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Cablevision 사건  Aereo 사건에서 원격

장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와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침해책

임이 문제된 바 있다. 한편,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직 으로 불

법행 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리의무 반을 이유로 공

동불법행 가 아닌 단독불법행 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명 훼손에 

한 하이텔 사건이나 청도군 사건, 싸이월드 사건 등이 있고, 일본에서도 니

티서  사건, 동물병원 사건 등을 통해 주로 명 훼손 사건을 심으로 이러

한 경향이 이어져 왔으며, 랑스의 Louis Vuitton v. eBay 사건이나 최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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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권재 소의 Delfi v. Estonia 사건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통신품 법의 해석을 통해 명 훼손 사건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으로 면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iii) 

미국에서는 작권 침해 사안에서 완 한 간 책임 형태인 기여책임이나 

책임이 문제되었고, Grokster 사건에서 유인이론이 도입되며 Pure P2P 사업

자에 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Perfect 10 사건을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부정하 다. (iv) 우리나라에서는 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와 련

하여서는 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으

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상표권에 한 히노키 사건, K2 사건  

adidas 사건, 작권에 한 일련의 소리바다 사건  야후 사건과 인격권 침

해에 한 트 스트김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련의 소

리바다 사건에서 불법행  이론 구조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이 명시 으로 단되었고, 그 이후의 야후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 행 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의의 공동불법행  여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여부의 순서로 단한 

뒤 결론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는 민법상 불법행  이론 구조에 따

라 단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 에 하여는 추상 인 일반조항만 존재하

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구체 인 기 은 와 같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지 까지는 각 법익 역별로 례를 분석

하여 기 을 도출해 왔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법익 역을 불문

하고 모두 민법상 불법행 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통일 인 기 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주로 과실로 인해 제3자의 

법행 를 방치하거나 조장하 다는 에 있으므로, 부분의 사안에서 침해

행 에 한 인식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그 기 이 될 것이다.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의 존재에 한 고의가 있는 경우 당

연히 인식가능성이 인정될 것이나,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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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인식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

물의 존재에 해 어느 정도 특정한 인식이 요구되며, 원칙 으로 포 인 

일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피해자로부터 최 의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침해물의 존재를 악하기 한 극 인 감시의무는 부인된다. 한

편,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이나 침해행 의 명백성에 따라 인식가능성은 증감

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를 유발한 측면이 강하거나 침

해행 에 여한 정도가 높다면 인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경제  이익을 얻더라도 반드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응의 기 이 될 여지는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하여는 침해행 에 해 법률   기술  회

피가능성이 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기술  회피가능성이란 순수한 기술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효율성 측면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요건이 아니

고 하게 연 된 것으로 이해하여, 를 들어 인식가능성이 히 높은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을 다소 완화하는 등 주의의무 단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 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하여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키워드 고와 련하여서 국

내에서는 도메인주소와 련된 세콤 사건이 있었으나, 키워드 고의 쟁 에 

해 직 으로 단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Playboy 사건이

나 GEICO 사건  Rescuecom 사건에서, 유럽에서는 Louis Vuitton v. Google 

사건에서 각각 키워드 고가 문제되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키워드 

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라는 에서 직 침해자성 여부부터 검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앱스토어나 토 트 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와 련하여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련 사례가 등장

하고 있다.

불법행  이론에 기 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을 확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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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각국 입법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

국의 책임제한 조항을 살펴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과 회피가

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 으로는 책임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Viacom v. YouTube 사건이나 유럽의 L'Oréal v. Google 사

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 등에서 책임제한 규정의 용에 해 상세히 

단된 바는 있지만, 여 히 책임근거와 책임제한 규정의 계가 명확히 정

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제한 규정의 실효성이나 이론

상의 의미에 하여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민법상 불법행  이론, 방조책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  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

학  번 : 2009-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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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 論

第1節 문제의 제기

인터넷은  사회에 있어서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의사표 의 도구이다. 인터넷은 지 까지 개발된 모든 표 매체 에서 가장 

이 참여하기 쉬운 도구라고 할 수 있고, 한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의 

확 와 사용자 친화  웹 소 트웨어의 발달로 그 역할이 더욱 확 되고 있

다. 인터넷은 진입 비용이 매우 낮고 근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 아

니라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무한에 가까운 범 까지 손쉽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은 21세기 세계 인 규

모에서 인권과 표 의 자유에 한 발 , 보 , 보장에 있어 필수 이다.1) 

이와 같이 인의 삶에 있어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도구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하여는 반드시 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내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를 통하여야 한다. 일반 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해서는, 우선 인터넷 시설망을 제공하는 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이용을 한 유무선 통신망을 제공받아야만 하고, Microsoft社나 

Google社 등이 제작ㆍ배포한 각종 인터넷 라우 를 이용해야 하며, 특정한 

정보의 검색 등을 이용을 해서는 각 포털 사이트, 온라인쇼핑몰  게시  

등도 이용하게 된다. 

결국 인터넷의 이용과 련하여는 에서 시한 각종 온라인서비스제공

1) Nicholas P. Dickerson, “WHAT MAKES THE INTERNET SO SPECIAL? AND WHY, 

WHERE, HOW, AND BY WHOM SHOULD ITS CONTENT BE REGULATED?”, 

Houston Law Review Symposium(2009), pp.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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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공 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작권이나 상표권 등 법률  권리를 갖는 제3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한 명의 개

인 정보 공 자와 다른 한 명의 정보 소비자가 일  일로 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물망(web) 구조로 다수의 정보 공 자와 다수의 정보 소

비자가 다수  다수로 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심에 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정보의 공 자, 수요자 사이의 계는 일반 으로 

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용약 에 따른 계약 계로 규율된다. 정보의 공

자나 수요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가상공간

(cyberspace) 등을 이용하기 하여는 필연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시

 는 묵시 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

용약 에 해 동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한 사용약 이 「약

의 규제에 한 법률」(이하 “약 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상 유효한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정보의 공 자, 수요자 사이에 

일응의 계약이 성립하고, 그 사이는 계약 계에 의해 규율된다는 에 하

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작권이나 상표권, 인격권 등 제3의 권리자 

사이에는 와 같은 계약 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법이 아닌 다른 

법리가 용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직  단독행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에 해 불법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명

백하다. 그러나 통상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공 자와 소비자에

게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고, 직  정

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

에 해 직  불법행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제3의 정보 공 자 는 소비자가 한 행 에 하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에 한 논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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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한 재까지의 논의 

상황

지 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작권법 분야 다. 인터넷의 발달로 작물의 유통방식은 크게 변화하

고, 그로 인해 련 산업의 근간마  바뀔 만큼 큰 변 이 있었으며, 인터

넷상에서 작물의 유통을 어떻게 통제하고 리할 것인지가 작권업계의 

가장 큰 심사이자 생사여탈에 한 사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심에 있던 것이 소  P2P라고 불리는 Peer-to-Peer 서비스 다. P2P는 기

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 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

퓨터끼리 직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 자인 동시에 수요

자가 되는 형태를 말하고2) 작권 침해행 는 공 자나 이용자의 행 에 의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직 으로 

침해행 에는 여하지 않으면서 P2P 로그램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근거에서 법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P2P 이외에 웹하드(web hard)3) 등 다른 형태를 통

한 작권침해행 도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P2P의 경우가 가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여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당시까지의 공동불법행  이론으로는 

P2P 업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Grokster 

결을 통해 소  “유인이론(誘引理論, inducement theory)”을 도입하여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 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 민사사건에서 P2P 업체에 

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P2P” 검색결과.

3) 일정 용량의 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일을 장ㆍ열람ㆍ편집하고, 다수의 사

람과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일 리 서비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웹하드[webhard]”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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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극  필터링(filtering)4) 의무를 부과하며 강력한 책임을 인정하 다. 한

편, 최근에는 P2P 형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토 트(torrent) 로그램5)을 통

한 유통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 트 로그램과 련하여서도 P2P와 마찬

가지로 유인이론을 용할 수 있을지  유인이론 외 일반 공동불법행  법

리로 련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작권법 분야 외에도 지 재산과 련한 정보의 유통과 련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 조품을 온라인 쇼핑

몰, 특히 운 자의 여가 은 오 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매

하는 경우 쇼핑몰 운 자의 책임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일 되게 

그 책임을 부정하 고, 해외에서는 사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온라인 게시 을 통한 명 훼손과 모욕 사

안에서도 문제되고 있다. 제3의 정보 공 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게시  서비스 내지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 를 훼손하거나 모욕하

는 내용의 게시 을 올린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

부가 쟁 이며, 이에 하여는 국내 여러 하 심 례에서 구체 인 사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온라인 게시 로 음란물 등 불법 인 정보

를 유통시킨 경우에도 명 훼손이나 모욕 사례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4) 정보에 한 필터링은 허용된 내용(이른바 'white list')만 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극  필터링(inclusion filtering)과 사 에 정해 놓은 지된 내용(이른바 'black 

list')에는 속을 차단시키는 소극  필터링(exclusion filter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인터넷 곳곳에 있는 일을 찾아내 내려 받을 수 있게 한 로그램이다. 한 명의 

상 방에게서 자료를 송받는 ‘일 일’ 방식의 P2P(Peer to Peer)와는 달리 다수 

사용자에게서 조 씩 정보를 나눠 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 다(一對多)’ 방식이 특

징이다. 일을 내려받을 때 해당 일을 보유한 여러 명에게서 일 일부분을 조

각 형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일 하나를 통째로 내려받는 ‘웹하드 공유 방식’과

는 다르다{네이버 지식백과, 트 드 지식사  “토 트[Torrent]” 검색결과}. 토 트

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제2장 제1  4. 라.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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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검토의 순서  범

1. 검토의 순서

이처럼 다양한 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어 왔고, 각

각의 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  책임 정도가 개별 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3의 이용자의 행 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일응 가담하 다는 것을 제로 하는 것으로6), 기본 으로 공동불법행

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례들에서는 마치 

개별 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가 용되는 것처럼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민법상 불법행 론의 측면에서 통일 인 이론정립  기 설정 시도는 이루

어지지 못하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나 책임 기 을 정확히 이

해하기 하여는 그 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직  불법행 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때 근거

가 되는 공동불법행 책임의 기 이 무엇인지 여부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검토를 기 로 국내외의 사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기 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부담 기 을 확정한 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한 실정법7)과의 조화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6) 다만, 아래 제4장 제1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행 를 배제하고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직  단독행 로 이론구성된 경우도 존재한다.

7) 아래 제6장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률상 책임제한 규정은 일부 조항

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제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으로 책임근거에 해 표 을 달리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라는 용

어를 그 로 사용하여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6 -

본 논문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와 이에 한 각

국의 입법 황에 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법상 불법행 론에 한 검토

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해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를 

기 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지 까지 내려진 각국의 례 검토를 검

토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한 구체  기 을 추출해 

보도록 하며, 이러한 책임 부과기 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한 각 규정이 서로 어떤 계에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검토 범 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  책임과 련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응의 불법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

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후  원상회복이나 사  방해 방 책임까

지 인정되는지, 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제로 인식한 침해물에 하

여만 방해제거 의무를 이행하면 족한지 아니면 보다 극 으로 침해물을 발

견하여 제거할 의무까지 있는지 여부 등 피해자 구제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행법상 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통지  차

단조치(notice & takedown)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의한 조치명령 범 를 한정하는 등 입법 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 히 구체 인 의무 범 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8) 례는 

8) 미국의 경우 디지털 니엄 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그 경우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방해제거 의

무(injunctive relief)까지 완 히 면제하고 있으나{512조 (a)본문, (b)(1), (c)(1)  (d)

본문}, 유럽의 경우에는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이하 “EU 자상거래지침”)이 오

직 손해배상 책임만을 면제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

항).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Miquel Peguera, “THE DMCA SAFE 

HARBORS AND THEIR EUROPEAN COUNTERPAR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ME COMMON PROBLEMS”,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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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침해, 상표권침해  명 훼손에 한 사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 에 해 지청구권까지 허용한 바 있으나, 작권법  상표법은 

명문으로 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작권법 제123조, 상표법 제65조), 명

훼손의 경우에도 민법상 인격권에 한 특칙으로 명 회복을 한 당한 

처분이 인정되므로(민법 제764조), 이러한 례의 태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모든 서비스와 련하여 일반 으로 확 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

가 없지 않다.9) 다만,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와 책임

제한에 한하여 살펴보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하여

는 검토 범 에서 제외하 다.

Arts 32(2009), pp. 185~487 참조.

9)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방  지청구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에 하여 

다툼이 있다. 사  필터링(filtering)을 통한 방  지청구까지 허용할 경우 사

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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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각국 법률의 

규정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유형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내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는 모바일 환경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속, 웹사이트 호스 (web 

site hosting), 검색엔진(search engine), 자게시 (Bulletin Board Service, 이하 

“BBS”) 시스템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10) 즉,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명확한 한계를 갖는 한정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용자가 온

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든 자를 포 하는 개념으로, 주로 인터넷 속, 웹사이트 호스 , 검색엔진, 

자게시  시스템 제공, 오 마켓 운 자 등을 시로 들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나 앱스토어(AppStore) 등 인터넷 이용과 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도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작권법을 비롯한 몇몇 법령에서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디지털 니엄 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서도 ‘온라인’이라는 표 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10) 박 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 사(2006), 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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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하여 실질 으로 거

의 유사한 개념으로 악하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는 기업 내

에만 연결된 폐쇄 인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

는 서비스제공자를 빠짐없이 포섭할 수 있어 이론상의 만족감을 주지만, 폐

쇄 인 네트워크에서 빚어지는 작권침해가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련 법  쟁송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역이 인터넷이라는 실을 직시할 

때 연구 상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용어는 오히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

고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견해도 있

다.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이에 개념상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재는 폐쇄 인 네트워크에서만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

으므로, 구별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해 역을 불문하고 포

으로 다루려고 하므로, 보다 상 의 넓은 개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12) 

나. 비교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좁은 개념으

로 악하는 견해

11) 박 석, 註 10)의 책, 8, 9면.

12) 박 석, 註 10)의 책, 9면, 각주 14)는 2006. 3. 13. 재 검색엔진 Google을 이용하

여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Online Service Provide’ 두 용어를 각각 검색한 결

과 35,000,000건  215,000건의 차이를 보이는 등 Internet Service Provider라는 용

어가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

용하 다. 그러나 2014. 11. 10. 재 같은 Google을 이용하여 각각 검색해 보면, 

247,000,000건  221,000,000건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오히려 Online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가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화선이나 역 연결 등을 통해 인터넷 

회선을 공 하는 기통신사업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본 논문

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통일 으로 사용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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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으

로서 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속, 웹사이트 호스 (web site hosting), 검색

엔진(search engine), 자게시 (Bulletin Board Service, 이하 “BBS”) 시스템 제

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그 외에도 인터넷이 아닌 기업 내에서만 

연결되는 폐쇄 인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성행하 던 BBS 사업자의 경우는 그 이

용자들이 작물 등을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는 송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속한

다. 한 인터넷 속서비스제공자 ․ 캐싱서비스제공자 ․ 호스 서비스제공자 ․ 

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 등은 모두 이용자들이 작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복제 는 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작

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한다.13) 

 견해는 ‘인터넷’이라는 표 에 집 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폐쇄

인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제외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재 법

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자의 행 와 련

되어 있고, 폐쇄 인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상 으로보

다는 비 이 낮으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와 같이 좁게 해석하

여 한정할 실익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 으므로, 와 같은 견해에 의하더라도 논의의 

방향이나 범 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에 여하는 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

데, 이에 하여 네트워크 로바이더(Network Provider), 콘텐트 로바이더

13) 오승종, 「 작권법」, 박 사(2008), 1249면, 1250면.



- 11 -

(Content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로바이더(Online Service Provider)로 유

형을 나 는 견해가 있다.14) 이 견해에 따르면, 우선 ① 네트워크 로바이더

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소유ㆍ 리하는 자로서 다수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 커

뮤니 이션의 기술  조건을 창출하는 기능을 행하며, 네트워크 로바이더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화, 이블, 정보  데이터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이 존재하며, 법 으로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로서 일반 인 차별 없

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담한다. 네트워크 운 자는 그 되는 정보내

용에 하여 하등 향을 미칠 수 없고, 커먼 캐리어로서 공공에게 차별 없

이 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의해 송되는 내용에 

해 하등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 다음으로 ② 콘텐트 로바이더는 인터넷

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콘텐츠의 내용에 하여 원

칙 으로 작권을 보유하며 그 표 내용이 법에 반되거나 타인의 명 를 

훼손했을 경우 직  원래 이고 최종 인 책임을 부담한다. 콘텐트 로바이

더는 직  정보의 게재나 송행 를 한 자로 이용자 개인을 포함하는 개념

인데, 특히 최근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Generate Contents15), 이하 “UGC”)가 

활발히 제작되는 실을 고려할 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 하는 사업자보다 

개별 이용자의 행 가 법률 으로는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지막으로 ③ 온라인 서비스 로바이더는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의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자들을 총칭하는 네트워크 정보 개자

(intermediary)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하고, 인터넷 서비스는 단순히 인터넷

과의 속통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속사업자(Internet Access Provider)와 그 

밖에 자 우편, 자게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

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 구별하고 있다.

14) 박용상, 「명 훼손법」, 암사(2008), 1376~1377면 참조.

15) 이용자제작콘텐츠에 하여는 User Create Contents(UCC)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

나,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재(upload)하는 콘텐츠 에는 직  창

작(create)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작되어 있던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패러디 등 새

로운 콘텐츠로 재탄생ㆍ발생(generate)시키는 경우가 보다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UCC 신 UGC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다만, 례 원문 등을 그 로 인용한 경

우에는 원문 표기에 따라 “UCC”라고 기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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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여기서 네트워크 정보

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③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견해와 같이 이를 

인터넷 속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만 분류하는 것은 하지 못하

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속사업자의 경우 기술 으로는  ① 네트워크 로

바이더와 서로 다를 것이나, 법률 인 측면에서 볼 때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에서 ‘제

공자’를 ‘사업자’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리성을 제로 한 

‘사업자’라는 용어는 비 리기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하게 되기 때문

이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는 일반 으로 그 역할에 따라 통신 네

트워크상에서 송하거나 통신네트워크에 속을 제공하는 단순 도 (mere 

conduit)16),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네트워크상에서 송하는 캐싱

(caching)17),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장하는 호스 (hosting)18)  이용자

16) 유무선 인터넷 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내의 SKT/SKB, KT, LG유 러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7) 네트워크를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는 보다 강력하거나 덜 붐비는 컴퓨터에 보

다 가깝게 두어 속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일반 으로 캐싱이라고 한다{Trotter I. 

Hardy, COMPUTER RAM COPIES: A HIT OF A MYTH? HISTORICAL 

PERSPECTIVES ON WORKING AS MICROCOSM OF CURRENT COPYRIGHT 

CONCERNS, Faculty Publications. Paper 186,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1996), p. 426}. 캐싱은 이용자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캐싱

(local caching, client caching)과 인기사이트의 빠른 속을 하여 OSP의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캐싱(proxy caching)으로 구분된다고 하며{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

털 작물 보호 등 작권법상의 몇몇 문제 에 하여”, 사법논집 36, 법원행정처

(2003), 247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서는 후자가 련된다. 를 

들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종인 유투 (YouTube)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웹사이

트로 보이는 부분인 웹서버(web server)와 상을 장해서 보여주는 비디오서버

(video server)  캐싱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캐시 서버(network cache server)를 두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를 얻는 상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네트워크 캐

시 서버를 두어 본사 서버에 몰리는 트래픽을 분산시킨다고 한다{Michael Zink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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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장된 정보의 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검색엔진

(search engine) 등 그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EU 자상거래

지침”)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 도 , 캐싱  호스 으로 나 어 

책임제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 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호19) 역시 이

러한 분류에 따르면서 여기에 검색엔진을 추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한 우리 례의 태도

국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단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가장 먼  사용한 사례는 법

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결 사안20)인 것으로 악된다. 본 사안에

서 법원은 인터넷상 홈페이지 운 자가 자신이 리하는 자게시 에 타

인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함으로써 명 훼손에 한 손

Kyoungwon SuhㆍYu GuㆍJim Kurose, “WATCH GLOBAL, CACHE LOCAL: 

YOUTUBE NETWORK TRAFFIC AT A CAMPUS NETWORK – MEASUREMENTS 

AND IMPLICATIONS”, Computer Science Department Faculty Publication Series. 

Paper 177,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Amherst(2008), pp. 7~8, 11~12}.

18)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공간을 빌려주고, 웹페이지를 제공하여 소 트웨어, 문서, 

향  음향 등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게시 이나 채 룸 

등과 같은 온라인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Pablo Baistrocchi, 

“LIABILITY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IN THE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19 Santa Clara High Tech. L.J. 111 (2002), p. 

116}.

19) 아래 註 40) 내지 43) 참조.

20) 소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 상고심 결(아래 제4장 제2  2. 나.항 참조). 이 사

건에서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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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을 지기 한 요건에 하여 단하 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운

자에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

의나 범  등에 하여는  언 하고 있지 않다. 하 심 에는 인터넷 

음악 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한 형사 결인 서

울 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악된다. 

한편, 례21)가 사용하는 개념 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도 

있는데, 여기서 례는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에 착안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상 , 포  개념으로 종합 정보

제공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리 목  주체라는 을 강조하기 해 사업

자라는 용어를 아울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22) 례가 말하는 인터넷 종

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소  ‘포털 사이트’23)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란 산재해있는 컴퓨터 자원인 정보처

리, 장, 통신수단을 가상화 기술 는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컴

퓨터 자원처럼 활용하는 기술  사상을 의미하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란 

21)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결(소  ‘싸이월드 사건’ 상고심 결, 아

래 제4장 제4  3.항 참조).

22) 시진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 훼손에 한 불법행 책임 -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원합의체 결 평석-”, 스티스 통권 제114호

(2009. 12.), 337면, 각주 3).

23) 포털 사이트의 운 방식 등 실무 인 에 하여는, 박성호, “인터넷 포털의 역

할과 미래 망-포털 뉴스서비스의 황을 심으로-”, Law ＆ technology 제3권 제

4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2007. 9.), 98~100면  103~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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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원인 인 라, 랫폼, 소 트웨

어, 데이터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

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24)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각

종 컴퓨  인 라를 직  소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소한의 컴퓨터 용량만 

필요하며,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

해 놓은 서버나 소 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자원을 가상 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클라이언트(multi-clients)에게 안정 이고 용량에 제

한이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는 수백, 수천 혹

은 수만 의 서버(multi-servers)를 활용하게 된다.25) 우리 작권법 제2조 30

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이용자가 선택한 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

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달하기 하

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는 이용자들이 정보

통신망에 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작물 등을 복제ㆍ 송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한 설비를 제공 는 운 하는 자라고 정

의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제공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며,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의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도 포함된다.

나. 앱스토어

앱스토어(Appstore)란 원래 애 (Apple)社가 자사의 휴 폰용 소 트웨어를 

기존의 응용 로그램을 나타내는 어 리 이션(application)의 약어인 앱(app)

24) 정진근, “클라우드 컴퓨 기술 발 에 따른 작권 문제의 고찰”, 소 트웨어와 

법률 제8호, 한국소 트웨어 작권 회(2012), 88면. 다만, 이 견해는 오로지 서비

스제공자에게 계약상 가를 지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25) 이호 ㆍ강홍렬,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본질  속성”, 방송통신정책 제23권 9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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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하는 가게(store)라는 뜻으로 만들어 낸 조어로, 아마존 등 다른 회사

도 앱스토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는 스마트폰의 콘텐츠 유통망

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26)27) 즉,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앱

스토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설치되는 응용 로그램을 유통하는 서

비스 반을 의미하게 된다.

개발자와 이용자가 온라인 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작물인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애

 앱스토어의 역할 바로 그것 이므로,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

념과 ‘문리해석상으로는’ 완 히 일치한다고 볼 것이지만, 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제102조 이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하

기 한 취지이고, 책임제한을 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작물의 복

제ㆍ 송ㆍ배포 등 과정에 실질 으로 여하지 않았거나 기술 으로 속 

차단 등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실제 어 리 이션이 등록ㆍ

배포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은 앱스

토어에 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로 인정할 의의는 실질 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28)  견해

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종래의 게시  운 자나 

26) 최재원,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의 작권법상 책임면제에 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례를 심으로 -”, 원 학교 석사학 논문(2012), 2면 각주 5) 참조.

27) 앱스토어를 둘러싼 법률 계 반에 하여는, 오병철,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

계”,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2010) 참조.

28) 오병철, 註 27)의 논문, 31~33면, 동 견해는 한 이러한 어색한 해석은 작권법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주체의 암묵  제가 처음에는 ‘게시  운 자’

으나 향후 P2P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하자 다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해 온 것처럼,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서비스 유형을 극히 포 인 용어인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단일한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개념법학 인 내재  한계

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앱스토어는 분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맞지만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제 작권법이 이러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념 으로 구별해서 규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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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서비스제공자  일반 인 오 마켓과 달리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어

리 이션에 해 엄격한 등록심사과정을 거치고 이용자에 의한 내려받기

(download)가 가능하도록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콘텐츠

의 게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므로,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용될 여지가 없고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실익은 크

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비단 작

권법상 개념 정의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외에도, 이용자가 온라인 는 인터

넷에 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고,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반에 용될 수 있는 통일 인 책임기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시켜 살펴볼 실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다. 포털 서비스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는 웹 포털(web portal)은 일반 으로 월드 와이

드 웹(world wide web)에서 인터넷에 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

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들은 기에는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 으나 

차 으로 뉴스, 커뮤니티, 자 우편, 쇼핑, 블로그, 토론 장, 화, 만화 

등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 는 그에 한 메타 데이터를 종합 으로 제공

하고 있다. 국내의 유명 포털 사이트로는 네이버(www.naver.com), 다음

(www.daum.net) 등이 있다. 이러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는 기존

에 논란이 되었던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 등과는 차원이 다르고, 페이

지의 90% 이상이 음악이 없는 어문 작물과 작권법을 지킨 유료 제공 배

경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의 부분이 불법 음원 교환의 

목 으로 쓰 던 P2P나 웹하드와 목 에서 크게 다르다.29) 포털 서비스들은 

‘합법 ㆍ친(親) 작권 ’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30) 작권법 등에 따

29) 백혜린, “개정 작권법상 OSP 범  확 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한 연

구”, 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2012), 7, 8면.

30) 정진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권법상 책임한계에 한 사례연구”, 경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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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포털 사이트가 운 하는 게시 에서 

이루어지는 명 훼손 등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고, 포털 사이트가  다양

한 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에 따라 그 책임 범 도 확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토 트(torrent) 로그램

토 트란 개인들 간(peer to peer) 일 공유 로그램의 일종으로, 하나의 

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이다. 토 트는 직  일 송수신을 목 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배포하고자 하는 일(이하 “타겟 일”)의 정보를 담은 시드 

일(seed file) 공유를 주목 으로 운 된다. 

토 트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 트를 이용하여 타겟 일을 배포하고자 하는 A는, 타겟 일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타겟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P주소가 장되는 트래

커 서버(Tracker Server) 정보31) 등이 포함된 시드 일 는 마그넷 주소

(Magnet Address)32)를 생성하고, 이를 카페/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 토 트 시

드 일 공유 사이트, 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업로드 한다. 시드 일은 타

겟 일과는  별개의 일로, 타겟 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조

하기 하여 타겟 일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제44권 제3호(2009), 154면.

31) 트래커 서버는 공개로 운 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로 운 되는 경우도 있다.

32)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일이 있는 웹상에서의 치를 알려 주는 형식의 

일 치 정보가 담긴 인터넷 주소로, 시드 일 없이 바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마그넷 주소는 일종의 인터넷 URL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

자열로, 토 트 로그램의 클라이언트에 마그넷 주소를 입력하면, 시드 일을 이

용할 때와 같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19 -

② 와 같이 A가 시드 일을 업로드 하면, 타겟 일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B는, 포털 사이트, 토 트 사이트, 자우편 등을 통하여 우선 시드 일

을 다운로드 받고, 토 트 로토콜(torrent protocol)을 통해 일 송이 가능

하게 하는 토 트 클라이언트 로그램(torrent client program)을 통하여 시드

일을 실행시킨다.  

③ 이 때 토 트 로그램 자체에는 타겟 일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드 일을 실행한 토 트 로그램은 시드 일에 기재된 트래

커 서버에 속하고, 트래커 서버로부터 타겟 일이 장되어 있는 IP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IP주소에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 해당 IP주소로부

터 타겟 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다.33)

④ 이 때 타겟 일의 다운로드는 조각 일34)로 나 어져 이루어지므로, 

를 들어 1GB 용량의 일은 1MB의 조각 일 1024개로 나뉘어 업로드 되

고,35) 이와 같이 나뉜 모든 조각 일의 송이 완료되면 완 한 타겟 일로 

재구성되어 B의 컴퓨터에 장된다.

⑤ 한편, B가 시드 일을 실행하면, B가 속한 트래커 서버에는 B의 IP

주소도 장이 된다. 이에 따라 만약 C가 타겟 일에 한 시드 일을 토

33) 한편, 토 트 로그램 이용자는 토 트 로그램 이용시 어느 타겟 일에 한 

시드 일 내에 기본 으로 등록된 트래커 서버 이외에 다른 트래커 서버 정보를 

추가 으로 등록할 수 있고, 다른 트래커 서버로부터 그 다른 트래커 서버에 장

된 타겟 일이 존재하는 IP주소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별도로 등

록한 트래커 서버에 타겟 일과 동일한 일에 한 정보가 있을 경우 등록 트래

커 서버로부터 추가 인 시더와 피어의 주소를 가져오므로, 이용자의 다운로드가 

보다 용이하게 된다.

34) 조각 일이란 타겟 일을 일정한 크기에 따라 잘게 나  것을 의미하고, 조각 

일이 모두 모여 완 한 타겟 일로 재구성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동 상이나 

음원의 재생 등은  불가능하다.

35) 타겟 일이 몇 개의 조각 일로 나 어지는지는 최 의 시드 일 배포자가 설정

할 수 있는바, 그 태양은 수십 개에서 수만 개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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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로그램을 통해 실행시킬 경우, C는 트래커 서버를 통해 A 뿐만 아니라 

B의 IP주소도 확인하여 A와 B 모두로부터 타겟 일의 조각 일을 송받게 

된다. 이때 B의 업로드는 B가 조각 일 부를 다운로드 받아 완 한 타겟

일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B가 조각 일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그 때부터 즉시 개시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한

로 반복되어 C의 IP주소 역시 트래커 서버에 기록되며, 다른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 역시 자동 으로 다운로드 받은 타겟 일의 조각 일을 업로드 

하게 된다.

⑥ 여기서 완 한 타겟 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더(seeder)라고 

하고, 타겟 일의 조각 일을 가지고 있으나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

람을 피어(peer)라고 하며, 와 같이 하나의 타겟 일을 공유 인 불특정 그

리고 다수의 시더와 피어의 집단을 스웜(swarm)이라고 한다. 만일 피어가 타

겟 일의 모든 조각 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자동으로 타겟 일과 동일한 

일을 재구성하게 되며, 트래커 서버에 기록된 피어의 신분은 시더로 환

된다.

토 트 로그램의 경우 P2P 서비스와 같이 오로지 이용자의 행 에 의하

여 일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데, P2P 서비스와 달리 일 정보가 게시ㆍ보

된 서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2P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 의 경우

에는 P2P 사이트 운 자의 책임론이 문제되나, 토 트 로그램을 이용한 불

법행 36)가 발생한 경우 토 트 서비스에 여된 자  가 책임을 질 것인

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 법원에서는 토 트 공유사이트 운

자에 하여 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37), 독일 법원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토 트 공유사이트를 등록시켜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에게까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38)

36) P2P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로 작권침해행 나 음란물의 유통행 가 문제되고 

있다.

37) Columbia Pictures Indus. v. Fung, 2009 U.S. Dist. CV 06-5578 SVW (JCx), (C.D. 

Cal. May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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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小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와 유형에 하여 정리된 통설  견해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명확한 범 를 

정해 한계를 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개념에 포섭시켜 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모

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포

하는 개념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이처럼 폭넓게 보는 입장에서, 각국 법

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내용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2節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한 일반  정의 조항의 부존재

우리 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각각 계되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유형에 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각각의 경우 책임부과

나 면책 등에 해 규정한다. 특히 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표 을 명시 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38) Landgericht Saarbruecken, AZ.7 O 8213, 2014. 1. 15., 김혜성, “자르 뤼  지법, 토

트 사이트의 작권침해 책임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있다”, 작권 동향 제4호, 

한국 작권 원회 산업연구  정책자료(2014.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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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법률」(이하 “ 자상거래법”), 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하여 규

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이용자가 선택한 작물등을 그 내용

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

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달하기 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작물등을 복제ㆍ 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한 설비를 제공 는 운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권법 제2조 30호).39)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한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한 규정을 도입한 2011. 6. 30. 법률 

제10807호 개정 작권법과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개정 작권법은 각

3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9. (생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  사이에

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달하기 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작물등을 복제ㆍ

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한 설비를 제공 는 운 하는 자

3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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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한-EU FTA 정  한-미 FTA 체결 이후 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EU 자상거래지침과 마찬가지로 단순도 (mere conduit)40), 

캐싱(caching)41), 호스 (hosting)42), 정보 검색엔진(search engine)43)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호), 해당 유형에 따라 책임

제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44) 

우선 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i) 단순도 인 경우와 련하여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

택하지 않았으며,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행하 고 

작물을 식별ㆍ보호하기 한 표 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면책하고 있고, (ii) 캐싱과 련하여서는  (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제로, 작물을 수정하지 않고, 작물에 한 근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작물의 근을 허용하며, 복제ㆍ 송자가 명

시한 업계에서 일반 으로 인정된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작물 행화45)에 

40) 내용의 수정 없이 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  는 그 과정에서 작물 등을 그 송신을 하여 합리 으로 필요한 기간 내

에서 자동 ㆍ 개 ㆍ일시 으로 장하는 행 (1호).

41)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 으로 

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 으로 그 작물등을 자동 ㆍ 개 ㆍ일시 으로 

장하는 행 (2호).

42) 복제ㆍ 송자의 요청에 따라 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장하

는 행 (3호).

43)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작물등의 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 (4호).

44) 개정 작권법은 EU 자상거래지침과는 달리 정보검색(search engine)을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서는 DMCA의 향도 받

은 것으로 사료된다.

45) “ 작물의 행화”라는 용어는 IT업계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표 이 아니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악하기 어렵다. 우리 작권법은 미국 DMCA나 EU 자상거래지

침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에서 사용된 표 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양자와 비교컨  여기서는 ‘정보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법률 문언 그 자체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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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을 지켰고, 작물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작물 이용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용한 업계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복제ㆍ 송 단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작물에

의 근을 차단한 경우 면책하고 있으며, (iii) 호스   (iv) 정보 검색엔진과 

련하여서는  (i)의 요건 충족을 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 로부터 직 인  이익

을 받지 않고, 침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거나 복제ㆍ 송 단요구 등을 

통해 침해 사실 는 정황을 알게 된 때 즉시 작물의 복제ㆍ 송을 단시

켰으며, 복제ㆍ 송의 단요구 등을 받은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면책

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 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됨으로써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면책이 인정될 수 없

고 결과 으로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46) 개정 작

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작권자와 침해 주장자 사이의 분쟁에서 책임

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감면 사유를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의미이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한 설령 문제가 되는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네 가지 유형  어느 하나의 면책 규정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

래에서 살펴보듯이 불법행  이론에 따른 책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유형이 세분화되었다고 하여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와 같은 규정은 유럽과 미국의 기

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화되어, 일응 보기에는 면책 범 가 넓은 것 

같지만, 실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면책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아, 결과 으로는 면책이 이 아니라 면책조

건을 매개로 ‘규제’로 용될 여지가 큰 모순  입법이라는 비 도 제기되고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련 업계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6) 이 희,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소 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4호(2007),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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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7) 아직까지 우리나라 례 에서 개정 작권법 조항을 실질 으로 

분석하여 면책조항의 범 를 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악된다.48) 실제 

사례에서 면책 규정의 구체 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지만,  조항에서 ‘표 인 기술조치’ 등 추상 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규제로 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와 같은 면책 요건을 만족하기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개정  작권법은 복제ㆍ 송과 련한 서비스

에 한정하여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작권법은 다른 유형의 서비스도 포 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 “기술

으로 불가능한지 여부”에 하여, 작권 개정  종래 례는 “ 작권법 제

102조 제1항이 필요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

는,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제로 이용자들의 복제ㆍ 송

행   작권 등의 침해행 가 되는 복제ㆍ 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단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

인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작물 등을 복제ㆍ 송

함으로써 그 작권 등을 침해하 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ㆍ 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단하는 기술  조치를 다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행 에 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시한 바 

있는데49), 행법상  조항이 해석과 련하여도 이러한 례의 태도가 기

47)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리책임에 한 법제: 우리나라의 법제

와 비교법  에서”,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2013), 567면 참조.

48) 소리바다 련 사건(아래 제4장 제4  2. 나.항 참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면책조항의 용범 에 하여 상세히 분석하 으나, 이는 모두 개정 작권법 

시행 이 의 사례이고, 면책조항에 해 비교  자세히 검토한 웹하드 업체에 

한 형사 결(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결, 2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결, 3심 : 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결) 역시 개정  작권법을 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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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작권법은 책임제한 요건을 갖춘 경우 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  면책사유로 

변경하 다. 개정  작권법에서는 이를 임의  감면으로 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책임 인

정 여부가 달라졌고, 그 효과도 책임의 부 면책 는 일부 감경에 불과하

으나, 개정 작권법에서는 필요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  안정성

을 강화하 다.

다. 일반  감시의무의 배제

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 가 일어

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 에 하여 극 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 다( 작권법 제102조 제3항).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기 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면 족하고 더 나아

가 극 인 필터링이나 일반 인 모니터링까지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

이다. 참고로 작권 침해행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필터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작권법 

제104조, 아래 마.항 참조). 이는 EU 자상거래지침에 규정된 일반  감시의

무 부과 지(제15조)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침해 단 등을 한 조치

 

작권법은 작권 침해행 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 단을 하여 권리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복제ㆍ 송행 의 

4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소  ‘소리바다 5 사건’ 항소심 결

정, 아래 제4항 제4  2. 나. (1)항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

아들 으나, 2007. 11. 2.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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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요청(제103조),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법원의 명령 범  제한

(제103조의 2)  (iii) 문화체육 부장 에 한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권

(제103조의 3)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 송행 의 단을 요청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인 필터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침해주장에 의해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침

해결과물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으로, 미국 DMCA의 “통지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의 기본골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의 극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 다는 

에서, 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보호 그리고 온라인 기술과 시장의 발 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50)

다음으로 작권법은 법원이 제10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각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임시로 침해행 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는 경우 특정계정의 해지, 불법복제물의 삭제 등 유형별로 특정한 조치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의 2).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유형

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 범

가 제한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부

담을 최소화하고 임시조치 단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과도하

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작권법은 권리자가 민사상 소제기  형사상 고소를 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

제ㆍ 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 으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 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 부장 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 다(제103조의 3). 작권자가 침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50) 정상조ㆍ박 석, 「지 재산권법」제2 (2011),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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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침해자의 인 사항 확보가 필요한데,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해당 침해자의 인 사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서도 권리자로부터 간 책임을 추궁당하기보다는 권리자로 하여  직  침해

자를 상 로 법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51)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52)

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엄격한 조치의무 부과

한편, 작권법은 제104조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물 등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면서, 문화체육 부장

으로 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 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53) 이에 따라 문화체육 부장 은 ① 개인 등의 컴퓨터 등에 

장된 작물 등을 공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  이익 

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54), ② 개인 등의 컴퓨터 등에 

51) 김병일, “인터넷과 SNS에서의 작권 련 문제연구”, 언론과 법 제9권 2호, 한국

언론법학회(2010), 120, 121면.

52) 이 제도가 도입되기 에는 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 로 직  침해

자의 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성명불상의 침해자에 해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기 을 통해 침해자의 인 사항을 확보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

었다고 한다{박 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

직한 입법방향”, 법조 제57권 제12호, 법조 회(2008), 266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러한 편법이 해소되고, 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3)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물등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

된 목 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작물등의 불법 인 송을 차단하

는 기술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필요

한 조치에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 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 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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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작물 등을 공 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

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55)  

③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등의 컴퓨터 등에 장된 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56) 등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

당 작물 등의 불법 인 송을 차단하는 기술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작권법 제104조  그에 응한 작권법 시행령에 하여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호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막 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한 기술  조치의 구체 인 내용과 그 표 화방안에 한 단

을 기술에 한 문성이 없는 문화체육 부에 맡김으로써 사업자들이 자

율 으로 효율 인 단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미국의 Grokster 사건 

결57)에서도 단지 필터링 등의 조치를 극 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만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외국법상

으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나 례법상 연원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비

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5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

인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시도 자체는 타당하나, 법

률상으로는 극히 한정된 요건만을 규정하면서 부분의 내용을 시행령과 고

54) 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화  음악 감상,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일 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작물 등을 불법 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시로 들고 있다.

55) 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 , 공간제공 등의 방

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를 시로 들고 있다.

56) 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는 로그램에 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시로 들고 있다.

57) 아래 제4장 제3  3. 다.항 참조.

58) 박 석, “개정 작권 하의 ISP 책임”, Law & technology 제3권 제2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2007. 3.), 5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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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맡김으로써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 을 면하기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는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자를 “ 기통신사업자”로 정의하면서, 화ㆍ인터넷 속 등과 같이 음성

ㆍ데이터ㆍ 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는 수신하게 하

는 기통신역무  음성ㆍ데이터ㆍ 상 등의 송신 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기통신회선설비를 임 하는 기통신역무인 “기간통신역무”(제2조 11호)와 

그 외의 기통신역무인 “부가통신역무”(제2조 12호)를 구분하고 있고, 특히 

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3호 가목59)). 

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각 기통신사업자 역시 일종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악할 

5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 기통신사업"이란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

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 10. (생략)

11. "기간통신역무"란 화ㆍ인터넷 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 상 등을 그 내용

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는 수신하게 하는 기통신역무  음성ㆍ데이터ㆍ

상 등의 송신 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기통신회선설비를 임 하는 기통신역

무를 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통신서비스(제6호

의 기통신역무의 세부 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가. 「 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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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14. 10. 15. 개정되어 2015. 4. 16.부터 시행된 기통신사업법은 기통

신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에 하여 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하여 일정한 기술  조치를 취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고(제22조의 360)), 청소년과 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한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정보에 한 차단수단을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의761)). 

4.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호는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62)에 따른 

기통신사업자와 리를 목 으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60)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

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

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

의 유통 방지를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61)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수를 사용하는 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른 청소년과 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

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한 차단수

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62) 註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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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정의하고 있다.63) 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 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악된다. 

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률  의무가 직  

부과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

조64)). 이 조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해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법

 의무가 직 으로 부과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조항의 문언상 “노력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주의 인 조항에 불과할 뿐 구

체 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한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65) 

6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보통신서비스"란 「 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 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통신사업

자와 리를 목 으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하 생략)

64)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

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는 명 훼

손 등 타인에 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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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심이기는 하나 례 역시 이를 선언 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66) 더욱이 법원은 “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

와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각종 명 훼손성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  

피해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처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일반 으로 “등”이라는 표 은 그 앞에 구체 으로 열거된 단어와 유사한 것

을 포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그럼에도  규정  “등 타인의 권리”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

연  조문이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 가 어디까지인

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듯 불명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 

모호하게 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 한 부담을 지우게 된

다. 이런 을 고려할 때,  법 제44조 제1항의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 를 훼

손하는 정보’  ‘이에 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라고 시하여 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 재산권

에 한 정보에 하여는  조항이 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67), 설령 

 조항이 인격권 침해나 명 훼손에 하여는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 히  조항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

하한 서비스와 련한 일반  책임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련된 조항

65) 차상육,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 마켓 운 자의 법  책임”,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2014), 45면.

66)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소  ‘adidas 사건’ 항고심 결정, 아

래 제4항 제4  가. (3)항 참조}.

67) 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소  ‘adidas 사건’ 재항고심 결정, 아래 

제4항 제4  가.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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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 268)). 이는 일

종의 통지  차단조치(notice & takedown)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필요  배상책임의 감면은 아니라는 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충

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한 동법은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해 침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

거조항을 두고 있으며(제44조의 66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

6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 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정보게재자에게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

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

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하는 내용이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

해 여부를 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에 한 근을 임시 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한 내용ㆍ 차 등을 미리 약 에 구체

으로 밝 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이거나 면제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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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제44조의 370)).

5. 자상거래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가. 자상거래법의 내용

자상거래법에서는 직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지만 자상거래법상 통신 매업자(제2조 3호)  통신 매

개자(제2조 4호)71)를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

69)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권

리를 침해당하 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하여 침해사실

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 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한 성명ㆍ

주소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 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

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한 목  외의 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70)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는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

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제5항을 

용한다.

71) 자상거래법에서는 “ 개”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이 때문에 통신 매 개자

를 상사 개인이나 민사 개인의 일종으로 악하거나, 통신 매 개자에게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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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72) 구 자거래기본법(1999. 2. 8. 법률 제5834호)은 제2조 제6

호에서 “사이버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

용하여 재화 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업장”이라고 정

의하고 있었는데, 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신 매자, 통신 매 개자는 사이버몰(Cyber Mall)이라고 불리는 가상 상

을 매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이에 하여 사이버몰이 등장한 기

에는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개별법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으나 

재에는 사이버몰이란 용어가 통일 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버몰이

란 명칭 외에 인터넷 쇼핑몰, 사이버 쇼핑몰, 가상 상 , 인터넷 사이버몰 등

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73) 그러나 사이버몰이라는 용어가 

과연 통일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통상 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라는 용어가 보다 더 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74) 행법상 “사

개‧민사 개 법리를 용하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노종천, “E-commerce에

서 통신 매 개자의 법  지 와 책임”, 민사법학 제39-1호 (2007. 12), 297~302

면}.

7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통신 매업자"란 통신 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 매 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

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매를 알선하는 행 를 말

한다.

5. (이하 생략)

73) 이충훈, “사이버몰운 자의 표시ㆍ 고 책임”, 인터넷 법률 36호 (2006. 10), 194

면.

74) 이충훈, “인터넷통신 매 개자의 법  책임”, 인터넷 법률 38호 (2007. 4), 27면 

각주 3)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가 사이버몰이라는 개념보다 리 이용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노종천, 註 71)의 논문, 284면은 가장 포 인 용어로 

“온라인마켓 이스(online market place)”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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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몰”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용어는 외래어일 

뿐 아니라 자상거래와 련하여 모든 유형을 포 하지는 못하므로, 법률상 

정의된 통신 매자, 통신 매 개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자상거래법은 거래기록의 보존(제6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제7조), 통

신 매 개자의 고지  정보제공(제20조), 통신 매 개자의 소비자에 한 

연 책임(제20조의 2)와 같이 통신 매업자나 통신 매 개자와 이용자 사이

에 한 법률 계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자상거래를 통해 조품이 

거래되는 등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책임에 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자상거래법상 통신 매 개자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매 개자에 

하여는 그 여 방식과 형태에 따라 (1) 사이버몰 이용허락자, (2) 정보제공

형 통신 매알선자, (3) 거래 여형 통신 매알선자로 나 어 볼 수 있다.75)76)

먼  (1) 사이버몰 이용허락자는 자신이 사이버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통신 매업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유형으로 오 라인으로 비유

75) 통신 매 개자의 유형에 한 이하의 설명은 오병철, “통신 매업자의 불법행

에 한 통신 매 개자(오 마켓)의 책임”, 재산법연구 26권 1호 (2009. 6), 

186~190면을 요약ㆍ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76) 한편, 이충훈, 註 74)의 논문, 28면은 통신 매 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로 (i) 

인터넷쇼핑몰을 운 하는 쇼핑사이트로서 다른 입 업체가 해당 사이트의 일정공

간을 빌려서 재화 등을 매매하는 경우{ 를 들어 C마켓(G마켓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필자 주), 인터 크 등}, (ii) 포털사이트에서 수익창출을 해 쇼핑몰을 개설

하고 다른 업체가 이 쇼핑몰을 통하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를 들어 

야후쇼핑, 네이버쇼핑, 다음쇼핑 등), (iii) 인터넷 경매사이트( 를 들어 옥션, E-베

이 등) 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분류가 그 자체로 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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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시장을 만들어 그 포에 상인을 입 시키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사이버몰 이용허락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에 하여는 미

국의 Inwood 테스트77)가 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자의 행

에 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 정보제공형 통신 매알선자는 자신의 명의로 통신 매를 

한 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

매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신 매를 알선하는 유형이다. 

검색엔진을 통해 상품나열식 정보제공을 하는 포털사이트78), 가격비교정보를 

문 으로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79)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형 통신 매알선자가 개입하는 경우 매자와 소비자의 계약은 별도

의 매자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부분이고, 소비자에게는 포

털사이트ㆍ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과 매자와의 계약체결이 완 히 별도

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을 인식하도록 안내된다.80) 

마지막으로 (3) 거래 여형 통신 매알선자는 자신의 명의로 통신 매를 

한 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

신 매에 한 청약의 수 등 통신 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매를 알선하는 유형이다.81) 이 유형에서는 소비자가 

77) Inwood Labs., Inc. v. Ives Labs., Inc, 456 U.S. 844, 855 (1982) 사건에서 발 한 법

리로, 제3자로 하여  상표권 침해행 를 하도록 고의 으로 유도하거나, 제3자의 

상표권 침해행 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용역 등을 공 한 경우에는 

기여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78) 를 들어 “네이버 지식쇼핑(shopping.naver.com)”, “다음 쇼핑하우

(shopping.daum.net)” 등.

79) 를 들어 에 리(www.enuri.com), 다나와(www.danawa.com) 등.

80) 일반 으로 포털사이트ㆍ가격비교사이트에서 매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사이에 

포털사이트ㆍ가격비교사이트는 오로지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소비자는 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포털사이트ㆍ가격비교사이트와 매자는 서로 련이 없

고, 제품의 매와 품질보증 등은 오로지 매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안

내문이 수  이상 게재되는 형식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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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여형 통신 매알선자의 사이트에 속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개별 통

신 매자의 물품을 선택하되 계약체결은 통일 으로 오 마켓의 화면에서 하

므로, 이들은 단순히 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정에 여하는 것이므로 통신 매 계약체결과정의 참여자로서의 지

에 선다. 

다만, 종래 정보제공형 통신 매알선자는 통신 매의 계약체결이나 이행과

정 어디에도  개입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로 하여  정보제공형 

통신 매알선자의 사이트에서 해당 ID와 비 번호를 이용해 직  물품을 구

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쿠폰의 발행, 마일리지 립, 사이버머니의 이용 

등 통신 매의 이행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지배 인 명

성이나 신용을 내세워 통신 매를 유도하기도 하는 등 통신 매에 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형 통신 매알선자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거래 여형 통신 매알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서비스

의 구체 인 내용, 고지된 책임제한 사항  약  등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법원은 “사이버몰 운 자가 입 업체의 고행 에 하여 입

업체와 공동으로 는 입 업체와 독립하여 고행 의 주체로서 행정  책

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 자와 입 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 자의 사이버몰 이용약 의 내용, 문제된 고에 하여 사이버

몰 운 자와 입 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여 정도, 고의 구체  내용은 물

론 고행 의 주체에 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 ㆍ개

별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이버몰 운 자의 고주체성을 부인

한 바 있다( 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결). 이 결에서 문제가 

된 통신 매 개자는  (2) 유형에 해당하는 ‘다음 쇼핑하우’ 으므로, 이러

한 법원의 입장이 나머지 모든 유형의 통신 매 개자에게 용될 수 있는

81) 를 들어 지마켓(www.gmarket.co.kr)이나 옥션(www.auction.co.kr), 11번가

(www.11st.co.kr), 인터 크(www.interpark.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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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1) 유형에 하여는 주체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것이나, (3) 유형에 하여는 주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한편, 이 결에 하여는 표시ㆍ 고의 부당성 단의 핵심이 소비자

의 오인성에 있다는 과 고주체의 혼동이 사업자가 자신에 한 표시ㆍ

고행 에서 비롯되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고행 의 주체에 한 단 역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상 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사이버몰 운 자와 입 업체 사이의 거래약

정의 내용이나 문제된 고에 하여 사이버몰 운 자와 입 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여 정도와 같이 일반소비자가 도 히 알 수 없는 거래내부 계까지 

고려하여 고의 주체를 단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82) 이 결은 표시ㆍ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상 행정 인 책임에 

한 사안으로 거래내부 계 등까지 고려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만약 

소비자나 제3의 권리자와의 계가 문제되었다면 거래내부 계 등까지는 

단기 으로 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8호83)

82) 나지원, “사이버몰 운 자의 표시ㆍ 고법상 책임”, 법률신문 3485호 (2005. 12. 

22).

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

보호 등에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

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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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동법의 표 과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역시 그 법문상

의 표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①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② 발견된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송을 방지 는 단하는 기술

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동법 제17조84)), 동법 시행령은 ①과 련하

여 (i)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 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ii) 온라인 자료의 특징 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 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8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와 같은 조치의무

84)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송을 방지 는 단하는 기술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다만,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 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송을 

방지하거나 단시키고자 하 으나 기술 으로 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

퓨터 등에 장된 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송 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 된 경고문구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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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되(동법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하

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 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송을 방지하거나 단시키고자 하 으나 기술 으로 히 곤란한 경

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동항 단서).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

책임에 하여 특히 ②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련하여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성에 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미 발견된 유해

물에 하여는 기술 으로 이를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명시 인 법률  의무를 부과하면서 책임면제 기 까지 두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한 일정한 조치

와 련하여서는 그 구체 인 의무 범 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를 들어 소

극  필터링으로 족한지 아니면 극  필터링까지 요구되는지 여부), 일정한 

조치를 취하 으나 그러한 조치가 기술 으로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과 련하여는 여 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2014. 11. 19.부터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도 「 기통신사업

법」 제2조 8호에 따른 기통신사업자와 리를 목 으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제3조 18호)86) 이러한 정보통신

85)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

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부 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 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 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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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은  국

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이용의 건 성ㆍ보편성 보장  인터넷 독의 

방ㆍ해소, 정보이용의 안 성  신뢰성 확보 등을 한 조항은 두고 있으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 일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면제하

고 있지는 않다.

다. 기타 법령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규정

「 자문서  자거래 기본법」 제2조 6호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 그 

부 는 일부가 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

를 “ 자거래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타인을 하여 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는 계를 하는 자로서 동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 자문서 계자로 지

정받은 자에 하여 “공인 자문서 계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거

래사업자나 공인 자문서 계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도서 법 제2조 10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송신되는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송신하는 자를 “온라인 자료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두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제3자에 한 불법행  책임문제가 그다지 발생

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두 법률에서도 이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8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정보통신서비스"란 「 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 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통신사업

자와 리를 목 으로 기통신사업자의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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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7.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일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작권법을 필두로 여러 법률에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 내지 그에 하는 개념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하여는 법률상 어느 정도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여 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요건에서 이용자의 행 에 해 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나 일단 성립한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는 명확한 기 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

통신사업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외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명시 으로 법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음란물 는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에 국한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 인 의무범 에 하여는 여

히 해석의 여지가 상당하여 다른 역에 확 용하기는 곤란하다. 한 

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요건에 해 상

세히 시하고 있지만,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

을 제로 그 책임제한에 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 인

정될 수 있는지에 하여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한편, 에서 살펴본 법률  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에서는 소  “통지  차단조치(notice & takedown)”에 해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권리침해 등에 해 피해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콘텐츠를 즉시 

차단한 경우에는 책임이 필요 으로 감면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법

상으로는 임의  감면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러한 

통지  차단조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론이나 책임 제한론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본 논문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

로, 이에 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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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해외의 입법 황

1. 미국의 경우

가. 작권법 측면에서의 논의  입법 황

미국에서는 DMCA 제정  창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고 하여 (i) 이

용자들이 직  자메시지 센터로 작동하는 앙컴퓨터나 서버컴퓨터에 속

하는 방법으로 이에 근하게 되는 형태의 자게시 서비스(BBS), (ii) 이용

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이용자 이름(ID)과 비 번호를 입력하여 원격 주 컴퓨

터에 속하되, 속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통하는 문만을 제공하게 되는 

인터넷 속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  (iii) 아메리카온라인(America 

On-Line)과 같이 인터넷 속서비스와 자게시 이 섞여 있는 형태의 세 가

지 유형의 인터넷 사업자가 거론되었다.87)

미국의 례이론은 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인터넷사업자들을 심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작권침해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되어 왔

는데, DMCA88)89)는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연방 작권법90) 제512조91)에 

87) 미국의 창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논의에 하여는, 김동진, “온라인서비

스 제공자의 책임”, CYBER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 (2003), 10~12면; 강기

, “인터넷과 련한 미국 작권법상의 제문제”, 재 자료 88집, 법원행정처

(2000) 참조.

88) DMCA 문은 http://www.copyright.gov/legislation/hr2281.pdf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89) 이 법은 크게 보아, 첫째 1996년 WIPO에서 체결한 두 개의 조약을 국내 으로 

시행하는 것, 둘째 조약상의 직 인 의무 이행은 아니지만 디지털 환경에 맞는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세부 으로는 5개 편(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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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책임 제한의 혜택을 받을 당사자를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로 규

정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되는 정보의 내용92)을 (i) 일시 인 디지

털 네트워크 통신(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ii) 시스템 캐싱

(system caching), (iii)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장

된 정보(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iv) 정보 치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로 나 어 각각 책임제한 요건

을 정하고 있다. 한편,  조항은 일시 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과 련된 

책임제한 규정의 용에 있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특정되는 치들 사이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송ㆍ수신되는 자료나 정보에 

하여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송, 라우 93)의 서비스를 제공하거

으로 되어있으며 제5편을 제외한 1, 2, 3, 4편은 각기 독자 인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WIPO 작권조약  실연ㆍ음반조약시행법(WIPO Copyright and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mplementation Act)이고, 제2편은 온라인 작권침해 

책임 제한법(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이며, 제3편은 컴

퓨터 유지ㆍ경쟁 보장법(Computer Maintenance Competition Assurance Act)이고, 제4

편은 작권 기구, 원격 학습, 도서  면책, 일시  녹음ㆍ녹화 등에 한 규정, 제

5편은 선박의 디자인에 한 보호규정이다{양재모,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

책임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3), 142면}. 

90)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in Tı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 문은 

http://www.copyright.gov/title17/circ92.pdf(최종방문 2015. 6. 20.) 는 https://www. 

law.cornell.edu/uscode/text/17(최종방문 2015. 6. 20.) 참조}.

91) 부록 1 참조.

92) 우리 작권법이나 EU 자상거래지침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에 따

라 책임제한 기 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미국 DMCA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 을 두고 있는데, 실질 인 분류 내용을 보면 단순 도 인 경우, 캐싱, 호스  

 검색엔진으로 볼 수 있어 우리 작권법이나 EU 자상거래지침상의 분류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3) 라우 (routing)이란 망에서, 각 메시지에서 목 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경로  

한 가지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과정을 말하고(네이버 지식백과 라우  검색결과), 라

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정보(패킷:packet)에 

담긴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한 통신통로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송하는 장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라이터 검색결과}가 가지고 있는 소 트

웨어  기능으로 패킷의 주소정보를 읽어 데이터를 목 지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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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한 속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좁게 정의하고{제

512조 (k)(1)(A)}, 그 밖의 경우, 즉 시스템 캐싱,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장된 정보, 정보 치검색도구의 이용에 한 책임제

한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는 “온라인서비스 는 네트워크 속의 제공자 

는 그것을 한 시설의 제공자”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재512조 

(k)(1)(B)}. 미국 DMCA의 서비스제공자에 한 후자의 정의규정은 상당히 폭

넓은 의미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에서 본 세 가지 유형의 인터넷 사업자 외

에도 야후(YAHOO!)와 같은 검색서비스제공자를 비롯하여 그 외 새로운 유형

의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94) 한, 정보

에 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트라넷  미디어회사도 서비스제

공자에 포함될 수 있다.95) 

DMCA가 유형화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일시 인 디지털 네트

워크 통신은 단순히 인터넷상의 정보 송만을 기술 으로 담당할 뿐 그 이상

의 여를 하지 않는 경우96)로, 송이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개시되고, 송, 라우 , 속의 제공 는 장이 자동화된 기

술  차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소재 선택 없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자가 작물의 수신인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간 는 송 장의 

과정에서 어떠한 복제물이라도 정된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일

반 으로 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되며, 정된 수신인을 한 경우에도 합리

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와 같은 복제물이 시스템이나 네

트워크상에 존속하지 않고, 내용의 수정 없이 작물이 송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 책임이 제한된다.

하며,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 앞뒤에 발신지ㆍ목 지ㆍ수신 

상황 등과 련한 각종 정보데이터를 덧붙인 패킷 형태로 송수신 된다(네이버 지

식백과 매일경제 라우  검색결과).

94) 김동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재 자료 99집, 법원행정처(2003), 13, 14면.

95) 이규호, “OSP의 작권침해책임 제한과 작권침해자정보공개제도”, 「인터넷 법

률」제35호, 법무부(2006), 28, 29면.

96) EU 자상거래지침상 단순 도 (mere conduit)과 같은 역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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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캐싱의 경우에는 작물이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

하여 온라인에서 근가능하게 되었고, 작물을 게시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에게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었으며, 그 시

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이용자가 근 가능하도록 할 목 으로 자동  기술  

차에 따라 작물의 장이 이루어진 경우로, 작물의 내용 수정이 없을 

것, 이용자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한 공업 표

화 데이터 송 로토콜에 맞추어 작물을 게시하면서 특정한 때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자료 갱신(refreshing), 재등록(reloading) 는 업데이트

(updating)에 한 규정을 수할 것, 일정한 조건 충족시 작물 게시자에게 

정보를 반송하는 기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 작물 게시자가 작

물에 한 속에 해 조건을 설정한 경우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의 

근을 허용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이 제한된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장된 정보인 경우97), 

서비스제공자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 작물 이용행 가 침해에 해당한다

는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거나, 침해행 가 명백하다는 을 추론

할 만한 사실이나 정황은 인식하지 못하 으며,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경우 즉

시 작물을 삭제하거나 근차단하고, 침해행 를 통제할만한 권리나 권한

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받지 않고, 작권 침해

에 한 통지나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침해행 의 목 이 되는 해당 작물

을 삭제, 근 차단하 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 치검색도구98)에 해당할 경우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장된 정보인 경우와 유사한 면책요

건을 두고 있다.

97) EU 자상거래지침상 호스 (hosting)과 같은 역할로 해석된다.

98) 인터넷상에서 경로 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서의 하이퍼텍스트링크, 디 터리의 

제공 등의 행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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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품 법상 논의  입법 황

한편, 미국에서는 명 훼손 등과 련하여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

품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99)이 용된다. 동법은 의 사

회  기 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에 의해 성 인 행  

등을 묘사하는 기술 등(제223조)이나 미성년자에 하여 유해한 소재(제231

조)에 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법(common law)에 기원을 둔 미국에서의 명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

는 고의 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 와 구별되는 제3의 불법행  역으로 다

루어져 왔다.100) 이에 따라 명 훼손에 하여는 1차  발언자의 책임(primary 

speaker liability)과 타인의 발언을 달한 간매체(intermediaries)의 책임으로 

나 고, 후자의 책임 여부  그 범 는 그 개자가 발행인(publisher), 배포

자(distributor), 도 (conduit)의 3가지 유형  어느 유형에 따라 속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101) 발행인은 신문사와 같이 발행하는 내용에 하여 편집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말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본래의 표 물을 창작한 자와 동등

한 수 의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진다. 배포자는 서 매상과 같이 원칙

으로 그 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99) 1996년 미 의회는 새로운 통신 기술들에 한 규제를 이고, 신속한 기술도입을 

진하기 해 1996년 기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 고, 이 법

안  제5편(Title V)은 공청회 후 집행 원회와 토론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1996

년 통신품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러한 통

신품 법 제정 경   통신품 법 제정  미국에서의 논의에 하여는, 박정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 법 제230조와 비교법  에

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2012. 12.), 514~518면 참조.

100) 시진국, 註 22)의 논문, 339면.

101) David S. Ardia, “FREE SPEECH SAVIOR OR SHIELD FOR SCOUNDRELS: AN 

EMPIRICAL STUDY OF INTERMEDIARY IMMUNITY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Winter 2010), pp. 392~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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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때에 한하여 발행인과 같은 엄격 책임을 진다. 한편, 공 통신업자는 

화회사와 같이 그 내용의 배포에 한 기계 인 의미의 역무만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내용에 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102)  

이러한 명 훼손에 한 특수한 법리가 통신품 법에 반 되어, 동법은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생성 등에 여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 이동을 매

개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제3의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의 발행인(publisher) 내지 발언자(speaker)로 취 되지 않는다는 을 명시하여 

면책하고 있고, 한 유해 정보에 한 속이나 근가능성을 제한하기 

한 자발 인 조치를 선의로 취한 경우 등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230조)103). 즉, 통신품 법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행 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규제하는 구

조를 취하고 있다.104)

다. 기타 역에서의 논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작권법 측면에서는 DMCA가, 인

격권 침해 등에 하여는 통신품 법이 용되나, 그 외의 역과 련하여

서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 등 기타 역에 하

여는, 해당 역 고유의 간 책임 법리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상표권 침해와 련하여서는 상표법 고유의 기여책임 

법리로 발 되어 온 Inwood 테스트105) 등을 근거로 간 책임 여부가 단되

102) 권 , “명 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서울 학교 기술과법 센터(2006. 3.), 50면.

1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된 제230조는 부록 2 참조; 통신품 법 문

은 http://transition.fcc.gov/Reports/tcom1996.pdf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104) Nicholas Conlon, “FREEDOM TO FILTER VERSUS USER CONTROL: LIMITING 

THE SCOPE OF § 230(C)(2) IMMUNITY”, University of Illinois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Spring, 2014), p. 116.

105) 註 77) 참조.



- 51 -

어 왔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원 인 규정

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입법 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경우

가. EU 자상거래지침

유럽연합에서는 EU 자상거래지침106)107)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에 하여 일 으로 정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작권과 명 훼손 등 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규정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분야의 법

한 행 에 해 하나의 지침으로 통일 으로 규율한다.108) 

10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에 하여는 부록 3 참

조; EU 자상거래지침 문은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eu/eu107en.pdf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107) EU 자상거래지침이 제정되기  유럽 각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과 련하여  서로 다른 기 에 따른 여러 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를 들어 독

일에서는 Graf v. Microsoft GmbH, OLGZ Cologne, No. 15 U 221/01, 국에서는 

Godfrey v. Demon Internet, Q.B. No. 1998-G-No. 30, Mar. 26, 1999 (London High 

Court)  랑스에서는 Lefebure v. Lacambr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Ref. 55181/98, No. 1/JP (June 9, 1998) 등인데, 이에 한 역내 법률의 조화가 필요

하다는 을 인식하여 EU 자상거래지침이 제정되기에 이르 다고 한다{Michael 

L. RustadㆍThomas H. Koenig, “ HARMONIZING INTERNET LAW: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Internet Law 9 No. 11, Aspen Publishers, Inc.(2006. 5.), 

CONFLICTING ONLINE INTERMEDIARY LAW 참조}.

108) 만약 미국과 같이 법률분야마다 다른 책임체제를 용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고객들의 통신을 분석하여 작권이 용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그 외의 법

률이 용되는 정보인지를 확인하여 다른 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결

과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기 으로 만들 험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Rosa Julia-Barcelo, “Liability for Online Intermediaries: A European Perspective”, Eur. 

Intell. Prop. Rev.(1998), pp. 453~463{박정훈, 註 47)의 논문, 53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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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송ㆍ 장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  의무, 법행 를 나타내는 사실ㆍ상황을 극 으로 탐지할 일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5조)109)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

보를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송하거나 통신네트워크에 속을 제공하는 단순

한 도 (mere conduit, 제12조), ②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네트워크상

에서 송하는 캐싱(caching, 제13조)  ③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장하

는 호스 (hosting, 제14조)으로 나 어 각각 면책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EU 자상거래지침에 의하면, 우선 ① 송을 개시하지 않고, 송받는 수

신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송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단순 

도 인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유무선 화서비스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에는 단순한 달자

로서 수동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단순도 의 지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극 ㆍ직 으로 불법행 에 개입

하지 않는 한 완 히 면책된다. ② 캐싱의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정보에 근하는 조건에 따라 정보의 갱신에 한 업계에서 리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을 따르며, 정보의 이용에 한 데이터를 얻기 해 업계에서 

리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는 기술의 합리 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송 

발신자의 정보가 삭제되거나 는 그 정보에 근이 정지되어, 법원이나 행

정청으로부터 그러한 삭제, 근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실제로 안 때 즉

시 장된 정보의 삭제ㆍ 근 지를 한 경우, ③ 호스 의 경우에는 법한 

행 ㆍ정보에 한 실 인 인식이 없고 법한 행 ㆍ정보가 명백하게 된 

사실ㆍ상황에 한 인식이 없으며, 그러한 인식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정

보의 삭제ㆍ 근 지를 한 경우 각각 면책된다. 다만, EU 자상거래지침은 

109) 다만 이용자들로부터 불법행 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으로 련 당국에

게 알려주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있

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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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MCA와 달리 통지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 면책을 규정하

고 있지 않고, 다만 가맹국들에게 이 제도 도입 여부에 한 재량을 부여하

고 있을 뿐이다(제14조 제3항). 

한편, EU 자상거래지침은 검색엔진과 같은 정보 치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

다. EU 자상거래지침이 수평  규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결과 검색엔진의 경

우에도 별도의 특별규정 없이도 EU 자상거래지침이 정하는 다른 유형의 인

터넷 개자에 포섭시켜 실질  인식이 없는 이상 면책시킬 수 있을 것이나, 

유럽연합은 2007. 11. 12.자 인터넷 개자의 책임에 한 연구(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최종보고서(Final Report)110)에서, EU 자상

거래지침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동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형사

책임, 검색엔진ㆍ하이퍼링크, 지가처분 등에 해 가맹국의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 다.111)

나. 유럽연합 가맹국의 국내법112)

110) 유럽연합은 EU 자상거래지침을 용하면서, 인터넷 개자의 책임에 한 조항

의 용과 경제  효과에 하여 두 번의 연구를 시행하 는데, 그  두 번째 연

구 결과가 최종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었다. 최종보고서는 보고서 본문과 EU가맹국 

25개국의 황에 한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보고서  각국 보고서 문

은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e-commerce/directive/index_en.htm 참조(최종방문 

2015. 7. 2.)

111) 유럽연합 2007. 11. 12.자 인터넷 개자의 책임에 한 연구 최종보고서(註 

110), 17면~23면

112)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Richtlinie)은 EU기구가 제정하는 아주 독특한 기술

인 규범으로,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추구하여야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각 회원국들이 국내입법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의 실 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표 인 규범이다. 유럽공동체조약은 지침이 각 회원국들에게 ‘달성될 결과’에 

해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그 ‘형식과 방법’은 회원국에게 맡겨두었다{「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기능에 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제288조 제3문 “A directive shall be binding, 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upon each Member state to which it is addresse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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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는 2007. 3. 1. 발효된 통신미디어법(Telemediengesetz)113)114)에서 

온라인과 미디어서비스가 융합된 통신미디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115) 

온라인서비스(Teledienst)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를 구별하고 있는 기존

의 규정들에서는 온라인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

는 상품  용역의 제공이고 미디어서비스는 뉴스잡지  신문의 온라인서비

스와 같이 특별한 언론과 련되는 에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 동법은 이러

한 구별을 두지 않고 통일 인 “통신미디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게 되었는

데, 이에 따라 통신(Telecommunikation), 온라인서비스(Telediensten), 미디어서

비스(Mediendiensten)와 방송(Rundfunk)의 상 개념으로서 자  송의 종류, 

내용  형식과는 상 없이 규정한다고 한다.116) 이 개정은 유럽연합이 채택

shall leave to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choice of form and methods.”}고 한다. 즉 

지침은 규범자체에 일반  구속력이 없고 해당회원국들에 공동의 목표달성을 해 

지침의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 범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이때 지침을 어떻

게 국내법으로 환할 것인가 하는 ‘형식과 방법(form and methods)’은 회원국이 

알아서 할 문제로, 이를테면 지침을 수용하기 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기

존의 법률에 해당조문을 부가할 수도 있으며 행정명령으로 정할수도 있다고 한다

{송호 , “유럽연합(EU) 차원의 사법통일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2010. 8.), 131면, 132면}.

113) 독일법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임규철, “독일 ‘ 자정보  통신서비스법’”,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2011. 2.) 참조.

114) 독일 통신미디어법 문은 http://www.gesetze-im-internet.de/tmg/ 참조(최종방문 

2015. 7. 2.).

115) 독일은 미국의 례를 참조하여 이미 1997년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을 제정하면서, 그  제1편에 통신서비스법

(Teledienstegesetz)을 담고 있었는데, 그 후 EU 자상거래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법을 폐지하고 새로 입법화하 다고 한다. 독일의 입법 경  등에 한 보다 상세

한 설명은 박정훈, 註 47)의 논문, 549~553면; Gerald Spindler, “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EUROPEAN UNION COUNTRY 

REPORT—GERMANY (2007),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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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자상거래지침을 국내 입법한 것이어서, 앞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가 

유사한 규정을 두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해 보면, 

유해정보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미디어서비스라는 측면으

로, 작권침해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라는 측

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독일의 통신미디어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기의 정보를 이용에 제공

한 때에는 일반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인 정보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 ① 속매개(Zugangsvermittlung), 

② 캐싱(Caching), ③ 호스 (Hosting)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책 범

를 규정하고 있다.117) 통신미디어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송되

거나 장되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법행 를 나타내는 상황을 탐지할 일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EU 자상거래지침상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

에 근할 수 있도록 통신을 가능  하는 단순도 에 상응하는 속매개의 

경우 송을 개시하거나 송의 상 방을 선택하거나 송되는 정보를 선택

ㆍ개변하지 않은 이상 면책된다고 하고, 정보의 신속한 송을 한 간  

보존행 를 하는 캐싱의 경우 정보를 개변하지 않고 업계에 리 인식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정보의 이용과 근을 허용하고 기술의 합리  이용을 방

해하지 않으며, 법원 등으로부터 지명령이 있는 경우 즉시 장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근 지조치를 취할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보 

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 의 경우에는 법행 에 한 인식이 없고, 

법행  는 법행 를 명백히 하는 사정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삭제하거

나 근 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된다고 한다.

116)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 , “독일 통신미디어법의 새로운 틀과 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역에 한 사 필터링의 역할을 심으로”, 로벌 

KHU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2009. 5.) 참조.

117) 독일 통신미디어법에 한 설명은, 이래 , “유튜 의 작권 간 책임 규정 논

의 : 미국-독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련 례를 통한 비교법  고찰”,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14), 46, 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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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의 경우

랑스에서는 2004년 제정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용에 한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이하 

“디지털 경제법”)」118)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규정한다. 동법은 EU

자상거래지침을 반 하여, 제6조 I. 2.  3.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공 에게 공개한 정보와 련하여 불법성 는 

그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사실이나 상황을 실제로 알지 못하 고, 이를 안 

뒤 즉시 삭제  속차단 조치를 취하 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6조 I. 7.에서는 일반  감시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법 제6조 I. 7. (3)  (4)는 이용자로 하여  반인륜  범죄, 테러, 인종차

별, 아동 음란물 등과 련한 게시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

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  감시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이용

자로 하여  이러한 불법  행 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한

편, 제6조 I. 5.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 사항, 침해 게시물의 내용  

정확한 치, 법률 규정 등을 포함한 침해 사유  게시자에 한 삭제 요청 

사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침해에 한 고지를 받았을 때,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제3자의 침해행 에 하여 인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119) 

한편, 랑스에서는 소  “창작과 인터넷(Création et internet)” 법률이 시행

된 바 있었다. 이는 작물 침해행  담독립행정기 으로서 “인터넷상 권리

보호와 작물 배포를 한 고 국(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약칭 ‘HADOPI’)”을 창설하여 종  다른 

118) 문은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801164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119) 랑스 디지털 경제법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Thibault Verbiest, “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EUROPEAN UNION 

COUNTRY REPORT—FRANCE (2007), pp. 2,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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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HADOPI로 이 하여 그 업무 범 와 역할을 확

하는 것이었고, HADOPI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종래 인터넷상에서 불법으

로 작권을 침해해오던 이용자 등에 해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던 것에서 

벗어나, 단계 인 행정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계도하고자 한다는 이 HADOPI

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내용이라고 한다.120) 그러나 HADOPI법에 하여

는 헌이라는 비 의 목소리가 높았고, 랑스 헌법 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법률  일부에 해 헌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2013년 하

반기 HADOPI법에 따른 정책이 종료되었다.121)

3.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

の開示に関する法律”122) 약칭 “ 로바이더(provider) 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

責任制限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은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해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 특

정 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발신자정보의 개시 청구권에 

해 정하고 있다.  법은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명 훼손과 작권침해의 

경우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증가로 법한 정

보가 송신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회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 범 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 한 정보의 유통을 진시키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123) 

120) 양 승, “P2P에 한 랑스의 법  규제”, 인터넷法律 통권 제47호, 법무부

(2009. 7.), 124~127면.

121) 김경숙, “ISP 책임제한과 단계  응(Graduated Response)”, (Monthly)Cstory. 통권 

45호 (2014. 3.), 33, 34면.

122) 문은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 

_YOMI=%82%c6&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NO_NO=&H

FILE_NAME=H13HO137&H_RYAKU=1&H_CTG=1&H_YOMI_GUN=2&H_CTG_GUN

=1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123) 總務 電氣通信利用環境整備室,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逐條解說とガイド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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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우선 불특정자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의 송

신(공 에 의해 직  수신될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의 송신을 제외)을 

‘특정 기통신’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항 1호)124), 특정 기통신용으로 제

공되는 기통신설비를 ‘특정 기통신설비’라고 하며(동항 2호), 특정 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그 특정 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

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동항 3

호). 한 동법은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 기통신설비의 기

록매체(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는 경우에 한

함)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는 당해 특정 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당해 송신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는 경우에 한함)에 정보를 입력

한 자를 ‘발신자’로 정의하고 있다(동항 4호). 즉, 일본의 로바이더 책임제

한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에게 수신될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의 송신을 행하는 자는 특정 기통

신역무제공자로 정의하면서, 이와는 비하여 실제 정보를 기록하거나 입력

한 자는 발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용되는 특정 기통신은 불특

-, 第一法規出版(2003), 5~9면.

124)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 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 号に定めるところ

による。

一 　 特定電気通信　 不特定の者によっ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電気通

信事業法 （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一号 に規定する電気通信をい

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 信（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

する電気通信の 信を除く。）をいう。

二 　 特定電気通信設備　 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電気通信設備（電気通信事業法第

二条第二号 に規定する電気通信設備をいう。）をいう。

三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　 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て他人の通信を媒介し、その他

特定電気通信設備を他人の通信の用に供する者をいう。

四 　 発信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用いる特定電気通信設備の記録媒体（当該記録

媒体に記録された情報が不特定の者に 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記録し、又

は当該特定電気通信設備の 信装置（当該 信装置に入力された情報が不特定の者に

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入力した者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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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 으로 하는 기통신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의 웹페이지, 자게시  등은 규율 상이지만, 자메일과 같은 1 1 통

신은 포함되지 않는다.125) 한,  법에서 말하는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는 

리목 의 주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학이나 공공단체도 에서 말한 특

정 기통신역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126) 

동법은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라,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해당 특정 기통신용으로 제공된 특정 기통

신설비를 이용한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 계역무제공자”)는 그에 따

라 발생한 손해에 하여는, 권리 침해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지 않도

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한 경우에 있어, (i) 당해 계

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

해된 것을 알았을 때, 는 (ii) 당해 계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는 경우로, 당해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

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1

항), 단서 조항에서는 해당 계역무제공자가 당해 권리 침해 정보의 발신자

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한 동법은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가,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

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있어, 당해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

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하여는, 당해 조치가 당해 정보가 불특정

자에게 송신되지 않도록 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i) 당해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

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믿은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는 (ii) 특정 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침해하 다는 정보를 가리키며 당해 특

125) 總務 電氣通信利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17면.

126) 總務 電氣通信利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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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통신역무제공자에 하여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도

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정보의 발

신자에 하여 당해 침해정보 등을 가리키며 당해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를 조회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신자가 당해 조회를 받

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 음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때

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127) 이와 같이 정보송신방

127) （損害賠償責任の制限）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利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

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

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

は、権利を侵害した情報の不特定の者に対する 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

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

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利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

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利が侵

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

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利が侵害されているこ

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理由があるとき。

２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 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

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 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

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不特定の者に対する 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

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

償の責めに任じない。

一 　 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

権利が不当に侵害されていると信じるに足りる相当の理由があったとき。

二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権利を侵害されたとする者から、当

該権利を侵害したとする情報（以下この号及び第四条において「侵害情報」とい

う。）、侵害されたとする権利及び権利が侵害されたとする理由（以下この号におい

て「侵害情報等」という。）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し侵害情報の

信を防止する措置（以下この号において「 信防止措置」という。）を講ずるよう

申出があった場合に、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侵害情報の発信者に対し

当該侵害情報等を示して当該 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するかどうかを照会し

た場合において、当該発信者が当該照会を受けた日から七日を経過しても当該発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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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치로 인하여 정보 발신자에 하여 부담할 수 있는 책임 기 을 정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한 조치를 주 하지 말

고 스스로의 단에 따라 하게 응하도록 유도하기 한 것이다.128) 

다만,  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기 을 충족하 다고 하여 바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 인 작 의

무의 존재나 인과 계 등 불법행  성립 요건에 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129) 

第4節 小結

재까지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이 통설 인 입장에서 명확히 정립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P2P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례는 

당연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학설상으로는 순수한 

P2P 방식의 경우에는 앙 서버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30) 게다가 종래에는 생각하지 못한 여

から当該 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しない旨の申出がなかったとき。

128) 總務 電氣通信利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32면.

129) 丸橋透, “プロバイダ責任の制限と發信者情報の開示 : プロバイダの時點を中心と

した,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

法律の解體說”, 判例タイムズ 53권 13호 (2002. 5.), 60면.

130) 이규홍, 註 17)의 논문, 177~194면에 의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이 이용자가 

앙서버에 속하여 그 서버로부터 서버 안에 장된 정보를 받는 것임에 비해

(서버  이용자 개인；server-to-client), P2P방식은 속자의 컴퓨터가 서버의 역할

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앙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속자들 사이에 직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방식(개인  개인；peer-to-peer, 이하 “P2P”)이다. P2P방

식은 연결방식에 따라 Pure P2P(순수 P2P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개인끼리만 연결

된 형태로 간매개자를 거치지 않는 고유한 의미의 P2P기술, Gnutella 계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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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는 기술의 발 이나 사회경제  필요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등장

할 것이므로, 이들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하

여는 아직까지 본격 인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해외 각국의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포 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제한의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내용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 나 책임 제한이 실질 으로 

요하므로 이에 집 하여 규정화가 이루어진 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미를 악하고 범 를 확정하는데 미흡하다는 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종래

의 규정을 모두 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하여는 여 히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넓게 악하여 이용자가 온

Grokster)과 Hybrid P2P(혼합형 P2P : PC끼리의 상호연락을 원활하게 해주는 서버

가 개입되는 형태, Napster 계열)로 분류되고, 세 별로는 1세 (1  1 방식 : 

Napster, 소리바다 등이 택한 방식으로 PC와 PC를 1  1로 직  연결하되 연결에 

필요한 사  정보나 콘텐츠 항목을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서 리하는 방식), 2세

(서버 리를 배제하고 철 하게 이용자들이 주도하는 1  1 네트워킹 방식), 3세

(분산처리, 다 다 방식 : 2세  P2P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반면, 3세  P2P에서는 다수자로부터 동시에 송받게 되고, 한 2세  P2P

에서는 간에 송이 끊길 경우 다시 속해야만 했지만, 3세  P2P에서는 다수

의 속자로부터 데이터를 송받기 때문에 한두 명이 속을 끊어도 안정 으로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음)로 나뉜다. 

이에 따라 박 석, 註 10)의 책, 372면은, Napster의 경우는 운 자가 P2P 소

트웨어를 공 하는 외에도 앙서버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로그인 정보나 일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므로 P2P 서비스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Gnutella계열에 속하는 Grokster는 앙서버에 의한 지속 인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들은 단순히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P2P 소 트웨

어를 다운로드 받을 뿐이므로 P2P 소 트웨어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P2P 서비스

제공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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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든 자를 포 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임 근거론  구체 인 책임 기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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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한 검토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약책임과 불법행 책임

1. 계약에 근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가. 계약책임의 확  경향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인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당연히 해당 계약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서비스 범 가 확 됨에 따라, 종래 통 으로 다수의  이

용자에 의해 이루어졌던 행 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를 들어, 에는 P2P 서비스나 웹하드 등을 이용

하여 다수의 개인 업로더(uploader)가 온라인에 게시하던 콘텐츠를, 이제는 포

털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콘텐츠 제공자로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오 마켓의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지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매를 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구체 인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합 포인트 제도 등을 리하면서 보다 극 으로 

매행 에 여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약책임은 크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를 들어 다운로더(downloader)}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나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생산자’( 를 들어 업로더)로서의 이용자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나.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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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 약 에 따른 계약 계 형성

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

이나 이용자 개인정보취 에 한 약 에 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계는 주로 이러한 약 의 

내용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 약  주요 내용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는 

개념이고, 각각의 서비스 내용과 범 도 다르다. 따라서 각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이용약  역시 각각의 서비스 내용, 범 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다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주로 ① 계약의 성립, ② 회원정보의 

보호, 리  사용범 , ③ 회원에 한 통지, ④ 회원의 법령 등 수 의무 

 이용제한 근거, ⑤ 게시물의 작권 귀속, ⑥ 유료 서비스의 이용, ⑦ 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을 약 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131) 이에 덧붙여 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 인 내용도 약

의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 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내용이 회사 측

의 일방 인 통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취 에 한 약  주요 내용

해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시 별다른 개인

131) 를 들어, 국내 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경우, 이용계약 

체결, 회원정보의 변경,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와 회원의 의무,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게시물의 작권, 책임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네이버 이용약 ”을 비롯하

여, 유료 서비스 이용에 한 “네이버 유료 이용약 ”, 치정보사업 는 치기

반서비스사업과 련한 “네이버 치정보 이용약 ”, 개인정보보호에 한 “개인정

보취 방침” 등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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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유효하게 작동하는 자 우편 주소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시 

생년월일, 주소, 화번호 등을 비롯한 범 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32)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

게 되고, 이에 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용됨은 물론이나, 각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이와는 별도로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법, ② 개인정

보 수집 목 ,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④ 개인정보 취 탁, ⑤ 개인정

보의 보 기간  기 등을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취 에 한 약 을 별도

로 마련하고 있다.

(4) 기타 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반 이용약 과 개인정보취 에 한 약  외에도, 

개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유료 서비스를 한 이용약 , 청소년 보호정책 등

도 약  내지 약  유사한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공하는 서비스의 범 가 넓어지고 그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라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용되는 약 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단체나 상  회 등에서 온라인서

비스 제공시 용될 수 있는 표 규약이나 약 을 정해 이를 수하도록 지

도하기도 한다.

다. 생산자로서의 이용자와의 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약 에 따른 계약 계의 형성

132) 다만, 모든 서비스 이용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 인 검색 

등에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블로그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등 특수한 경

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 신설로 주

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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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각 

이용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는 하나, 직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133)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생산자로서의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등을 장하여 다른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에게 노출함으로써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뿐

이며, 생산자로서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할 때 여하지 않는다.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는 생산자로서의 이용자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생산자로

서의 이용자에게 범 한 자유를 부여하며, 모든 책임을 실제 게재한 자에

게 부과한다. 이러한 계약 계 역시 약 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고,134)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약 에 생산자로서의 이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게시한 정

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콘텐츠를 게시하여 생산자의 입장이 되

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약 은 이용자가 게시한 정

보에 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주로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 자체에 한 

작권 등 권리는 여 히 이용자에게 귀속되나, 그에 한 법률상 책임도 모

두 이용자가 부담하되, 해당 게시물이 법령에 반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권 행사와 이용자의 권리

여기서 생산자로서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행

에 해 자신의 합법 인 행 에 한 부당한 통제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133)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화사, 방송사, 음반제작자 등과 직 으

로 콘텐츠 제공에 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에 

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의 계약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134) 를 들어, 에서 살펴본 네이버의 경우, 개별 서비스에 따라 “검색 고 서비스 

이용약 ”, “지식쇼핑 고주 이용약 ” 등을 운 하고 있다.



- 68 -

있을 것이다. 생산자로서의 이용자와의 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소  

“손담비 미쳤어 UGC 동 상” 사건을 들 수 있다.135) 본 사안에서 원고는 자

신의 다섯 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

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작권 침해를 이유로 블로그 공간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게시 단 조치를 당하자, 한국음악 작권

회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136) 이에 

하여 법원은 UG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 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 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한국음악 작권 회에 한 청구를 일

부 인용하 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는, 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작물 게시를 지시킬 의무가 있고 법령에 따라 해당 동 상 게

시를 단했으며, 원고에게 재게시 차도 안내한 만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 다.137)

2. 불법행 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가. 단순불법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특정 작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경우, 

명 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상표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직  게재한 

1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결.

136) 참고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문제된 바 있었다{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녀의 어린 

딸이 “Prince”라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 약 30 가량을 녹화하여 

YouTube에 게시하 는데, YouTube는 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차단하 다. 이에 

원고는 잘못된 작권 행사를 이유로 작권자에 해 소를 제기하 고, 법원은 

작권자가 통지  차단조치를 요청하기  해당 게시물이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단해야 한다고 시하 다.

137) 이 사건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하여는, 우지숙, “ 작권법상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한 복제ㆍ 송의 단  재개 요청 차의 문제 에 한 연구”, 

계간 작권 제89호, 작권 원회(2010. 3.), 76,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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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별히 용되는 면책규정 없이 스스로 

자신의 행 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한 근거규정은 민법 제750

조 불법행 책임이 된다. 한편, 국내외의 례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게재 등의 행 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

비스 내용을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  불법행  책임을 추궁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것과 같이 

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이용자의 게재 등 행 가 작물의 사

 이용 등에 해당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하여는 

아래 제3 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나. 공동불법행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가상공간이나 온라인에 

속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등 도구만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와 같이 제공된 

가상공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상품 정보, 음악, 동 상 등을 게재할 

뿐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독으로 불법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반 이용자의 행 에 

가담한 형태로 불법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래 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Uploader)의 행 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

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생산자와 함께 제3자에 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第2節 이용자의 불법행 에 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정보의 발신자로서 행 한 경우라면, 당연히 

직 행 자로서 그에 따른 법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발신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이를 배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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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정보 발신행 를 직 으로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 행 자로서 단순 불법행 책임을 추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

치 않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이용자가 한 불법행 에 해 어

떠한 근거에서 법 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각국에서 문제되어 왔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해외 각국의 입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종류와 개념을 정하면서 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만을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책임 근거에 하여는 여 히 이론상 논의에 맡겨

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여는, 통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주로 그 이용자의 행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 으로 이용자나 제3자에게 용역이나 재회

를 제공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의 근거에 

하여는 주로 간 책임이나 책임의 법리 등이 논의되어 왔고, 우리 

례는 작권침해나 명 훼손 등 여타 권리침해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방조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질을 

가리고 있어 통일  입장을 이미 취하고 있으므로, 책임 근거에 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138)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우리나라 례가 항상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직 으로 이용자와 계를 맺고 서비스 

제공행 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원격 장 비디오 장장치에 

련한 사안이나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고 서비스 등 이용자의 불법행

에 하여도 간 책임이나 책임 법리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 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행 와 

련하여 제3의 권리자에 해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에 하여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8) 박 석,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2008), 19면,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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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근거에 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역시 최근

에는 입장을 다소 변경하여, 우리나라의 민사법에서는 방조범이 의미있게 취

되는 형사 분야와는 달리 복수당사자가 여한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여

도에 따라 이를 직 침해자와 간 침해자로 이원화하여 구별하는 사고방식이 

친숙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설령 방조에 의한 침해행 로 인정되더라도 실

질 인 법  효과에서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의의 공동불법행 자와 차

이가 없으며 결국 직 침해와 간 침해를 구별할 별다른 실익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침해의 결과만을 기 으로 책임을 추궁

하게 될지 아니면 일정한 인식 는 과실 등 주  사정까지 고려할지 여

부, 이른바 책임제한 조항이 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하여는 여 히 

직 침해와 간 침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139)14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하여는 국내 학설상 심도있게 논의

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된다. 이에 하여 2000년  반의 학설 

에서는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 에 근거를 두는 견해141), 

139) 박 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그 지  (II) - 키워드 검색 고에

서 상표를 직  사용한 자는 구인가? -”, 스티스 통권 제122호(2011. 2.), 

188~191면.

140)  견해는 박 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권 침해책임에 한 한국에서의 

입법  례 분석”, 창작과 권리 63호(2011. 6), 108면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과 련하여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침해행 를 범하 는지 문제

되는 사안, ② 이용자가 침해행 를 범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바지한 행

가 비난받는 사안  ③  2개의 사안  어느 것에 속하는지조차 문제가 되는 

새로운 사안 등으로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141) 이충훈, “ 자거래 여자의 민사법  지 ”, 연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0. 8.), 131면. 이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한 정보의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제공하

는 정보의 내용 는 품질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품질을 리하기 하여 회원을 리ㆍ감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분의 경우 약 을 통하여 자신의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이용고객의 의무에 배된다고 단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 통지 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문제행 를 한 회원에 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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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작 범에 한 형법 제18조가 련된다는 견해142), (iii) 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공법에 근거하는 견해, (iv) 민법 제750조의 변용된 운용으로 

족하다는 견해, (v) 민법상 의의 공동불법행 에 근거를 두는 견해143)  

(vi)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에 근거를 두는 견해144) 등이 있다고 

한다.145)

그러나 우선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 에 근거를 두는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사이의 약 에 의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의 피해자 사이에서의 불법행  계까지 규율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부당할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약 상 삭제

권한을 갖는다는 을 근거로 삭제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도 타

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ii) 부작 범에 한 형법 제18조가 련된다는 견해

는 우리 형법이 “ 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 로 인하여 

험발생을 야기한 자가 그 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종의 조리상 작 의무의 근거로 

들 수 있다는 에서는 참고할 만하나, 민사상 책임 여부 단에 형법상 규

정을 근거로 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iii) 기통신사업법, 정

보통신망법 등 공법에 근거하는 견해는 비교  구체 인 기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특별법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2) 김동진, 註 87)의 논문, 48, 49면.

143) 안기순, “ 작권침해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정보법학회 2002. 4. 

15. 제1회 사례세미나 발표문, 16면{박 석, 註 10)의 책, 58면에서 재인용}.

144) 이규홍, 註 17)의 논문, 211면. 이 견해는 교사에 의한 공동불법행 도 가능하다

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교사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45) (iii)~(iv)의 견해는 강학상 제시된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견해가 주장된 바는 없

다고 한다{박 석, 註 10)의 책, 54~58면}.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례  민법 제

750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 하이텔 사건, 청도군 사건  싸이월드 사건은 (iv)의 

입장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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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책임근거를 설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책임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iv) 민법 제750조의 변용된 운용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v) 민법상 의의 공

동불법행 에 근거를 두는 견해는 우리 민법상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에

서는 타당하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제

3의 이용자의 행 로 인하여 간 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을 간

과하 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는 에서 부당하다. 결국 (vi)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에 근거를 두

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3자에 한 책임은 불법행  이

론, 특히 공동불법행 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고, 결론 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에 근거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우리나라 례

를 분석해 보면, 공동불법행  이론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를 악해 보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이를 이론 인 에서까지 정

치하게 정리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  공동불법행 에 

한 민법 이론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조에 하여 살펴보고, 

이를 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한 국내외에서의 논의에 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第3節 민법상 공동불법행  이론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검토

1. 공동불법행  이론 개

가. 공동불법행 의 유형  성립요건



- 74 -

수인이 여하는 행 로 인하여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 를 공동

불법행 라고 하며, 우리 민법상 공동불법행 에 하여는 제760조146)가 규정

하고 있다.147) 제760조는 모두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의의 

공동불법행 (제1항),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 (제2항)  교사ㆍ방조에 의

한 공동불법행 (제3항)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148) 

공동불법행 가 성립하기 하여는 각 가해자의 행 가 일반불법행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따라서 각 행 자에게 고의 내지 과실, 책

임능력, 인과 계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동불법행 의 경우에도 일

반 불법행 와 마찬가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일반불법행  규정(민

법 제750조) 외에 별도로 공동불법행 에 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가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독립 인 수개의 행

가 되는 것보다 상호간의 상승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손해가 확 되거나 행 자의 유책비난성이 높게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요성이 증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피해자가 불법행 에 한 입증책임

을 지는 구조에서는 다수의 행 자의 각 행 와 손해와의 명확한 인과 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한 것이라고 한

다.149) 즉, 원래의 불법행 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기 행 와

146) 제760조(공동불법행 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 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   어느 자의 행 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 자로 본다.

147)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공동불법행 에 한 규정 체계가 다른데, 이

에 한 상세한 설명은, 박 서 편집 표, 「주석 민법」채권각칙 8, 한국사법행정

학회(2000), 490~494면(오병철 집필부분); 박성호,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 인

권과 정의 제296호(2001. 4.), 108~111면 등 참조. 참고로 랑스의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 에 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 에 한 조항

(Code Civil 제1382조 이하)으로 해결하고 있다.

148) 박 서 편집 표, 註 147)의 책, 496~497면(오병철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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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인과 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인과 계

가 있는 손해에 해서도 자기행 가 기여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공동불법행 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자기행 와 직 인 인과 계

가 없는 손해에 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자기의 행 가 기여한 한

도를 과하는 손해에 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것이 바로 공

동불법행 의 경우 인정되는 특칙이라는 것이다.15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 의 유형  특히 

의의 공동불법행 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하에서는 이 두 가지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의의 공동불법행 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1) 의의 공동불법행

공동불법행   의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하기 하여는 각 행 자 사

이에 행 의 련공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련공동성의 의미와 련하

여서는 (i) 불법행 제도 본래의 목 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수인의 행

가 객 으로 련공동하여 모두 당해 가해행 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한, 주  공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각 행 자의 행 가 객 으로 련공동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객

 공동설과 (ii)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의 불법행 ’는 같은 조 제2항

에서 ‘공동 아닌 수인의 행 ’라는 과 비교할 때 주  공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된다는 , 의의 공동불법행 자의 책임가  근거는 

수인이 의식 으로 합세하므로 유책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에 있다는  등

149) 박 서 편집 표, 註 147)의 책, 489면(오병철 집필부분); 김 규ㆍ서인복, “공동

불법행 의 성립요건” 기업법연구 제11집(2002. 12.), 285~287면.

150) 박주 , “공동불법행 의 책임체계”, 서강 학교 석사학  논문(2003. 8.), 41면,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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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수인 간에 의사의 공동이 존재하는 불법행 라고 이해하는 주

 공동설의 립이 있고, 객  공동설이 다수설이자 례151)의 태도이

다.152)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사안에서도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

동불법행 가 성립하려면 행 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 공동의 인식까

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 으로 보아 피해자에 한 권리침해가 공동으

로 행하여지고 그 행 가 손해발생에 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한 그 각 행 는 독립 으로 불법행 에 해당하여

야 할 것( 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결, 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결 등 참조)”이라고 시함으로써 객  공동설의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15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처음부터 이용자와 사이에 주  공동 계를 가

지고 불법행 에 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실 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확 하여 익명 내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행 에 해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51) 법원 1982. 6. 8. 81다카1130 등의 례에서 이러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례의 태도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학동, “공동불법행 에 한 연구 - ‘공

동’의 의미에 한 례를 심으로 -”, 비교사법 제10권 2호 통권 21호(2003), 195

면 이하 참조.

152) 의의 공동불법행  성립요건  련공동성에 한 학설과 례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 서 편집 표, 註 147)의 책, 503~507면(오병철 집필부분); 정진

명, “공동불법행 책임”, Jurist 통권 412호 Jurist Plus 4호(2007. 2.), 47, 48면 참조.

153) 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결{소  ‘소리바다 1 사건’ 항소심 

결, 아래 제4장 제4  2. 나. (1) (가)항 참조}  서울 앙지법 2008.11.20. 선고 

2006가합46488 결{소  ‘K2 사건’ 결, 아래 제4장 제4  2. 가. (2)항 참조}. 다

만, 양 사례에서는, 객  공동설의 입장에서 각 사안의 사실 계를 분석한 뒤, 

의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할 정도로 직 이고 하게 그 침해행 에 여하

다거나 극 으로 기여하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결론 으로 의의 

공동불법행 의 성립은 부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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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  공동설을 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례와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객  공동설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성격

불법행 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 자로 간주되어 직 인 

불법행 자와 연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교사자나 방조자는 직 인 불

법행 자와 객 으로 행 를 공동하지는 않았지만 형법과는 달리 손해 보

를 심으로 하는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를 하여 공동책임을 인

정하려는 것으로, 객  공동설에 의할 때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공동불법

행 에 있어 특별규정으로 해석된다.154) 다만, 례 에는 “…피고의 방조행

와 ○○○ 등의 불법인출행 는 객 으로 련공동되어 있고”라고 

한 것이 있어( 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결) 객  공동설의 

입장을 취하는 례는 방조자에게도 직  불법행 자와의 객  련공동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를 주의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155)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사안에서 례156)는, “민법 제

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하려면 행 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154) 박성호, 註 147)의 논문, 112면, 113면; 정태윤, “공동불법행 의 성립요건과 과실

에 의한 방조 : 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결(공2000상, 1172), 민사법

학 제20호(2001. 7.), 489면, 490면.

155) 박성호, 註 147)의 논문, 112면. 

156) 소리바다 1 사건 항소심 결{註 153) 참조}. 이 사건의 상고심인 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결{아래 제4장 제4  2. 나. (1) (가)항 참조}에서는 

의의 공동불법행  성립 여부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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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 으로 보아 피해자에 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 가 손해발생에 하여 공통의 원인

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한 그 각 행 는 독립 으로 

불법행 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결, 

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결 등 참조), … 채무자들이 서버를 운

하면서 이용자들에 의한 복제권 침해행 에 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리바다 서버에의 속이 필수 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채무자들이 

독립 으로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 다거나 의의 공동불

법행 가 성립할 정도로 직 이고 하게 그 침해행 에 여하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객  련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뒤이어 방조

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은 인정하고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을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과실에 의한 방조 인정 여부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불법행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방조의 구체 인 요건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하여 

례는 “방조라 함은 불법행 를 용이하게 하는 직 , 간 의 모든 행 를 가

리키는 것으로서 작 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 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 로 인하여 불법행 자의 

실행행 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시하여157) 방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례는 방조의 개념범 를 확장하여 직  불

법행 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 의 모든 행 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련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공동불법행 에 

해 주  공동설을 취하는 독일의 경우 과실에 의한 교사나 방조를 인정하

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를 인정해 왔다고 하며,158) 우리나라에서

157) 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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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고 있다. 례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보를 

목 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 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제로 하여 이 의무에 반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주의의무의 존재와 반을 내용으로 하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 다.159)

법원은 작권 침해와 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

안에서 “ 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 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ㆍ간 의 모든 행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 를 미필 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

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서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제로 하여 

이 의무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 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 에 있어서 방

조자는 실제 침해행 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 으

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 를 실행하는 자가 구인지 확정 으

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160)라고 시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 으며, 

그 이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여러 법원 결161)을 통하여서

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 다. 

2. 민법상 공동불법행  이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조 검토

158) 박성호, 註 147)의 논문, 113면, 114면.

159) 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결.

160) ‘소리바다 1 사건’ 상고심 결{註 152) 참조.

161) 를 들어 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adidas 사건 재항고심 결정, 註 

67) 참조}, 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결{소  ‘야후 사건’ 상고심 

결, 아래 제4장 제4  2. 나. (2) 참조}  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결(소  ‘네이버 사건’으로 야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시를 하고 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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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  책임으로 나

 수 있고,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상 이에 하여 규율하고 있

지 않으므로, 기본 으로 민법 일반 이론이 용된다. 그  본 논문이 

으로 다루는 불법행  책임과 련하여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서 정보를 발신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  책

임을 지게 될 것이나,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발신자에게 도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직  정보의 발신행 를 하지는 않은 경우에 하여는 

방조 등 공동불법행  규정(민법 제760조)을 용162)하는 것이 이론 으로 타

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우리 례는 일반 불법행  규정에 따라 책임

을 인정한 것과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규정을 용한 것으로 나  수 있

는데,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본 것과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를 직  행 자로는 보지 않았음에도 일종의 리의무 해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다시 나  수 있다. 를 들어 ① 원격 방송 로그램 장 서비스에 

한 엔탈 사건  마이TV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

서 작권침해에 한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② 하이텔 사건, 청도군 사건 

 싸이월드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명 훼손 행 를 하 다

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163), 이들에게 리의무 해태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

의 책임을 인정하 으며, ③ 상표권 침해에 한 히노키 사건, K2 사건  

adidas 사건과, 작권 침해에 한 소리바다 사건, 야후 사건에서는 민법 제

162) 민법 제760조는 그 자체로 책임근거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고, 다수인에 의하

여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 가 성립할 경우, 련공동성을 근거로 하여 책임

의 범 를 확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가 용되기 하여는 

제750조의 용이 당연한 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국내 결은 오로지 

민법 제750조만을 근거조항으로 삼아 불법행 를 인정한 사안과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를 모두 근거로 불법행 를 인정한 사안으로 나뉘게 되나, 표 의 편

의상 민법 제750조를 용한 사안  민법 제760조를 용한 사안으로 기재하

다.

163) 다만, 싸이월드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포털 업체가 일종의 편집권을 

행사한 부분과 련하여 직  침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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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조 제3항을 근거로 제3자의 침해행 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해태하 는지 

여부를 단한 바 있다.16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침해행 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를 제외하

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모두 제3의 이용자의 행 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여

한 경우라는 에서 기본  제사실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례  명 훼손에 한 하이텔 사건, 청도군 사건  싸이월드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여165), 그 외 상표권 침해와 작권 침해에 한 사

건에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 는데, 민법 제750조의 책임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반을 이유로 

하고 있고, 민법 제760조 제3항 역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주의의무 반을 

책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근거 조항을 명확히 시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는 

형법(제32조 제2항)과는 달리, 민법상 방조자는 공동불법행 자로서 정범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와 같은 구별은 더욱 실익이 없는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

그러나 (i) 민법이 제760조 제3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 에 보조하는 형 인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164) 각 사례의 구체 인 사실 계와 시는 아래 제4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65) 최경진, “OSP의 민사 책임에 한 례 연구”, 경기법조 15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8), 356면, 360면은 본 논문에서 민법 제750조를 용한 사례로 소개한 례들

을 소개하면서, 해당 례들이 당연히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책임을 인

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들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의 과실

책임에 근거해 민법 제750조만을 용한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용시켜 제3자의 불법행 에 방조하지 않을 의무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는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와 같이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용한 사례라고 단정하

기에는 이론 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에 하여는 제4장 제

2 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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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용을 피할 이유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정보를 발신한 

것이 아니고 정보 발신을 개시한 행 자는 별도로 존재하며,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정보 발신을 한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념상 방조에 의

한 공동불법행 에 그 사실 계가 정확히 부합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행 는 부분 일상  립 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법하다고 하기 어

려운 반면, 직  행 자의 행 를 매개로 하여서만 불법성이 발 된다는 

에서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는 형 인 방조에 해당할 것이므로, 

굳이 민법 제760조 제3항을 배제하고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삼을 이유는 없

는 것이다.

한 (ii) 일반 불법행  규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단독 인 책임

을 인정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부분과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

의 손해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기여한 한도 내

에서만 제한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 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에서 볼 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이 보다 간명하다. 를 들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민법 제760

조 제3항이 아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정범에 해당하는 실행

자에 하여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양자의 책

임 계나 책임범 가 불분명해질 여지가 없지 않다. 지 까지 문제되었던 사

안에서는, 피해자가 정범에 해당하는 실행자에 하여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

으면서 오로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만을 소송의 상 방으로 삼았는데, 양자를 

모두 상 방으로 하면서 각각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극단

으로는 각자의 책임범 를 특정하여 각기 다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166) 참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작

166) 국내에서는 이에 하여 논의된 바가 거의 없으나, 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고 한다. 다만, 결론 으로는 모든 불법행 자에 하여  손해에 

한 연 책임을 지우되 그 이론  근거에 해서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곽윤직 편집 표, 「민법주해」XIX, 박 사(2005), 

55면~74면(정태윤 집필부분) 참조}.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민법 제

750조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무 으로 실행자의 책임범 와의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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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등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운로드 된 횟수 등을 악

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실무 으로 가장 어려운데, 만약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구성할 경우 그러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험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방조에 두는 것이 보다 매끄러운 논리  설명

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악되나, 반면 작권법 등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하여는 구체 이고 자세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제한하기 

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불법행 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 타인

의 행 에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가 된다. 따라서 만약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아니라 별도의 리책임 반으

로 인한 단독 일반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이론구성한다면, 와 같은 책임 

제한 조항을 용할 제를 상실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다분하다.167)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행 가 제3자의 여 없이 그 자체로 별도의 불법행 를 구성하

는 경우가 아닌 한, 기본 으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  조항을 근거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론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에서 보더라도 굳이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삼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167) 이규호, “우리나라에 있어 최근 UCC서비스 황과 입법․정책동향: OSP책임과 분

쟁사례를 심으로”, (계간) 작권 vol.21 no.4 통권 제84호(2008. 겨울), 17면 역시 

오로지 간 책임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용된다고 

한다. 다만 이 견해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책임이 직  책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경우 작권법 제102조 이하 등의 

면책조항의 용이 애 에 배제될 것이라고 하는데, 방조책임은 직 책임의 한 종

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타인의 불법행 에 간 으로 가담한 경우 인정되는 간

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와 같은 견해는 방조책임 법리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구조에 한 근본 인 오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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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재까지 나타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에는 민법 제750조를 용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활동 역이 확

되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입 정도가 크게 변화하

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행 로 야기된 불법행 와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민법상 공동불법행 를 근거로 한다는 을 명확

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하여, 과실 방조를 민법 제760조 제3

항의 범주상 허용하면서, 제2차  책임자가 오직 제1차  책임자의 불법행

를 매개로하여서만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경우 일체를 교사 내지 방조로 

포섭하되, 그 과실기 을 신 하게 심사하는 근이 더 낫다는 견해가 있는

데,168) 이상의 논의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4節 小結 – 공동불법행 론에 의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확정한 뒤 구체 인 

책임 기 을 규명함

이상에서 살펴본 민법상 불법행  이론 구조  우리나라 례가 공동불

법행 와 련하여 취하고 있는 객  공동설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불법행  책임과 련하여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불법행 의 

실행자로서 일반 불법행  규정(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

부를 먼  살펴보고, 다음으로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독 인 직  실행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  행 자의 행 와 객  련공동성이 있어 

의의 공동불법행 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③ 제3자의 불법행 에 직간 으로 조력하 거나 주어진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단해야 할 것이

168) 이동진, “미국 불법행 법상 제2차  책임-증권사기ㆍ회사법상 신인의무 반  

지 재산권 침해를 심으로-”, 민사법학 제61호(2012. 12.), 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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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 까지 국내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 이를 와 같은 과 순서에서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명 훼손 등 각각의 역으로 나 어 따로

따로 살펴 으로써 마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는 법익에 따라 

 별개의 법리가 용되는 것처럼 오해된 부분이 없지 않다. 본 논문에서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사례들을 에서 살펴본 불법행  이론에 의

한 순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례가 불법행  이론상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리하면, 지 까지의 국내외의 례 사안을 (i) 온라인서

비스제공자 등 도구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려는 일본의 례들  직

 행 자로 단한 우리나라의 례들,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인 

주의의무 반으로서 민법 제750조를 용하는 우리나라의 례들과 역시 일

반 불법행  규정을 근거로 한 일본과  랑스의 례  명 훼손에 한 

유럽인권재 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의 최근 례, (iii)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는 어디까지나 간 ㆍ2차  책임을 지는 자에 불과하다는 제에

서 기여책임이나 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미국의 례들  (iv) 민법 제

760조 제3항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례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i)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불법행 의 

실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구성하고 있고, (ii)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직  실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리책임 반 

등이 있다고 하여 책임을 인정하 으며, (iii)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외에 제3의 직  불법행 자가 있다는 것을 제로 우리나라의 방조책임과 

유사한 간 책임을 부과하 고, (iv)의 경우는 에서 언 한 ① 내지 ③의 순

서에 맞추어 검토한 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

하 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와 련하여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 인 책임 기 을 도출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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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로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와 같은 분류 순서

에 따라 각각의 사례의 당부와 시사 에 해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여된 여러 법익과 련된 사안에서 통일 인 

공통 기 을 도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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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구체  

사례 분석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한 사례

1. 문제의 제기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  인터넷을 통한 발신행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이용자에게 인터넷 속을 비롯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불법행 를 실행한 

행 자인 것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한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는 종래 소  “가라오  이론”을 통해 

도구제공자에 해 직  행 자에 하여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었고,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도 가라오  이론을 용한 바 있었다. 한편 국내에

서는 원격 장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와 련한 사안에서16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 인 책임이 아니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서 불법행  책임이 인정되었다. 미

국에서는 원격 장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에 한 사안에서 종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 으나170) 최근 내려진 연방 법원 결171)에서

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자에 해 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그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9)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결(소  ‘엔탈 사건’). 이에 하

여는 피고가 상고하 으나, 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이 내려져( 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738 결), 원심의 결론과 같이 확정되었다. 엔탈 사건에 

하여는 아래 4. 가.항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70) Cartoon Network v. Cablevision Sys. Corp., 536 F.3d 121 (Aug. 4, 2008).

171)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573 U.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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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  일본의 가라오  법리와 그에 따른 일본의 사례들에 

해 살펴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해자로 본 국내 사례들  미국

의 사례에 해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한다.

2. 일본의 소  “가라오  법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동 

법리를 용한 사례들

가. 가라오  법리의 도입 : 클럽 캐츠아이(クラブ⦁キャッツアイ) 사

건

일본에서는 침해주체의 개념과 련하여, 례이론에 따른 해석상 직 침

해자를 도구(手足)로 이용한 자에게도 침해주체성을 인정하려는 소  “가라오

 법리”가 채용되어, 실질 으로 침해주체의 범 가 확장되어 왔다. 가라오

 법리는 처음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인정된 것은 아

니고, 노래방 반주기기 사안에서 최고재 소 1988(昭和63). 3. 15. 선고 昭59

(オ)1204 결172){소  “클럽 캐츠아이(クラブ⦁キャッツアイ) 사건”}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 리”와 “ 업상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여 작권법상 규율

의 에서 침해주체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가라오  주 에서 손님에게 유료로 노래방 반주기기를 사용하

도록 한 주  주인에 해, 일본음악 작권 회(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이하 “JASRAC”)가 작권 침해를 이유로 

주  주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실제로는 손님에 의해 행하

여진 악곡의 가창을 주  운 자에 의한 가창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 의 쟁 이 되었는데, 일본 최고재 소는 주  측은 가라오  기기를 설

치하여 손님으로 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가라오  테이 의 제공이나 손님에 한 권유행  등을 계속 으로 한 을 

172) 判例タイムズ 663号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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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손님 뿐 아니라 주  측도 작물의 이용주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단하면서, 가라오  주 의 손님의 가창에 하여 주  측이 작권 침해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라오  법리에 따라 침해주체개념을 확장한 결

과 ① 간 침해자에 하여도 지청구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치

지 않고, ② 실제 행 자에게 공정이용 등 별도의 법리에 의해 침해가 성립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침해 주체로 인정된 간 침해자에 의한 침해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재 소 결 이후 가라오 와 련된 역에서 

하 심 례를 심으로 동 법리의 용범 가 확장되어, “ 리”를 신하여 

“ 리지배”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고 한다.173)

나. P2P 사업자에 해 가라오  법리를 용한 일로그(ファイル

ローグ) 사건 결

일본에서는 와 같은 가라오  법리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와 련하여서도 실제 행 자가 아닌 간 침해자에 하여 직 침해자로 

의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일본 하 심 재 소는 하이 리드형174) 일공

유 서비스를 통한 작권침해 사안에서 가라오  법리를 용하여, 일로그

(ファイルローグ, File Rogue)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침해주체로서 인정하

고,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발신자에 해당한다고 함으

로써 면책을 부정하 다.175)

173) 岡村久道,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上の発信者概念と著作権の侵害主体ー知財高判

平成22⦁9⦁8判例時報2115号103 (TVブレイク事件)”, 別冊NBL No.141(2012. 7.), 

117~118면 참조.

174) 이용자가 일공유 목 이 된 일의 치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인덱스 리스

트(index list)를 앙 서버에 두고, 이용자가 이를 컴퓨터에서 읽어 들이기는 어려

운 방식을 말한다.

175) 일로그와 하여는 여러 건의 련 사건이 있는데, 가처분결정으로는 음반회

사 19개사가 신청한 도쿄지방재 소 2002(平成14). 4. 9.자 平14(ヨ)22011 결정(判例

タイムズ 1092号110 )  JASRAC이 신청한 도쿄지방재 소 2002(平成14). 4. 11.

자 平14(ヨ)22010 결정(判例タイムズ 1092号110 이 있고, 본안 결로는 역시 음반

회사 19개사가 원고가 된 도쿄지방재 소 2003(平成15). 12. 17. 선고 平14(ワ)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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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1심인 도쿄지방재 소는 우선 이용자가 일을 공유폴더에 

넣고 일로그 서버에 속하여 자동 으로 동시에 속한 다른 이용자들에

게 일을 송신하는 행 는 일본 작권법 제30조 제1항의 사  사용에 해당

하지 않고 작권침해를 구성한다고 단하 다. 그리고 동 재 소는 일로

그 측에 하여,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컴퓨터에 장된 일을 자신의 서버

에 속시키는 물리 인 행 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일

로그 서비스의 내용과 성질상 검색기능 부족으로 인하여 법한 일을 찾기

는 어려운 반면 유명한 시  음반은 무료로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 ② 이용자는 일로그 소 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한 다음 그 서버

에 속해야 하고, 상 방 이용자의 치나 일내용 등에 한 정보 일체를 

일로그 서버가 제공하며, 일로그는 이러한 이용방법을 웹사이트에서 상

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 ③ 속 이용자수가 늘어날수록 웹사이트의 고

가치가 높아지고, 일로그 측은 조만간 고수입을 확 하고 유료화할 정

인 등 업상 이익을 증 시킨다는  등을 근거로, 일로그 측이 직  

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하 다. 

한 본 사안에서는 일로그 측이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2조 4호의 

“발신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도 쟁 이 되었다. 이에 하여 1심 재 부는 일로그의 서버가 

일을 공유폴더에 장치한 상태인 송신자의 개인컴퓨터와 일체가 되어 제2조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이에 한 간 결은 도쿄지방재

소 2003(平成15). 1. 29. 선고 平14(ワ)4249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과 JASRAC이 원고가 된 도쿄지방재 소 2003(平成15). 12. 17. 

선고 平14(ワ)4237 결{判例タイムズ 1045号102 , 이에 한 간 결은 도쿄지

방재 소 2003(平成15). 1. 29. 선고 平14(ワ)4237 결(判例タイムズ 1113号113 )}, 

자에 한 항소심 결인 도쿄고등재 소 2005(平成17). 3. 31. 선고 平16(ネ)466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후자에 한 항소심 결인 도쿄

고등재 소 2005(平成17). 3. 31. 선고 平16(ネ)405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등이다.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박 석, 註 10)의 책, 246~261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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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에서 정한 ‘기록매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일로그 측이 책임 제한

의 외인 발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규정의 용을 배제하 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여 히 일로그 측을 직 침해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지 일반 으로 법한 이용이 될 우려가 있는 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정보로 인한 침해주체로 보는 것은 치 않다

고 하면서도, 서비스가 그 성질상 구체 이고 실 인 개연성을 가지고 특

정유형의 법한 침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침해행 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리와 경제  이익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부

담하는 것이 타당하여 결론 으로 침해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 다. 

다. 원격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서비스에 해 가라오  법리를 용한 

사건들

(1) 녹화넷(録画ネット) 사건

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 침해의 책임을 인정한 일본 례

의 태도는 그 이후로 이루어져, 일로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내려진 녹화

넷 사건176) 결정에서도 서비스제공자가 침해주체로 인정된 바 있다. 이 사건

에서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1 씩 텔 비  PC를 구입한 후 다시  

텔 비  PC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탁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모아 자신

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TV 안테나를 연결하는 등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각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텔 비  PC를 조작하여 TV 방송

을 녹화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녹화된 일을 해외의 자택 등의 PC에 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 등 원격지에서도 일본 국내의 방송 로그램

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다. 텔 비  PC에는 서비스제공자가 만든 인터페

176) 도쿄지방재 소 2004(平成16). 10. 7.자 平16(ヨ)22093 결정(判例時報 1895号120

); 지 재산고등재 소 2005(平成17). 11. 15.자 平17(ラ)10007호 결정(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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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로그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TV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등은 

서비스제공자가 소유, 리하 으며, TV안테나에서 수신한 방송 는 분배기

를 통해 각 이용자의 텔 비  PC로 제공된다. 각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PC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뒤 녹화하고 싶은 로

그램에 한 정보를 입력하고 “ 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텔 비  PC에서 

설정 로 녹화가 자동으로 수행되고 해당 데이터 일이 하드디스크에 장

된다. 이후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녹화된 데이터 일을 다운로

드 받을 수 있고, 장된 일을 일반 상 소 트웨어로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만든 자동 송 소 트웨어를 설치하면 다운로드

를 자동화할 수도 있었다. 그러자 방송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를 상 로 

복제권 등의 침해 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다.

이에 하여 재 소는, ①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내에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 텔 비  PC, TV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본 서버, 라우터, 모니터 서

버 등 많은 기기  소 트웨어가 유기 으로 결합하여 1개의 녹화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기  소 트웨어는 모두 서비스제공자가 조달하여 소유

하고 있는 , ② 서비스제공자가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이

것을 하나의 단 로 리하고 있는 , ③ 이 서비스로 녹화 가능한 방송은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범 의 방송(서비스제공자의 사무소가 소재한 도시에

서 수신된 아날로그 지상  방송)에 한정되는 ,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

하려는 경우 자신의 PC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인

증을 받아야 할당되는 TV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로그인 후에도 해당 사

이트에서 지시, 설명하는 차에 따라 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녹화 데이터의 

다운로딩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해 개별 으

로 답변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

에 한 복제 행 의 리 주체라고 단하 다. 한 재 소는 서비스 제공

자는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가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으로 일본의 방송 

로그램을 그 복제물을 통해 시청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홍보

한 , 고객들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유지비용 명목으로 이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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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자의 리목 성도 인정되고, 단순히 텔

비  PC를 맡아서 환경 리 는 기공  등을 하는 일반 유지보수 서비스

의 범 를 훨씬 과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 의한 사  복제 행 로 보기 어

렵다고 시하 다.

(2) 요리도리미도리(選撮見錄) 사건

본 사건177)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용 TV 로그램 녹화  송신 시스템이 

문제되었다. 당해 시스템은 (i)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TV 방송 수신 안테나

와 연결된 TV 방송 수신 튜 와 장용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방송 녹화용 

서버가 설치되고 (ii) 각 입주자 가구에 뷰어가 설치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각 입주자들이 자신의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뷰어를 이용해 TV 튜 를 

통해 수신된 방송 로그램들  특정 로그램들에 한 녹화를 요청하면, 

해당 로그램들이 자동으로 공용부분에 치한 서버 내의 하드디스크에 녹

화되어 장되었다가 녹화를 요청했던 개별 입주자가 뷰어를 통해 서버 내 

하드디스크에 녹화되어있는 TV 로그램에 한 시청을 요청할 경우 녹화된 

해당 로그램이 구내 LAN을 통해 입주자 가구의 뷰어로 송신되어, 각 입주

자는 뷰어나 뷰어에 연결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이때 각 입주자는 

자신의 뷰어를 이용해 개별 로그램의 녹화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여러 방

송국들의 1주일 동안의 방송 로그램 체를 일  녹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녹화된 각 방송 로그램은 1주일 후에 자동으로 서버에서 삭제되

며, 동일한 로그램에 해 여러 이용자들이 개별 으로 녹화 요청을 할 경

우 서버에서는 동일한 로그램임을 확인하여 1개의 복제본만을 생성하는 방

식을 취하 다.

이 사건의 1심은 본 사건의 공동주택 입주자용 TV 로그램 녹화  송

177) 1심 : 오사카지방재 소 2005(平成17). 10. 24. 선고 平17(ワ)488 결(判例時報 

1911号65 ); 2심 : 오사카고등재 소 2007(平成19). 6. 14. 선고 平17(ネ)3258ㆍ平

18(ネ)568ㆍ平18(ネ)362 결(判例時報 1991号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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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스템의 설치자인 아 트 리조합이 직 인 행  주체로서 원고인 방

송사들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다고 단하면서, 나아가 해당 시스템의 

매자 역시 송신가능화의 직 인 행  주체는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제조해

서 아 트 리조합에 매한 행 에 하여 송신가능화권 침해에 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방조행 에도 일본 작권법 제112조178) 제1항이 유추 용

되어 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단하 다. 한편 사  복제에 해서는 복제 

주체(아 트 리조합)와 복제물의 이용자(개별 입주자)가 다른 , 이 사건 

녹화 시스템 서버별로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므로 이용자 수가 많은 으로

부터 이 사건 시스템은 사  복제의 외인 ‘공 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설치되는 자동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일본 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반면 이 사건의 2심에서는 우선 녹화를 지시하는 개별 입주자가 복제행 , 

공 송신, 송신가능화 행 의 실제 행  주체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복제 구

조는 시스템 제조ㆍ 매자의 제품 설계에 기한 것이므로 시스템 매자가 개

별 사용자의 복제 등 과정을 기술 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 제품 

매 후에도 매자의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 시스템 매 후에도 방송

로그램 편성표를 계속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복제 등 행 에 여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본 시스템의 제조ㆍ 매자 역시 독립

으로 규범 인 행  주체로서 작권과 작인 권의 침해자가 된다고 

단하 다. 한편, 이 사건 시스템은 동일한 방송 로그램에 해 다수의 이용

자들이 녹화를 요청할 경우 하나의 복제물만을 생성한 후 그 로그램에 

178) （差止請求権）

第百十二条 　 著作者、著作権者、出版権者、実演家又は著作隣接権者は、その著作者人

格権、著作権、出版権、実演家人格権又は著作隣接権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

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著作者、著作権者、出版権者、実演家又は著作隣接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

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侵害の行為によつて作成された物又は ら

侵害の行為に供された機械若しくは器具の廃棄その他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必要な

措置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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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녹화를 요청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바, 해당 로그램에 해 처음으로 녹화를 요청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복제물은 사 복제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단하 다.

(3) 마네키TV(まねきTV) 사건

마네키TV 사건179)에서도 원격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서비스가 문제되었는

데, 이 사건은 최고재 소의 단을 거쳤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

서 피고는 ‘마네키TV’라는 명칭으로 원고의 방송을 원격지에서 시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해 이용자들이 구매한 소니社의 로 이션 리(location 

free) 제품180)의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을 피고의 사업장 내에 두고 

리해주면서 그 이용에 필요한 지상  방송 수신 안테나선(동축 이블) 속 

179) 1심 : 도쿄지방재 소 2008(平成20). 6. 20. 선고 平19(ワ)5765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2심 : 지 재산고등재 소 2008(平成20). 12. 15. 선고 

平20(ネ)10059호 결(判例時報 2038号110 ); 3심 : 최고재 소 제3소법정 2011(平

成23). 1. 18. 선고 平21(受)653호 결(裁時 1524号1 ); 기환송심 : 지 재산고등

재 소 2012(平成24). 1. 31. 平23(ネ)10009호 결(判例時報 2142号96 ).

180) 소니사의 ‘로 이션 리’ 제품은 이용자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기기가 설

치된 지역의 지상  텔 비  방송을 해외를 포함한 원격지에서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으로, ‘베이스 스테이션’ 기기, 용 로그램이 설치된 PC나 

용 단말기,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회선이나 유무선 LAN 등으로 구성

된다. 실제로 PC를 통해 ‘로 이션 리’ 제품을 이용하기 해서는 먼  베이스 

스테이션을 제어하기 한 용 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에 용 로그램을 

실행시켜 베이스 스테이션에 속해 녹화된 방송을 달 받을 PC들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방송 수신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용 로그램을 통해 베

이스 스테이션이 설치된 지역에서 방송 인 지상  방송 채   시청을 원하는 

채 을 선택하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는 내장된 텔 비  튜 를 통해 지상  방

송 수신 안테나선(동축 이블)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방송 상신호  선택된 

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디지털데이터로 환한 후(이때 일부 일시  복제가 이루

어질 수는 있음) 녹화 없이 인터넷 회선(동일 구역 내에서는 유무선 LAN)을 통해 

등록된 PC로 송신하여 사용자가 해당 PC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이 설치된 지

역의 지상  텔 비  방송을 원격지에서 언제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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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원고들의 방송을 원거리에서 시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 다.181) 이용자들은 마네키

TV 서비스를 통해 로 이션 리 제품을 구입한 후 자신들이 구입한 베이스 

스테이션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격지에서 원고의 텔 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피고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로

이션 리를 구입할 수 있는 리 을 소개하고 이를 링크해 두기도 하 다.

이에 하여 1심과 2심은 각 베이스 스테이션이 독립 으로 이용자의 요

구에 따라 방송 내용을 송신하는 것이므로 개별 베이스 스테이션 자체가 

상 작물을 송신하는 송신장치라고 보았으며, 피고가 리하고 있는 다수 

베이스 스테이션들과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랙, 분배기, 

이블, 허 , 라우터 등을 체 으로 보아 하나의 자동공 송신 장치로 평가

할 수는 없다고 단하 다. 한 베이스 스테이션은 피고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 제조사로부터 직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보 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 이용자들이 소니사로부터 구입

하여 보유하고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련 로그램과 달리 피고가 제공

하는 허 , 분배기, 증폭기 등의 기기는 범용제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 베

이스 스테이션에서 시청 채 선택, 시청을 한 송신 요청 등은 모두 이용자

가 자신의 베이스 스테이션에 직  속해 행한다는  등을 근거로 본 사건

에서 송신의 주체는 모두 이용자이고 피고는 서버 보  서비스 제공자와 유

사한 역할을 할 뿐이라고 단하 다.

이에 하여 최고재 소는 일반 공 이 사용할 목 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 통신회선에 연결되어 그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수신자들로부터의 요

구에 응해 자동 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는 비록 미리 설정된 단

181) 구체 으로 피고는 도쿄 내에 사업 장소를 임차한 후 이용자들의 베이스 스테이

션을 둘 수 있는 범용의 랙과 함께 라우터, 허 , 이블  분배기, 부스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이용

자들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 소재한 베이스 스테이션에 속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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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기로 송신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그 장치를 이용해 행해지

는 송신이 자동공 송신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자동공 송신장치에 해당

한다고 시하면서, 본 사건에서 송신의 주체인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

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불특정인들로서 공 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이스 스테

이션을 이용해 행해지는 송신은 자동공 송신이며, 피고가 리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은 자동공 송신장치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이러한 제에서 최

고재 소는 자동공 송신의 주체는 그 장치가 정보를 자동 으로 송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구체 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장치가 공 이 사용할 목 으로 제공되는 기 통신회선에 속되어 있

으면서 그 장치에 계속 으로 상 정보가 입력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치

에 상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이 자동공 송신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면서, 본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베이스 스테이션에 본 건 방송을 입력하고 있는 자는 피고이며,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한 송신가능화 행 와 송신 행 의 주체는 모두 피고라고 보

는 것이 상당하다고 단하면서, 피고의 작권침해를 정하 다. 기환송

심 역시 최고재 소의 입장을 그 로 따라서 피고가 송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며 청구를 일부 인용하 다.

(4) 가라오  법리의 발 형을 제시한 로쿠라쿠(ロクラク)182) Ⅱ 사

건 

이 사건183)에서 피고는 母子 기능을 갖는 하드디스크 코더 “로쿠라쿠 

182) 녹화(錄畵)하기 쉽다(樂)는 의미의 “錄樂”를 일본어로 음독하면 로쿠라쿠가 되고, 

이를 가타가나로 표기한 것이 이 사건 서비스의 명칭인 ‘ロクラク’이다.

183) 1심 : 도쿄지방재 소 2008(平成20). 5. 28. 선고 平19(ワ)17279 결(判例時報 

2029号125 ); 2심 : 지 재산고등재 소 2009(平成21). 1. 27. 선고 平20(ネ)10055ㆍ

平20(ネ)10069 결(일본 재 소 웹사이트 www.courts.go.jp); 3심 : 최고재 소 제1

소법정 2011(平成23). 1. 20. 선고 平21(受)788호 결(判例時報 2103号128 ); 기

환송심 : 지 재산고등재 소 2012(平成24). 1. 31. 선고 平23(ネ)10011 결(判例時

報 2141号117 ).



- 98 -

II” 2개를 1세트로 하여 일본 국내에 설치하는 1 의 母 로쿠라쿠 기기로 TV 

방송을 수신ㆍ녹화하고 이용자에게 여 는 매하는 다른 1 의 子 로쿠

라쿠 기기로 녹화된 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 다. 이용

자는 子 로쿠라쿠를 조작하여 원격에 설치된 母 로쿠라쿠를 통해 TV 방송을 

수신, 녹화시킨 후, 해당 로그램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子 로쿠라쿠로 

송하고 子 로쿠라쿠에 연결된 모니터에서 로그램을 시청하 다. 녹화 약, 

녹화, 데이터 송 등의 작업은 母 로쿠라쿠와 子 로쿠라쿠 기기 사이의 인

터넷을 통한 메일을 송수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母 로쿠라쿠는 이용자가 특

별히 자신이 리 지배하는 주거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리, 지배하는 장소에 설치되었다.

이에 하여 일본 1심 재 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기기를 설치, 리하

고 그에 따른 경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행 의 

주체에 해당하고, 동 서비스는 작권 침해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이

에 하여 항소심은 1심의 단을 뒤집어, ①  서비스의 목 은 주로 해외

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방송되는 TV 로그램을 수신, 

복제, 송하여 해외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 은 해외

에 있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탁하지 않고 스스로 母 로쿠라쿠를 

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서비스의 목 만으로 복제의 주체나 사 복제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 ② 수신, 녹화, 송신을 한 기술  장치 

구비 여부와 실제 수신, 녹화, 송신을 실 하는 행  그 자체는 다른 차원으

로, 기술  장치를 제공하 다고 하여 곧 수신, 녹화를 실시하 다고 할 수 

없으며, TV 로그램의 녹화와 송신은 오로지 이용자가 자신의 로쿠라쿠 기

기를 조작하는 행 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가 로쿠라쿠와 

그 부속 기기류를 설치, 리할 뿐 해당 녹화 과정 그 자체에 하여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복제를 실질 으

로 리,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 ③ 母子 로쿠라쿠 사이의 통신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를 통해 수행되고, 통신을 할 때마다 서비스 제공자가 

ID 등에 의한 인증을 하며, 로쿠라쿠  펌웨어(firmware) 등은 모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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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개발, 제공한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하는 목 과 방법 이외

에는 해당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서비스 제공자

가 메일 통신을 리, 지배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 ④ 서비스 제공자

는 로쿠라쿠 기기의 임 차와 母 로쿠라쿠의 유지ㆍ보수를 해 가를 지

받는 것이고, 그 가는 녹화의 유무와 횟수  시간 등과 무 한 일정한 

액이며, 여기에 해당 기기 자체의 임 료 등의 가의 취지를 넘어 복제 등

을 한 가를 포함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을 종합하여 제1심을 

기하고, 로쿠라쿠 서비스를 통한 복제행 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

으로, 그와 같은 이용자 개개인의 복제행 는 사 복제행 로서 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 소는 행 주체의 단기 으로서 “제 요소를 고려하

여, 가 당해 작물의 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단”해야 하는 

이상, 서비스제공자 측을 복제행 의 주체가 된다고 단하 다. 즉, 동 결

은 방송 로그램 등의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에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리ㆍ지배 하에 두고, TV안테나로 수신

한 방송을 복제기능이 있는 기기에 입력하며, 해당 기기에 녹화 지시되면 방

송 로그램 등의 복제가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녹화 지시를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그 복제의 주체가 된

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항소심 결을 기, 환송하 다. 동 결에서 카네

츠키 세이지(金築誠志) 법 은 보충의견으로, 가라오  법리는 법개념의 규

범  해석으로서 일반 인 법해석의 방법  하나에 지나지 않고, 어떤 특수

한 법이론인 것처럼 보는 것은 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작물의 이용행

는 사회 , 경제  측면을 가지므로 행 주체의 단은 단순히 물리 , 자연

으로 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 , 경제  측면을 포함하여 종

합 으로 찰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작권법상 각 권리의 행

주체를 단하는 경우에 있어 법  단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 다. 

한편,  결에서는 “이익의 귀속” 요건에 하여는 언 하지 않았는데, 이

에 해 카네츠키 법 의 보충의견은, 가라오  법리를 용할 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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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요소도 행 유형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행 에 한 리ㆍ지

배와 이익의 귀속이라는 2가지 요소를 고정 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사건의 기환송심은 최고재 소가 제시한 기 에 

따라 사실인정을 한 뒤, 피고가 복제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라. 동 상 투고ㆍ공유사이트에 해 가라오  법리를 용한 TV

이크(TVブレイク) 사건

이 사건184)에서 원고는 JASRAC이고, 피고는 TV 이크라는 명칭의 동

상 투고ㆍ공유사이트 서비스를 운 하는 사업자 다. 피고는 동 상 투고ㆍ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버를 개설하 는데, JASRAC은 피고가 자신

의 서버 기억매체에 각 이용자가 투고한 JASRAC이 리권을 갖는 음악 작

물을 포함하는 동 상 일을 장하여 이를 각 이용자에게 송신하 으므로 

작권침해행 를 하 다고 주장하며 작권침해 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이에 하여 1심 재 소는  서비스는 본래 으로 작권을 침해할 개연

성이 극히 높은 서비스로서,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리지배하고 있는 주

체로, 실제로도  사이트는 JASRAC 리 작물의 작권 침해 유무에 한해 

침해율을 소극 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50%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

권 침해의 개연성은 피고로서도 상할 수 있었고  실 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권을 침해하는 동 상 일의 회피장치  삭제조

치에 하여 아무런 유효 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 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침해주체성이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 역시 피고

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 인해 경제  이익을 얻기 해 그가 지배

리하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복제행 를 유인하고, 실제로  서버에 

184) 1심: 도쿄지방재 소 2009(平成21). 11. 13. 선고 平20(ワ)21902호 결(判例時報 

2076号93 ); 2심 : 지 재산고등재 소 2010(平成22). 9. 8. 선고 平21(ネ)10078호 

결(判例時報 2115号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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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 리 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동 상이 다수 투고되는 것을 인

식하면서, 침해방지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이를 인용하고 장하는 행 는 이

용자에 의한 복제행 를 이용하여 스스로 복제행 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서버에 작권을 침해하는 동 상 일을 장하고 송

신가능한 상태에 두어 작권을 침해하는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면

서, 원심의 단을 기본 으로 지지하면서 지청구 등을 인용하 다.

한 피고가 리하는 서버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록

매체 내지 송신장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발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면책

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 휴 폰 음악 장 서비스에 해 가라오  법리를 용한 MYUTA 

사건

이 사건185)에서 사업자인 원고186)는 컴퓨터와 휴 폰의 인터넷 속이 가

능한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자의 CD 음악을 자신의 휴 폰에서 들을 수 있

는 MYUTA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용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MYUTA 용 

음악 업로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각자의 PC에서 CD 음원 데이터를 휴

폰 일로 압축한 후 인터넷을 통해 원고가 운 하는 MYUTA 서버 스토리지 

 각 이용자들의 용 공간에 업로드 하여 장하고, 자신이 정한 시기에 

자기 휴 폰으로 다운로드 하여 음악을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시에는 자 우편, 비 번호 등을 등록하고, 원고로부터 발행되는 키(key)

와 이용자의 휴 폰 련 가입자 ID를 사용하여 사용할 PC와 휴 폰을 식별

ㆍ확인하며, 이용자의 PC, 서버의 장 공간, 이용자의 휴 화가 1  1로 

응하고, 다른 장치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았다.  

185) 도쿄지방재 소 2007(平成19). 5. 25. 선고 平18(ワ)10166 결(判例時報 1979号

100 ).

186) 사업자 측에서 원고가 되어 작권자를 상 로 작권침해 지청구권 부존재확

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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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재 소는 ① 이용자가 원고의 서버에 CD의 음악 일을 업

로드 하여 원고의 서버에 장되는 과정에서 복제행 , 송행 가 불가피하

고, 원고의 서버에는 3G2 형식으로 변환된 음악 일이 장, 복제된 후 사

용자의 휴 화로 송되는 행 는 서비스에서 매우 요한 과정으로 평가

되는 , ② 이 서비스에서 음악 일의 장과 휴  화로의 송 등에 있

어서 심 인 역할을 하는 서버는 원고가 소유하고 그 지배 하에 설치되어 

그가 설계한 리시스템을 통해 리되어 온 , ③ 원고는 이 서비스의 이

용에 필수 인 용 소 트웨어를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자용 소 트웨어는 

서버와 인터넷을 통해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버의 인증을 받아야 작동되

는 , ④ 사용자가 개인 으로 CD의 음원 데이터를 휴 화에서 이용하는 

것은 기술 으로 상당히 곤란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비로소 음원 일을 복

제하여 앙 서버에 복제한 후 휴  화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

태의 이용  복제행 가 최 로 가능하게 된 , ⑤ 원고의 서버에 어떤 음

악을 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용자에 의해 정해지지만 이는 단서가 되는 

행 에 국한된 것이고, 원고의 서버에 음원 데이터를 장하고 휴 화로 

송하는데 필수 인 소 트웨어의 사양이나 서버에 장하는 데 필요한 조

건은 원고에 의한 시스템 설계에 의해 미리 결정되고 그 복제 행 는 으

로 원고의 리 하에 있는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 ⑥  서비스는 테스트 

기간 에는 무료이나 유료화 계획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리성 목 이 

인정되는  등을 종합하면, 서버에서의 음악 일 복제행   사용자 휴

화에 한 송행 의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로서, 작권자의 허락

이 없는 이상 법하다고 시하 다.187) 

187) 이 사건에 한 평석으로는, 佐野信, “ＣＤ等の楽曲を自己の携帯電話で聴くこと

のできるサービスの提供が，当該楽曲についての複製権及び自動公衆 信権を侵害す

ると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別冊 22号262 (2008.); 森善之,　“間接侵害(5) - スト

レージサービス(MYUTA 事件) 平成１９年５月２５日 東京地方裁判所 判例時報

1979号100 ，判例タイムズ1251号319 ”, 著作権判例百選［第４版］(2007. 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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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침해 여부에 해 단한 미국의 사

례

가. 자게시  운 자를 직 침해자로 본 Frena 사건

이 사건에서188) 원고 Playboy Enterprises는 드사진 등을 담은 이보이 

잡지를 간행하는 회사인데, 피고 Frena가 운 하는 자게시  이용자들은 

이보이 잡지 사진을  자게시 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작권을 침해하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사진을 게시 에서 즉시 삭제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들로 하여  피고의 게시 을 통하여 

원고가 작권을 가진 사진들의 복제 일을 배포, 시하도록 허락하는 방법

으로 원고의 작권을 직 으로 침해하 다고 시하여 피고에게 직 책임

을 인정하 다. 즉, 법원은 Frena가 직  게시 에 작물을 게시하지는 않았

지만, 게시 을 운 하면서 그 이용자들로 하여  게시 에 게시된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 으므로 결국 Frena가 임의로 작권자의 지 에서 

허락권189)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 침해가 성립된다고 설명하 다. 더 나아가 

법원은 침해에 있어 의도나 인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

가 설령 이용자들의 작권 침해행 를 알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

다고 단하 다. 

나. 원격 디지털 비디오 복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188)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839 F.Supp. 1552, 1554 (M.D.Fla.1993).

189) 미국 작권법 제106조는 작권의 종류를 정하면서 “ 작권자는 이 장에 의하여 

다음의 행 를 하거나 허락할 독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마치 작권자 자신

이 직  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허락할 권리, 즉 소  “허락권”도 작

권자의 독  권리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소 애매한 표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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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vision 사건

이 사건190)에서 미국의 이블TV 회사인 Cablevision은 이용자들에게 디지

털 비디오 리코더(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 없이도 Cablevision의 

Remote Storage DVR(이하 ‘RS-DVR’)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 로그램을 녹

화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용자들은 RS-DVR 시스템을 이용

하여 셋톱박스와 리모컨을 사용하여 Cablevision에게 로그램의 녹화와 장

을 요청하고, Cablevision은 해당 로그램을 녹화하여 자신의 앙 서버에 

장하 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복제물의 송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 Cablevision의 서버는 서버에 장된 데이터를 스트리  방식으

로 이용자에게 보내서 재시청하게 하 다. RS-DVR은 DVR과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ideo On-demand, 이하 ‘VOD’)의 복합형이었는데, 우선 텔 비  로

그램이 장되는 치 측면에서 DVR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로그램의 선택 범 에 있어 VOD와 차이가 있었다.191) 한편, 

Cablevision는 고객에게 와 같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한 가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 다.

이에 방송사 등 콘텐츠제공자들은 Cablevision을 상 로 작권침해를 주장

하며 소를 제기하 고, 미국 지방법원은 Cablevision이 직 으로 작권 침

해행 를 한다고 보아 방송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약식 결(Summary 

Judgement)을 선고하 다.192) 그러나 미국 항소법원은 불법 인 복제행 를 

190)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536 F.3d 121, 124 (2d Cir. 

2008) : 이 사건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소정, “인터넷 녹화ㆍ 송 서비스의 

작권 침해에 한 연구”, 숙명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12), 5~12면; 이숙연, 

“새로운 형태의 방송 로그램 련 서비스에 한 작권  작인 권 분쟁에 

한 연구”, 연세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2호(2011. 8), 136~144면 참조.

191) Cablevision의 RS-DVR의 작동방식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egan Cavender, 

“RS-DVR SLIDES PAST ITS FIRST OBSTACLE AND GETS THE PASS FOR 

FULL IMPLEMENTATION”,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Fall 2008), 

pp. 145~147 참조.

192)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tems Corp., 478 F.Supp.2d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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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계를 소유하 다는 사실만으로 직 침해자라

고 볼 수 없고, 복제물 제작에 있어 상당한 형태의 의지 인 행 (volitional 

conduct)가 요구되며, RS-DVR 서비스와 련하여 그 이용자가 보다 큰 통제

권을 행사하므로 직  행 자는 이용자라고 보았다.193) 이후 원고는 연방 법

원에 상고신청(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하 으나, 연방 법원에서 상고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은 그 로 확정되었다.

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 디지털 복제 서비스 제공자를 직 침해자로 

본 Aereo 사건

Aereo는 2012년부터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지상 방송을 수신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Aereo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앙 서버 내에 수만 개의 작은 안테나를 설치하고 각 안테나

마다 한 명의 가입자만 할당했으며, 공  방송은 스트리  방식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송되었다. 한 가입자는 그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데, 녹화된 로그램은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클라우드 장공간에 장되고, 그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그 

가입자에게만 송되었다.194) 이와 같은 Aereo의 서비스에 해 지상  방송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공연권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 다. 이

에 해 Aereo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S.D.N.Y.,2007).

193)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기여책임 법리에 따라 Cablevision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공연권 침해도 부정

되었으므로, 설령 Cablevision의 기여책임이 주장되었더라도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194) Aereo의 기술방식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Samuel J. Dykstra, “WEIGHING 

DOWN THE CLOUD: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AND THE 

INTERNET AFTER AEREO”,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Summer 2015), 

pp. 1014~1017; 이 사건 상고심에서 각 당사자들의 주장에 하여는 같은 논문, pp. 

1021~10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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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루어지고, 자신은 가입자의 시청을 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행 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 으며, 이 사건에서는 Aereo의 

서비스가 과연 작권법상 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

이 되었다.

와 같은 쟁 에 하여 1심195)  2심196)은, (i) 가입자가 어떤 로그램

을 보거나 녹화하도록 지시하면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장공간에 개별

인 복제본이 생성되고, (ii) 특정 가입자에게 송되는 콘텐츠는 와 같이 개

별 으로 생성된 복제본으로서 다른 가입자는 그 복제본을 송받아 시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Aereo의 서비스가 사  용도의 송에 불과하여 

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

하 다.

1, 2심 결과 달리 연방 법원197)은 6  3으로 Aereo 서비스가 작권법

상 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여 지상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단하 다. 그 핵심 이유는 Aereo 서비스가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나아가 이블 TV 서비스와 실질 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먼  6인의 다수의견은, (i) Aereo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송

ㆍ녹화가 이루어지는 등 이블 TV 서비스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제공을 한 기술 인 방법의 차이일 뿐 이로 인해 두 서비스 사이에 

본질에 차이가 없고, (ii) 공 에의 송은 단지 하나의 행 에 의해서만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송신자에 의한 일련의 행 (a set of actions)에 의해서도 이루

어질 수 있으며, (iii) 이러한 Aereo 서비스를 ‘공연’의 범 에 포섭하는 것이 

작권법의 입법목 에도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Aereo 서비스가 작권

법상 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고, Aereo는 직  공연권을 행사하는 침해자

195)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874 F. Supp. 2d 

373(S.D.N.Y. 2012).

196)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712 F.3d 676 (2d Cir. 

2013).

197)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573 U.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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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이에 해 3인의 소수의견은 Aereo 서비스가 작

권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에는 동의하면서도, Aereo 서비스에서 송의 행

 주체는 개개의 가입자이므로 Aereo 서비스는 형 인 간 침해에 해당할 

뿐이고, 다수의견은 공연의 개념에 혼동을 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만약 

Aereo의 행 가 간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에 따르면, 가입자 개개인의 

송행 는 사 복제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직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결과 으로 Aereo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원격 비디오 장장치와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가. 엔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198)에서 방송사인 원고는 방송 로그램의 원격 녹화서비스를 제공

하는 “엔탈”이라는 사이트의 운 자를 상 로 서비스 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다. 엔탈은 2006년 7월 이후로 원고 등 5개 공  방송사업자의 방

송 로그램을 Divx 코덱으로 압축된 일로 가입자들에게 송하는 ‘인터넷 

VCR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 왔는데,  서비스를 통해 마치 VCR처럼 사

에 녹화 약을 신청하도록 하 으며, 녹화 약한 로그램은 피고가 설치하

여 리하는 엔탈 녹화시스템(30 의 개인용 컴퓨터, 약 30종의 소 트웨어로 

구성)을 통해 녹화가 이루어지고, 이 일은 서버에 10일간 장되며, 이용자

는 ‘MY엔탈’란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목록을 통해 일을 확인하고 이를 

송받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녹화 약을 하지 않고 방송시간이 끝난 

로그램은 녹화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녹화되지 않은 방송 로그램을 다운

198) 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가합25126 결; 2심 : 서울고등법

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결; 3심 : 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39738 결(심리불속행 기각).



- 108 -

로드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 로그램에 하여 피고가 

복제권과 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녹화서비스 제공행

의 지를 구하 고, 이에 해 피고는 피고의 녹화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사

복제행 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2) 법원의 단

엔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엔탈

의 법성을 인정하 다.  

우선 법원은 ① 엔탈 녹화시스템은 지상  TV 송신신호 수신장치, 송신된 

신호를 특정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는 장치와 일정기간 일을 보 할 수 있

는 장장치(서버) 등 30 의 개인용 컴퓨터  이를 제어하는 30여 종의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피고가 그 체를 조달･구축하여 피고의 유･ 리 하

에 있고, 피고가 그 작동을 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담당하

는 199), ② 이용자들은 별다른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들이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 로그램을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고의 웹사

이트에 속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설명되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 녹화 약

을 하고, 녹화된 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고의 웹사이트에 

속하여 피고가 리하는 서버에 장된 로그램을 송받아야 하는 , ③ 

‘복제’란 ‘인쇄･사진촬 ･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

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 작권법 제2조 22호), 송

신된 신호를 특정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는 행   이를 서버에 장하는 

행  모두 복제에 해당하여  녹화시스템 내에서만 2회의 복제가 발생하는 

, ④ 피고는 그 웹사이트에 녹화 가능한 방송 로그램의 편성표를 제공하

199) 이 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유하고 통제･ 리하는 VCR(Video Cassette 

Recorder)이나 일반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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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용자들의 녹화 약신청을 유인하고 있고, 이용자들에 한 서비스이용

료 부과를 하여 녹화가 완료된 로그램 내역을 보유, 리하고 있으며, 이

용자들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녹화된 이후 10일이 지나면 녹화된 로그램을 

서버에서 삭제하고 있는 , ⑤ 피고가 녹화 가능한 로그램을 이용자들에

게 제시하고 이 사건 녹화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각 로그램에 한 

녹화 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작재산권 내지 작인 권의 침해 

 침해의 우려가 포 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200), ⑥ 피고는 엔탈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  쿠폰이나 포인트를 구입하여 이를 가지

고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방송 로그램의 

무단 복제  이용자들에 하여 녹화 약 서비스에 따른 이용요 을 받는 

것을 그 업의 목표이자 유일한 사업 역으로 하고 있는  등을 근거로 피

고 엔탈은 방송 로그램에 한 작재산권  복제권( 작권법 제16조) 는 

방송사업자로서 가지는 작인 권으로서의 복제권( 작권법 제84조)을 침해

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로그램을 복제하는 주체가 개별 이용자가 

아닌 피고인 이상 사 복제에 해당할 수 없다고 시하 다.201)  

200) 다만, 개별 로그램에 한 ‘복제’는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로 개별 로

그램이 녹화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았다.

201) 한 법원은 설령 엔탈이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복제행 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① 이용자들이 방송 로그램을 개인 으로 는 가정  이에 하는 한정된 범

에서 다시보기(time-shift)하는 등 사  이용을 하여 한 복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 작권법 제30조), 디지털 압축 일로 다운로드받은 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

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의 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

의 확산을 야기하는 등 불법 인 이용행태가 지 아니한 , ②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구나 피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

고 소정의 요 을 지 하면 피고가 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한 , ③ 원고의 방송 로그램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창작성이 높고 제

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등 그 작권 보호가 실한 , ④ 이 사건 

녹화시스템에 의하여 이용자가 녹화신청을 할 경우 해당 방송 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실 없이 장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 로그램을 지상 TV로 시

청하거나 디지털압축 일을 재생하거나 그 상이나 음향에 큰 차이가 없고 그 간

격은 더욱 좁 지고 있는 , ⑤ 원고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로그램에 

하여 유료로 VOD 서비스(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한 ‘다시보기’ 기능 등)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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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피고가 리하는 서버에 컴퓨터압축 일의 형태로 장된 방

송 로그램을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송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하드디스크 등에 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작재산권  

공 송신권( 송권, 작권법 제18조, 제2조 제7호, 제10호)을 침해하는 행

에도 해당한다고 단하 다.

나. 마이TV 사건

이 사건202)에서 마이TV 서비스 제공자인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회원인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방송 로그램을 

컴퓨터용 디지털 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i) 이용자들에게 스트리  방식으

로 실시간 송신하는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와 (ii)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약 녹화하면서 변환한 컴퓨터 일을 요청자의 컴퓨터로 동시에 송신해주는 

‘ 약 녹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 다.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여 피신

청인은 유비코드사로부터 구입한 900  이상의 방송신호 환장치(UTV 

Hubb), 다수의 PVR(Personal Video Recorder), 변환된 일이 장될 서버와 

서비스를 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운 하 으며, 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할 때마다 당시에 유휴상태인 UTV Hubb들  한 를 임의로 배

정하는 유동배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피신청인의 직  침해를 정하 다. 

하거나 비디오/DVD의 형태로 매하고 있고 한류 열풍으로 이러한 시장이 날로 

확 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 사건 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상  TV 로그램을 

디지털 압축 일 형태로 송부 받아 언제든지 재생･복제･배포할 수 있게 될 경우 

원고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 명백한  등을 종합하여, 이는 작권법 

제30조에서 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사  이용을 한 복제’로 보기 어

렵다고 시하 다.

202) 서울 앙지방법원 2010. 9. 28.자 2009카합4625 결정. 이 사건은 그 로 확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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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으로 방송 로그램 복제를 해 필요한 다수의 UTV Hubb 

 PVR 장비를 구비ㆍ설치ㆍ보 ㆍ 리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녹화 로그램

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복제과정에 여하는  등 복제 과정에서 이용자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 을 종합해보면 (i)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에 

해서는 작인 권인 동시 계방송권과 련해서 실질 으로 방송신호를 

환  송신하는 자는 이용자가 아닌 피신청인이며 사회일반 념상 피신청

인이 이용자와 독립한 지 에서 이용자의 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하고 있

다고 평가되므로 피신청인의 행 는 수신보조행 가 아닌 송신행 에 해당된

다고 단되며, (ii) ‘ 약 녹화 서비스’에 해서는 작인 권인 복제권203)과 

련해서 피신청인도 실질 으로 방송 로그램을 복제ㆍ 장하는 주체에 해

당된다고 단하 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침해자성 여부를 단한 각국 사례에 

한 검토

가.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와 련한 사례들에 한 검토

(1) 직 침해자로 본 단에 한 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침해자성 여부가 문

제된 것은 주로 원격 비디오 장장치와 련된 사례들에서 다. 일본에서는 

가라오  법리를 통해 녹화넷 사건, 요리도리미도리 사건, 마네키TV 사건  

로쿠라쿠 II 사건에서204), 미국에서는 Cablevision 사건  Aereo 사건에서, 우

203) 복제권과 련하여서는  결정에서 “피신청인도”라는 표 을 사용하 으므로, 

시스템 제공자인 피신청인과 상 로그램을 선택하여 녹화 약 지시를 내린 이

용자 모두 복제행 의 주체로 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이숙연, 註 

189)의 논문, 135면}.

204) MYUTA 사건은 휴 폰 음악 장 서비스에 해 가라오  법리를 용한 사례

로,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와 련된 사안은 아니나, 그 서비스 형식이나 쟁

은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하의 논의가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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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는 엔탈 사건  마이TV 사건에서 이에 해 각 단된 바 있다. 

이  Cablevision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의지 인 행 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직 침해자성을 부인하 으나, 나머지 사건들에서는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침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단되었다.

방송사에서 방송 로그램을 DVD로 따로 제작하여 매하거나 는 온라

인을 통한 VOD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와 같은 서비스를 할 경우 방송사의 경제  이익이 훼손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와 같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

로, 방송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

제하면서까지 정책 으로 법  책임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  추측해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정책 인 단에 덧붙여,  사례들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계, 즉, ① 원격 비디오 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각종 장치는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달ㆍ구축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반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유ㆍ 리하면서 그 

리권한도 으로 보유한다는 , ② 기술 인 측면에서 이용자가 녹화를 

요청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 내에서 방송 로그램을 특정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장하는 행 가 발생하게 된다는 , ③ 이용자가 개인

으로 방송 로그램 데이터를 녹화하여 장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동 으로 매번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다는 

, ④ 어떤 방송 로그램을 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용자에 의해 정해지

지만 이는 단서가 되는 행 에 국한되고, 서비스를 한 필수 인 소 트웨

어나 하드웨어의 사양이나 서버에 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은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 의한 시스템 설계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 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등을 고

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느 방송물을 장할 것인지 여부는 으로 개별 이용자 스스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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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복제행 를 해 필요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뿐이며, 개별 이용자의 복제 요청이 없는 이상 복제행 가 발생

하지 않고, 복제된 일은 오로지 해당 개별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만이 이용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와 같은 사실 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을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침해주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ereo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행 자가 직  침해행 에 여한 경

우에는 작권 침해에 한 직 책임이, 반면 제3자의 행 를 유인하 거나 

그러한 행 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간 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Cablevision 사건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불법행 에 하여 자신의 자유의사

로 행 한 경우(volitional act)에만 직 행 자로 책임을 져야 하고, Aereo 사

건의 다수의견은 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비 이 있다.205) 결국 

Cablevision 사례와 같이, 이용자 스스로의 행 에 의해 작물의 복제나 송신

이 일어나고, 오로지 그러한 행 를 한 이용자만이 해당 작물을 이용하는 

경우206)에는 이용자 본인의 행 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의 행 는 사  복제

로서 허용되며, 결론 으로 그에 부수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역시 

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7) 

일본 내에서도 가라오  법리를 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

해자로 의제하려는 시도는 부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208) 와 같은 일련의 

재 례는 가라오  법리의 주된 역을 넘어 인  지배가 없는 유형에까지 

205) Ira S. SacksㆍMark S. Lafayette․Amy S. Price, “AEREO: ANOTHER VIEW”,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2014. 12.), p. 19 참조.

206) 반면, 이용자의 행 에 의해 작물의 복제나 송신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행

를 한 이용자 외 다른 제3자가 해당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  복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7) 같은 입장으로는, 고형석, “통신 매 개자의 책임에 한 연구”, 법학논고 제32

집, 경북 학교 법학연구원(2010. 2), 54, 55면.

208) 아래에서 소개한 견해 외에도, 가라오  법리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까지 확

 용한 사안에 하여 일본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한 설

명은, 성태, “일본의 재 례를 통해서 본 작권 간  침해와 가라오 법리”, 디

지털 재산법 연구 제7권(2008. 12.), 57~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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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를 용한 것으로, 시스템제공과 같이 장치나 서비스에 해 리를 

두고 이용행 에 한 리라고 의제해버리면, 결국 사람의 이용행 를 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이용행 에 제공된 장치나 서비스의 제공행 를 규제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209)  사례들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  침해행 를 발단시킨 것이 아니라, 항상 이용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인 침해주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요리도리미도리 사건에서 1심은 

일반론으로서 가라오  법리를 정하면서도 매업자의 이용행 주체성을 

명확히 부정하고 가라오  법리의 한계를 그었으며, 방조자 이론을 통해 

근하 고, 반면 2심은 1심과 사실인정 내지 사실의 평가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이며 가라오  법리에 따라 매업자의 이용행 주체성을 인정하 는데, 오

히려 1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비 하는 견해도 있다.210) 이 견해는, 

요리도리미도리 시스템 상품의 매자는 소유권 인 의미에서도, 물리  

치 계에서도 당해 시스템과 떨어져 있음에도, 2심은 매 후 원격조종의 존

재   시스템이 1  다수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에서  시스템이 침해

용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배가능성을 인정하 는데, 침해 용품을 제공하

다는 을 이유로 가라오  법리의 요건인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용

행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가라오  법리라는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고 하며 비 하 다. 이 견해가 지 하다시피 가라오  법리를 용함에 있

어 과도하게 리지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여 이용주체를 악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라오  법리를 용한 일본 사례  로쿠라쿠 II 사건과 련하여

서는, 해당 결이 단순히 가라오  법리의 요건인 리ㆍ지배와 이익의 귀

속이라는 2가지 요건을 형식 으로 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찰하여 실질 으로 단하도록 환하

209) 田村善之, “著作権の間接侵害”,　知的財産権政策学研究　Vol. 26(2010), 66면.

210) 大江修子, “著作権の間接侵害～選撮見録事件控訴審判決－大阪高判平成 19 年 6 

月 14 日（平成 17 年（ネ）第 3258 号）－”, パテント Vol. 61 No. 12(2008), 45,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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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도에서 의미가 있고, 이를 “로쿠라쿠 법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211) 그러나 이 견해는, 로쿠라쿠 II 사건 례가 가라오  법리의 

형식성에서 탈피한 에 하여는 정 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 으로 규

범  해석을 통해 행 주체성을 단할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에서, 정보유통을 축시킬 험이 있는 등 큰 의문 이 남아 있다고 

비 하고 있다. 로쿠라쿠 II 사건 결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단

하 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해자로 인정하

다는 에서 볼 때. 실질 으로 가라오  법리에서 탈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여 히 가라오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과도하게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직 침해자성을 확 한 것으로 그 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고로 가라오  법리를 용한 일본 결례에 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리ㆍ지배 정도와 작물의 이용행 를 직 으로 행한 이용자의 

리ㆍ지배 정도를 비교형량한 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도, 침해주체의 

인정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이자택일(二者擇一)을 

제로 하는 것으로 이론 논리 개과정상 부당하다는 비 도 있다.212) 즉, 가라

오  법리에 의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침해행 의 주체로 인정한 이상, 

이용자에 하여는 애 에 침해행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물의 직 인 이용자가 침해주체에 해당한

고 하여 그 외의 여자가 로 작물의 침해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작물의 이용과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의 행

가 어떻게 련되는지 사실 계를 명확히 하여, 그 계에 따라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와 공동불법행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행 에 한 리ㆍ지

배, 복제행 에 의한 이익 귀속이 인정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의 

211) 岡村久道,　註 172)의 논문, 118면.

212) 中平健, “テレビ番組の受信・録画機能を有するパソコン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

操作する方法によって海外で日本国内のテレビ番組の録画・視聴を可能とするサービ

スを提供している者は，著作隣接権（複製権）侵害の主体といえるか”, 判例タイム

ズ主要民事判例解説1215号 202  　臨時増刊(2006. 9.), 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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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평가될 것이고,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그 서비스 이용자

에 한 단순한 방조에 머무르고, 복제행 에 하여 리ㆍ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는 행 의 주체로 평가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양자가 

선택 으로만 침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견해의 지 은 부당하

다고 할 것이다. 

(2) 사  복제 항변과의 계

에서 살펴본 사안들에서 만약 이용자를 행 주체로 보았다면, 이용자의 

행 는 단순한 사 복제로서 허용되고 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법하지 않은 정범  직 행 자에 한 방조자로서 면책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다만, 작물의 사  복제는 법하다고 하더라도, 사  복제를 가능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여 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작물의 사  복제가 허

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복제가 량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을 제

로 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정도가 기 때문인데, 시스템의 구축은 이

러한 제를 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13) 그러나 어떤 새로운 온라인 시스

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반드시 사  복제가 량으로 일어난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이용자가 복제한 작물을 오로지 그 이용자만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는 종래의 사  복제를 기

술 으로 용이하게 돕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  복제를 량으로 발생시

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복제인지 여부는 해당 시스템의 내

용상 한 이용자가 복제한 작물을 제3자에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견해와 같이 일률 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213) 성태, 註 207)의 논문, 41, 42면. 이 견해는 같은 논리에 의해, 이용자가 제공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역시 작권침해행 로 사  복제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

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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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시 에 사  복제 자체에 해 재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14) 디지털 시 에서는 복제행 가 매우 간단하고 

쉽게 일어나면서도, 매우 뛰어난 품질의 복제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날로

그 복사기에 의한 사  복제와는 다른 기 을 용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기보다는, 이 견해와 같

이 사  복제의 범 를 조정함으로써 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사  복제의 범 를 조정하는 것 이외

에, 방송사가 방송 로그램을 제공할 때 약  등을 통해 그 사용범 를 제한

하는 등의 방안215)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3) 신  기술에 한 제약이라는 비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송신 서비스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Aereo 사건 결에 하여는, 클라우드 기술 반에 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면서 비 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 결은 Aereo 서비스와 통  이블 

TV 서비스의 기술  차이 을 다소간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방송ㆍ통신 서비스 출시에 부정 인 향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216)  연방 법원 결은 Aereo를 비롯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214)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한 법  고찰 - 간 침해와 사 복제를 

심으로 -”, 인터넷법률 제43권(2008. 7), 104, 105면.

215) 를 들어, 실시간으로 방송을 수신하여 시청하는 범 에서만 허락하고, 이를 디

지털 기기로 복제하여 장하는 등의 행 를 지하는 내용의 약 을 통해 소비자

를 직  규율하는 것이다.

216) Patrick C. Tricker, “THE INTERNET AFTER AEREO: HOW TO SAVE 

INNOVATION FROM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17(Spring 2015), pp. 817, 818; pp. 826~830은 특

히 이 결이 클라우드 컴퓨  기술에 가져올 부정 인 향에 해 비 하고 있

고, Collette Corser. “ABC v. AEREO: HOW THE SUPREME COURT'S FLAWED 

RATIONALE WILL IMPLICATE PROBLEMS IN NEW TECHNOLOGIES”,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Online Edition(2015. 1.), pp. 20~25 역시 같은 

취지로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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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많은 업체들에 해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일본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디지털 장장치 서비스의 책임을 인정

한 사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일반에 해 끼칠 악 향을 염려하는 입장이 있

다.217) 그러면서도 이 견해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에 

하여는 PC나 스토리지 서버에의 정보입력을 심 으로 담당하는 것이 이용

자인 이상 송신의 주체도 이용자로서 정보의 왕복 모두 1  1 송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악 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와 같은 결이 작권

법상 이용행 별로 특성에 착안하여 본래  이용주체를 단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고, 사업자에 해 주체성을 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았

다. 

물론 Aereo 사건의 다수의견은 Aereo 서비스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결의 취지가 련 작물을 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의 행 에 해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지 하는 한편, 이 결이 외부서

버 방식의 콘텐츠 장 서비스(remote storaged content)에 한 것이 아니라는 

도 분명히 밝힘으로써,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한 향력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기본 으로 어느 

작물이나 정보에 해 이용자의 사  복제가 허용된다는 제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로컬 PC에 장되어 있는 어느 작물 등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제되어야만 클라우드 컴

퓨 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ereo 사건 연방 법원 결이나 원격 디

지털 장장치에 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자칫 확 해석할 경우 클라우

드 기술을 억제하는 부정 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극히 외 인 사실 계 하에서 직 행 자성이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

된 것으로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사례들에 한 검토

217) 島並良, 註 169)의 논문,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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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개한 사례  일본의 일로그 사건, TV 이크 사건  미국

의 Frena 사건의 경우, 각각 P2P 서비스제공자, 동 상 투고ㆍ공유사이트  

자게시  운 자의 책임이 문제되었고, 각 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다시 보다시피,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서

는 P2P 서비스제공자, 동 상 투고ㆍ공유사이트  자게시  운 자에게는 

간 행 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이 직 행 자로서 

단된 경우는 없었다. 와 같은 례의 경향은 매우 이례 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사례들은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용을 배제

하기 해 행 자성을 확장하여 해석한 결과로 추측된다.

에서 살펴본 사례들에 하여는 개별 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우선 일로그 사건에 하여는, 작권 침해의 결과와 일로그 측의 행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아닌 조건 인 인과 계를 용한 것이어서 부당

하다는 비 이 있다.218) 상당인과 계의 입장에서 살필 때 직  작권이나 

작인 권을 침해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서 그들이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송신가능한 상태로 공유폴더에 그냥 둘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므로, P2P 서비스제공자를 형사상 공동정범이라고 인

정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의의 공동불법행 를 인정하기 

한 요건인 객  공동 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특히 일로

그 결 내용  피고의 직 침해를 정하는 이러한 입장은 가라오  법리

를 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이나, 이는 당시 가라오 의 증이라는 시 상황

에 처하기 하여 다소 무리하게 법리를 확장한 사례에 불과하고 이런 논

리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219) P2P 서비스는 오로지 이용자들 

218) 박 석, 註 10)의 책, 255, 256면.

219) 이 견해는 일로그 사건 항소심에 하여도, 형식상 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논리상으로는 미국의 기여ㆍ 여책임의 간 책임 이론을 모방하여 ‘컨트롤(コ

ントロール)’이나 ‘경제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로그 측의 행 가 고

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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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 정도는 가

장 은 형태로, P2P 서비스와 련하여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다. P2P 서비스제공자와 련하여서는 

방조행 로 책임을 구성하는 것이 불법행  이론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타당

하다. 

TV 이크 사건과 련하여도 같은 입장에서 비 인 견해가 있다. TV

이크 사건은 서버에 장한 동 상 일을 송신가능하게 하여 열람의 기

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주체성을 인정하 다. 

즉, 자동공 송신과 그 비단계의 행 인 송신가능화에 하여, 자동 으로 

송신할 수 있도록 설비를 비하 던 것은 피고이기 때문에, 외형 으로 볼 

때 피고가 행 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자동공 송신되는 

동 상 일의 설정 그 자체에는 직 으로 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를 들어 제3자의 이용자가 투고하는 동 상이 아니라, 

NHK의 VOD와 같이 방송사 등이 스스로 동 상을 직  설정하여 배포하는 

사이트의 경우 송신가능화행 를 서비스제공자가 행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피고의 서비스의 경우 피고가 아닌 제3의 동 상 투고자를 송신가능화행 를 

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피고를 자동공 송신의 주체로 인정

하는 경우, 송신가능화 내지 자동공 송신된 정보의 내용에 하여 인식의 

유무를 고려할지 여부도 논 이 될 것인데, 만약 정보의 내용에 하여 인식

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서버의 설치자는 무조건 공 송신권의 침해주체

가 될 것이며, 여기서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등의 용이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잠재  소송 험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

하다고 한다. 송신의 주체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설치자라는 에 더

하여, 작권 등의 침해에 한 실의 인식이나 침해의 측가능성 등 각종 

요소를 종합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220)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 를 … 상하면서 … 서비스를 제공하여 …침해행 를 유발하고‘라고 표 하여 

기여책임론의 논의와 유사한 포  기 을 설정하고 있다는 에서도 문제라고 

보았다{박 석, 註 10)의 책, 259~261면}.

220) 今村哲也, “動画投稿・共有サービスの提供者に関する著作権侵害行為の侵害主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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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 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도구를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불법행 를 자해한 자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직  침해주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여 이러한 비 은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한 MYUTA 사건에 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용 등과 련하여 일로그 사건 등에 해서도 시사 을 갖는 견해가 있

다.221) 동 견해는 MYUTA 사건 결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시스

템과 이용자의 개인컴퓨터 내지 단말기를 일체시한다고 하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직 행 자로 보기도 하 는데, 이 때 “일체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교 이고 부자연스러운 해석은 “발신자” 

개념 등을 명확화하려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이러

한 이론에 의하면 검색서비스사업자 반까지도 “발신자”에 해당할 수 있는 

험성이 있다면서 비 한다. 동 견해는 일공유 기술 서비스 자체는 가치

립 으로 반드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높은 

비율로 작권침해 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리한 

해석에 의하기보다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해

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부정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Frena 사건에 해서도 이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업로드 

는 다운로드 행 에 개입하지 않은 한, 직 침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

이 있다. 즉 Frena 사건 법원은 게시  운 자의 직  책임을 추궁하기 

하여 시와 배포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장하 고, 게시  운 자의 행 만으

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직 침해로 구성한 것은 하지 않

다고 한다.222) 실제 침해결과물인 사진을 게시 에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性”, 知的財産法/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9(2011. 10.), 263, 264면.

221) 岡村久道, “判批”. 中山信弘ほか偏 著作權判例百選(第4版), 有斐閣(2009), 192면.

222) M. David Dobbins, “COMPUTER BULLETIN BOARD OPERATOR LIABILITY 

FOR USERS' INFRINGING ACTS”, Michigan Law Review(1995. 10.), pp. 222~224; 

Kelly Tickle, “THE VICARIOUS LIABILITY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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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주체는 이용자이지 피고가 아니며, 피고는 단지 자게시 을 통하여 

피고의 네트워크에 수동 으로 침해결과물인 자료를 수용하 을 뿐이데, 그

러한 정도만으로 곧바로 직 침해를 정한  법원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견해들은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해자로 본 

결의 결론에 해 반 하고 있다. 가.항에서 살펴본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 사례들과는 달리, 본 항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  여 정도가 훨씬 낮고, 이에 따라 다른 사례들에서는 모두 간 행

자에 불과한 것으로 제되어 방조책임 등만이 문제되었던 경우이다.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행 에 여한 정도에 따라 직  침해주체에 해

당하는지 아니면 간 인 방조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단되어야 할 것이고, 

 사례들에서 이용자의 행 에 의해 발된 불법행 에 해 단지 리책임 

등만을 부담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특

히 P2P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조책임조차 인정될 근거가 무엇인지가 치열하

게 다투어질 정도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질  여 정도가 낮으므로, 직

행 자로까지 의제하는 것은 불법행  이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과도한 해

석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들은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 책임면제 조항을 회피하기 

해 가라오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발신자”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 책임

면제 조항을 부정하기 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인식가능성이

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하고, 굳이 불법행 에 한 민법 이론

 정합성을 해치면서까지 발신자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편, 미국의 Frena 사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리통제권 행사가 상 으

OPERATORS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ON THEIR 

BULLETIN BOARDS”, Iowa Law Review(1995. 1.), pp. 403; 박 석, 註 10)의 책, 

40~42,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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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이한 비교  좁은 범 의 자게시  서비스에 한 것이기도 하고, 시

기 으로도 매우 이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결에 한 비

이 상당하며, 그 이후 Cablevision 사건  아래에서 볼 자게시 에 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Frena 사건 결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한 일반론 인 선례로 확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6. 小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고, 구체 인 이용행 는 이용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

서 일반 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

하고, 에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우 역시 이용자의 행 를 배제한 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행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수 하기는 어렵다.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는 간 인 방조책임으로 구

성하면서 그 주의의무 반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  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 정도가 가장 은 형태의 

P2P 서비스가 가장 큰 쟁 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0년  반부터는 스

마트폰과 태블릿의 보 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 환경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앱스토어  각종 스트리  서비스, 키워드 검색 고 등 오

히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문제가 거론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간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에서 살

펴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한 사례들의 이론구성이 다시 

실질 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불법행  이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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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권리의 성질이나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행  등 여러 가

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단한 후 다음 단계에서 의의 공동불법행 책임이나 방조책

임 등을 논하는 것이 논리 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사례들이 불법행 법 체계 내에서 여

히 시사 을 가진다고 하겠다.223)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리의무 반 등을 근거로 

직 인 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문제의 제기

 제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결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를 직  행 자로 보아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국내외의 사례 

에는 상표권 침해나 작권 침해  명 훼손 행 를 한 자가 별도로 있다

는 것을 제로 하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가담한 공

동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게시  등에 한 리행 의무 

반을 이유로 직 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례의 태

도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인 행 자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리의무에 하여는 구체 으로 설시하면서도 그 

제로 제3자의 행 에 가담하 다는 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에서 아래

에서 살펴볼 간 책임 사례와도 다소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경향은 명 훼손에 한 일본의 사례  상표권침해에 한 랑스 사

223) 한편,  사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 인 주의의무를 도출하는 기 으

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에 하여는 아래 제5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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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명 훼손에 한 유럽인권재 소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에서는 명 훼손과 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통신품

법의 해석을 통해 으로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나타난 사실 계와 시사항을 살펴보고,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구조의 에서 해당 사례들을 분석해 보도

록 하겠다.

2. 명 훼손 사안에서 리의무 반으로 인한 불법행  책임으로 

단한 국내의 사례

가. 하이텔 사건

이 사건224)에서 이용자인 원고는 “하이텔”이라는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던 피고 회사를 상 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 를 훼손하는 게시 을 방치

하는 불법행 를 질러 원고에게 정신  고통을 겪게 하 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 다. 

피고 회사는 기통신사업자로서 공개게시 인 라자(Plaza)를 운 하고 

있었는데, 소외 이용자가 라자 게시 에 원고의 명 를 훼손하는 을 다

수 게재하 다. 그러자 원고는 라자 리담당자 앞으로 해당 의 삭제를 

요구하 으나, 피고 회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라자에서는 여론 조성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욕설이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

다고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의 을 올리시면 된

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만을 보냈을 뿐 소외인의 들을 삭제하지는 

224) 1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8. 18. 선고 99가소83281 결; 2심 : 서울지

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결; 3심 : 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

3680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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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 다. 한 원고는 정보통신윤리 원회에 소외인의 이 삭제되도록 

피고 회사에 해 조치를 취해  것을 요청하 고, 정보통신윤리 원회는 이

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그에 한 시정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하 으나,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뒤 소외인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을 라자에 게시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고메일을 발

송하 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들을 그 로 방치하여 

두었다. 한편, 피고 회사와 이용자간 정보서비스 이용약 225)에는, 이용고객으

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과 게시물이 타인의 명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등

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 규

정되어 있다.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 구 기통신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3조 제1항은 “ 기통신사업자는 이용

자 보호를 하여 민원처리기 의 설치, 운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 기통신사업자는 기통신역무에 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3조 제1항은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

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225) 정보서비스이용약  제18조 제2항은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21조는 이용자가 게재 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단되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  통지 없이 게시물

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1. 다른 이용자 는 제3

자를 비방하거나 상모략으로 명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미

풍양속에 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기타 계 법령에 

배된다고 단되는 내용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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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기

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범죄행 를 목 으로 하거나 범죄행 를 교사

하는 내용의 기통신,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

통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 법원은, “무

릇 자게시 을 설치, 운 하는 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

의 명 를 훼손하는 이 자게시 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인정 사실에 의하면, 라자에 게재된 소외 1의 들은  정보서비스

이용약  제21조 소정의 '다른 이용자 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상모략으로 

명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

신윤리 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들이 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6개

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원고로 하여  상당한 정신  고통을 겪게 하 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와 같은 

자게시  리의무 반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고, 법원 역시 2심의 단을 그 로 유지하

며 상고를 기각하 다.

나.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

이 사건226)에서 피고 경상북도 청도군은 자신의 군에 한 홍보와 안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목 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 하여 왔는

데, 2001. 4. 23.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가명의 

226) 1심 : 구지방법원 2002. 6. 25. 선고 2001가단62531 결; 2심 : 구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나9163 결(1심의 결을 그 로 인용); 상고심 : 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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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의해 원고의 공직생활  성추행  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이 게시되고,  사실과 련된 과거 신문의 기사내용이 게시되었다. 피고 

군의 산 리 담당직원이 2001. 4. 23.  홈페이지에 와 같은 이 게시

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 으나  과 기사는 그 로 

방치되었고, 원고가 2001. 6. 9. 경 피고에게 이에 한 삭제 요청을 하자, 피

고는 2001. 6. 13. 원고와 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 다.

이에 하여 1심 법원은, “ 자게시 을 설치, 운 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이 자게시 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A, B 명의의  등은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이라 할 것이며,  A 명의의 이 게시된 당일 C[피고의 

산 리 담당직원]가 이러한 사실을 군의 총무과장에게 달한 ,  A, B 

명의의 들과 련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그 삭제를 요구하는  홈페이지 

사용자의 이 게시된 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

한 명시 인 삭제요구 이 에 이미 원고에 한 이러한 명 훼손 인 들이 

게시 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들의 처리에 한 의논

을 하는 등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2일 가량 이를 그 로 방치

하여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  고통

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와 같은 자게시  리의무 

반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시하 고, 2심 역시 이러한 단을 

그 로 인용하 다. 

그러나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 자가 

자신이 리하는 자게시 에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 을 때 명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하여는 그 운

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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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계, 반론 

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련 한 방의 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

격  규모ㆍ 리 목 의 유무, 개방 정도, 운 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시 , 삭제의 기술 ㆍ경제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단하

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 자가 제공하는 

게시 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 를 훼손하는 이 게시되고 그 운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운 자가 그 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 리 군정 

홍보사이트의 게시 에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에 하여 게

시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 다가 그 후 원고가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측 담당자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

던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 진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그 게시물에 한 삭제

의무가 있는지를 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

의 명 를 훼손하는 이 게시되었고 그의 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게시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 다는 사정에 치 한 

나머지 자게시  리자로서 게시물의 즉시 삭제 의무 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으니, 거기에는 앞서 본 련 사항들에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하 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 단을 기ㆍ환송하 다.

3. 극 인 행 를 근거로 직 인 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국내

의 사례 : 싸이월드 사건

가. 사안의 개요  사실 계

국내 사례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불법행 에 하여 보다 

극 으로 개입한 결과 직 인 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227) 

227) 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결; 2심 :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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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공 받은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데, 이러한 게재 과정에 포털 사이트가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

시하는 등 일종의 편집권을 행사하 다면 명 훼손에 해 불법행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한편, 포털 사이트가 명 훼손 인 게시물을 방치하고 차단하

거나 삭제하지 않은 부분에 하여는 리의무 반으로 인한 불법행  책임

이 인정되었다.

본 사안의 원고는 소외 망인을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

하 다.  그 과정에서 망인의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인 망인을 학 하고 버리

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학교생활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박하 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 다. 그런데 망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러 통

의 편지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원고, 망인의 어머니 등에 의해 발견

되었고,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어머니 등의 요구로 “다니는 학

교와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 다. 그 후 망인의 어머니

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을 하 고, 원고가  각서의 내용을 꼭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을 게시하 고, 원고가 다니던 학교 인터넷 게시 에 ‘망인의 미

니홈피를 방문해  것’과 ‘망인의 사연을 리 퍼뜨려  것’을 호소하는 

을 게재하 다. 이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증하고, 그 게시 에

는 망인의 명복을 빌고 원고를 비방하는 들이 폭발 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에는 원고의 실명과 학교ㆍ회사의 이름, 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시

하는 들도 있었다.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많은 수가 이 사건 게

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하 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르 고, 피고들 포털 

사이트 운 자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자신의 포털 사이트 홈

원 2008.7.2. 선고 2007나60990 결; 3심 : 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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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뉴스 서비스란에 게재하거나 검색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 하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포털 사이트에 게시

된 제3자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 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삭제요구가 

있기 에 이미 망인의 미니홈피의 폐쇄 요청, 뉴스 기사의 편집  제외, 댓

 등 게시물의 삭제, 원고 실명의 검색어 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 으

나,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원고 련 게시 이 여 히 남아 있었고, 피고들은 

‘문제되는 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해 달라’고 답변하 다. 그 이후 원고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들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실명에 한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련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원고 련 뉴스기사의 댓 창 폐쇄, 칙어 등록하여 

검색차단, 망인의 미니홈피 사용 지 등으로 원고와 련된 게시물을 검색

되지 않도록 조치하 다.228)

나. 1심 법원의 단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인터넷에 명 훼손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단하기 하여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발생 요건229)과 책임 제한 요건230)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제한 뒤, 온라

228) 보도 이후의 사실 계에 하여는 박원근,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뉴스기사 

제3자의 게시물에 한 포털사업자의 책임 -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

53812 원합의체 결 -”, 부산 례연구회 례연구 22집(2011. 2.), 203~205면 참

조.

229) “ 실세계에서 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 인

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역이 확 되고 사생활 노출의 험성이 커졌

음에도 공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  역

이 지켜져야 하는 ,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리활동을 하는 피고들과 같은 경

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향

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

리에 기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230)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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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련하여 피고들의 행 를 (i) 게시 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명 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극 으로 

특정 역에 배치하여 이 기사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작 행   (ii) 

삭제 요청, 커뮤니티 활동 정지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 행 로 

나 어 법하다고 단하 다. 1심은 이와 같이 피고들의 행 를 2가지로 

나 어 살펴보기는 하 으나, 아래 항소심  상고심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행 를 스스로의 직 인 행 (편집권의 행사)와 제3자에게 가담한 

간 인 행 (게시 의 방치)로 명확히 나 어 단하지는 않았고, 단지 주

의의무 반 여부와 련하여 이를 작   부작 로 나 어 설시하 다. 

한 포털 사이트의 언론매체성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에서도 항소심 

 상고심과는 차이가 있다.

다. 항소심  상고심의 단

(1)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  책임의 인정

항소심 법원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

심 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피고들

명확인 등 간단한 차를 거쳐 구라도 포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 인터넷의 이용은 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

리와 마찬가지로 보편 (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편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정한 요 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

본 인 기통신역무를 말한다)으로 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

인 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

거나 정당하게 반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

임의 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 물에 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요한 기능인 표 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축될 염려가 있

는 , 인터넷상의 표 물에 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표 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약용될 

험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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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 에서 피고들도 명 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제하면서,231) 피고들 모두가 원고 련 기사

에 하여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 치  기간 등을 정하는 유사 편집행

를 한 이상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 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

다.232) 즉, 항소심은 포털 사이트인 피고를 언론사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동불

231)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언론사들과 제

휴를 맺고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 받아 인터넷이라는 

인 라를 통해 인터넷에 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에 댓 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한 심

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는 여론 형성을 유

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 ,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들이 언론사들로부터 송받는 기사들을 정치ㆍ사회ㆍ연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ㆍ화제성ㆍ정보성 등의 기 에 따라 기사를 취

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송받은 특정 사안

과 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 으로 표 할 필요가 있거나  주요 뉴스란의 공

간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편집 기능 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 , 피고들이 자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고 다음커뮤니 이션처럼 취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 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편, 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

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

공 자로부터 뉴스를 공 받고 그와 같이 공 받은 뉴스에 하여 자사가 제공하

는 지면 는 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 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

고 볼 수 있다.”

232) 이러한 법원의 단에 하여는, 포털 사이트의 향력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우지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단에 있어서 편집

권 행사의 역할에 한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 395호, 한변호사 회(2009. 7.),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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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책임을 인정하 다.

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단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

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ㆍ보 하는 기사에 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ㆍ 근

에 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송받아 자신의 자

료 장 컴퓨터 설비에 보 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  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 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한 

검색ㆍ 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 훼손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극 으로 선택

하여 한 행 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자는 

명 훼손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 가 훼손

된 피해자에 하여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시하 다. 이 

부분의 시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여행 를 이유로 하여,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공범자로서 제3자의 불법행 에 가담한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직 행 한 침해자로서 불법행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이러

한 에서는  제2 에서 살펴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불법행 자로 

의제하려는 이론과 유사한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2)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  책임의 인정

(가) 방조로 인한 불법행 를 인정한 항소심의 단

다음으로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 로 인해 불법행 책임을 지는

지 여부에 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

신이 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게시물(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 뉴

스 기사에 한 댓 , 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과 이에 한 

댓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 을 때 명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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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의

무가 있는지 여부는 게시의 목 ,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계, 반론 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련

한 방의 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규모ㆍ 리 목 의 유무, 개방 

정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 , 

삭제 는 검색 차단의 기술 ㆍ경제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 하는 공

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 를 훼손하는 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그 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청도군 홈페이지의 법원 례의 법리를 원용하

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① 원고의 통지나 삭제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 련 게시물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 가 훼손되고 사생활

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확 되고 있음을 인식하 거나 어도 견

할 수 있었다고 이 상당하고, ②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인식 는 견

할 수 있었던 이후 블로그ㆍ카페 등의 운 자 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

하고 불응할 경우 피고들이 직  이를 삭제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

는 데 기술 ㆍ경제 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들은  시 에서 신속하고도 극 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로써 피

해의 추가 발생과 확 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는 원고 

련 게시 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 에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

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 련 게시 을 면 으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부분 으로 삭제 는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하 고, 원고

의 명 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 을 침해하는 내용의 련 기사, 댓 , 검

색결과 등이 피고들이 리하는 역 내에 상당 부분 그 로 남아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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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피해 방지를 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원고 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한 불법행 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233)

(나) 법원 다수의견의 입장

법원 역시 “명 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목 ,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계, 반론 는 삭제 요구의 유

무 등 게시에 련한 방의 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 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 를 훼손당한 피해자

로부터 구체 ㆍ개별 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 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

된 사정을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러나며, 한 기술 , 경제 으로 그 게시물에 한 

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

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

작 에 의한 불법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면서 원심의 단을 지지하

다.234) 

233) 이에 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제1항에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입장에

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역으로 포섭하여 해결하려 하면서 사업자에게 과

실에 의한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 하는 견해가 있다{추신 , “제

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 책임 :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원합의체 결”, 인권과 정의 통권 409호(2010. 9.), 

80~85면 참조}.

234) 다만, 항소심에서는 명시 으로 “원고 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한 불

법행 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에 비하여, 법원에서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 가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리의무 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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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 별개의견의 견해

법원 별개의견은 표 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용되

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 훼손 게시물에 

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 훼손

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 ㆍ개별 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 훼손의 불법성이 ‘ 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 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 ㆍ경제

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 이고 타당하다”고 하여 보다 엄격

한 요건 하에서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별개의견은 ‘구체 ㆍ개별  특정’에 하여는 “명 훼손행 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범 하고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개개의 명 훼손행 를 구체 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하여 어떠한 사항과 련하여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

에서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

장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명 훼손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 ㆍ경제

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도로 특정하여 삭제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삭제

요구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특정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 다.

(라) 법원 보충의견의 견해

한편, 이러한 별개의견에 하여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

무가 제한되는 근거로 표 의 자유를 제시한 후 이에 기 하여 피해자가 삭

제요구를 할 정도의 험이 존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자가 인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하고 있지만 (i) 인터넷

여부에 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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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표 의 자유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 의 자유를 의

미하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자신의 표 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

니라는 , (ii)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미 타인의 법익 침해라는 한 험이 실화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에 의하여 그 험이 비로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책임성

립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 (iii) 설령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

훼손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동종 업계 일반 운 자의 평균 인 인식능력

을 기 으로 그 험의 인식 여부를 가리면 되지 피해자의 삭제  차단 요

구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 (iv) 

별개의견은 게시물을 통한 명 훼손의 험은 구체 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 훼손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구체 ㆍ개별 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 훼손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는데, 별개의견의 입장은 결론 으로 개 인 삭제요구에 불구하

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들이 보유한 범 한 정보 검색 

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공간에 범 하게 흩어져 있는 원고에 한 명 훼

손  게시물에 하여도 인식 가능성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삭제의무

를 인정하는 결론을 취한 것으로 오히려 실제로는 다수의견보다 더 범 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에서 그 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장된 논리와는 달리 삭제요

구의 방식에 하여는 그 특정성을 완화하고 오히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스스로의 인식 가능성에 기 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실 인 

운 의 면에서도 와 같은 논리를 그 로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

이고 있다고 하며 반 하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4. 명 훼손 사안에서 불법행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일본

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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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이 의 결례

(1) 니 티서 (ニフティサーブ) 사건

일본에서는 종래 인터넷상의 명 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문제를 민법상의 

불법행  규정으로 해결해 왔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 책임

도 일반 민사법이론에 따라 단되었으며, 주의의무 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 아직까지 이에 한 일본 최고재 소의 례는 없고, 

몇몇 하 심 례만이 소개되고 있다.235)

일본에서 최 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 훼손책임과 련되어 단된 

것은 니 티서  사건236)이었다. PC통신을 이용한 포럼의 자회의실에 개인

에 한 야유, 모멸  표 이 게재되어 행 자에게 불법행 가 인정된 사안

에서, 해당 포럼을 운 ㆍ 리하는 시스템 오퍼 이터{System Operator, 이하 

“시솝(sysop)”}가 그러한 명 훼손  발언이 게재된 사실을 구체 으로 인식

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포럼의 운 자인 시솝과 그 사용자인 니 티서 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이에 해 1심은 시솝이 포럼의 자회의실에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발

언이 게재된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작 의무 반이 있

다고 하여 불법행 를 인정하면서, 니 티서 에 하여도 PC통신의 주재자

로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 으나, 항소심은 PC통신네트워크상 자회의실에 

게재된 발언이 타인의 명 를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시솝은 자

회의실을 원활히 운 ㆍ 리할 계약상 탁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235) 시진국, 註 22)의 논문, 343면.

236) 1심 : 도쿄지방재 소 1997(平成9). 5. 26. 선고 평6(ワ)24828ㆍ평6(ワ)7784 결

(判例時報 1610号22 ); 2심 : 도쿄고등재 소 2001(平成13). 9. 5. 선고 평9(ネ)2633

ㆍ평9(ネ)2668ㆍ평9(ネ)2631ㆍ평9(ネ)5633 결(判例時報 1786号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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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 타인이 자기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유효한 구제수단을 갖지 않으

며, 회원 등으로부터의 지  등에 의해 책을 강구하더라도 시솝이 명 훼

손 사실을 인식하 다는 것만으로는 조리상의 작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피

해자에게 포럼에 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효한 구제수단이 없고 회

원의 지  등에 의해 책을 강구하여도 효과 이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만 자회의실의 운 계약에 기해 해당 발언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시솝  니 티서 의 책임을 부정하 다.

(2) 도립 학 리 홈페이지 사건

 니 티서  사건 이후 선고된 ‘도립 학 리 홈페이지 사건’237)238)에서

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부정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립하는 

학생 그룹  한쪽이 다른 쪽의 학생들이 상해사건을 일으켰다는 인상을 주

기 한 문서를 학이 리하는 컴퓨터시스템 내에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

하 고, 원고는 문서의 게시자와 함께 학 측에 하여도 불법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해 일본 재 소는 학에 있어서 컴퓨터네트

워크와 같이, 네트워크를 리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게시되는 개

별 정보의 내용에 해 일반 인 지휘명령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에 해 네트워크 리자는 정보의 삭제권을 갖는 

것이 통상 이라고 하 으나, 리자가 삭제권한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

용될 수 없는 내용의 정보가 해당 네트워크로부터 발신됨으로써 해당 네트워

크 체의 신용을 훼손하여 그러한 신용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로, 피

해자보호를 해 삭제권한이 인정된다고 하기 보다는 학 구성원 체의 이

익을 해 삭제권한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 한 계에서 의무가 아닌 

재량권에 불과하다고 하 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237) 도쿄지방재 소 1999(平成11). 9. 24. 선고 평10(ワ)231714 결(判例時報 1707号

139 ).

238) 참고로 일본 재 소가 공식 으로 붙인 이 사건의 명칭은 “도립 학 리 하의 

홈페이지 게재 명 훼손문서 삭제 등 청구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사죄 고청구 

등도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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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된 형벌법규나 사법질서의 내용에 

의해 달리 단되어야 하고, 특히 명 훼손의 경우 당사자 이외 일반인의 이

익을 침해할 험도 있기 때문에, 당해 명 훼손 게시물이 심각하게 악질

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 한 것이 일견 명백한 극단 으로 외 인 경우에 

한한다고 시하 다.

 

(3) 동물병원 사건  그 이후의 경과

이처럼 일본의 례는 명 훼손과 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극히 제한 으로만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보호 측면보다는 발언자의 표 의 

자유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 다. 그러나 이른바 ‘동물병원 사건’239)240)을 

기 으로 하며 그 이후의 례에서는 다른 경향을 읽을 수 있다.241) 이 사건

은 피고가 운 하는 인터넷 자게시 서비스인 2채 242)상 동물병원 련 

게시 에 게재된 문언과 련하여, 원고 동물병원과 동 병원의 표자인 수

의사가 명 훼손을 주장한 사안이다.  문언은 복수의 게시 서비스 이용자

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들에 한 명 훼손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하

여 원고는 피고가 게시 의 운 리자로서 게시 상 문언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가  문언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행 가 명

239) 1심 : 도쿄지방재 소 2002(平成 14). 6. 26. 선고 평13(ワ)15125 결(判例時報 

1810号78 );  2심 : 도쿄고등재 소 2002(平成 14). 12. 25. 선고 평14(ネ)4083 결

(判例時報 1816号52 ).

240) 참고로 일본 재 소가 공식 으로 붙인 이 사건의 명칭은 “동물병원  2채  

사건”이다. 

241) 시진국, 註 22)의 논문, 345면.

242) 2채 (www.2ch.net, ２ちゃんねる, 니챤네루)이란 익명으로 운 되는 일본 최 의 

인터넷 게시  사이트로,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의 명사라고 한다. 2채 의 운

방식과 성격에 한 설명은, 町村泰貴, “判例批評 : 動物病院対2ちゃんねる事件第1

審判決　 インターネットの公開掲示板上で批判ㆍ非難を受けた動物病院が、掲示板を

運営している個人に対して名誉毀損に基ずく損害賠償および当該発 の削除を求め、

これが認められた事例（東京地裁平成14年6月26日判決)”, 　 ネットワークと法の中心

課題 判例タイムズ No.1104(2002. 12.), 84(2), 8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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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고, 1심 재 부는 피고가  문언의 내용 자체

로부터 명 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 음에도 이를 삭제하

지 않은 경우 명 훼손에 해당하여 자료지   삭제의무가 있다고 단하

다. 항소심 역시 익명성을 표방하는 인터넷 자게시 에 익명으로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발언이 게재된 경우, 피해자가 발언자를 특정하여 그 책임

을 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삭제요청도 해당 자

게시  리운 자가 일방 으로 정한 애매한 기 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으

면 안 되는 등 피해자에 한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을 추가로 

시하면서, 피고에게는 삭제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삭제의무를 해태한 이

상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시하 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바이

더 책임제한법의 용도 주장하 으나, 1심 재 부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시행일 이 의 사례라고 하여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 고, 항소심 재 부는 

방론으로 동법의 취지에 따라서 단하 으나 그 용을 배제하는 결론을 내

렸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의 하 심 재 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작 의무에 하여 약간씩 그 표 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공통 으로 ‘명 훼

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명 훼손책임을 인정

하는 결을 내놓고 있고, 명 훼손의 인식이나 견가능성은 체로 피해자

의 통지나 삭제 요청을 토 로 인정하고 있다.243) 

나.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이후의 결례

(1) 쇼가쿠칸(小学館) 사건244)

243) 시진국, 註 22)의 논문, 345면; 이 논문은 그러한 하 심 재 례로 도쿄지방재

소 2003(平成 15). 6. 25. 선고 평14(ワ)13983 결(判例時報 1869号46 ), 도쿄지방

재 소 2003(平成 15). 7. 17. 선고 평13(ワ)15125 결(判例時報 1869号46 ) 등을 

로 들고 있다.

244) 1심 : 도쿄지방재 소 2004(平成16). 3. 11. 선고 평15(ワ)15526 결(判例タイム

ズ 1181号163 ); 2심 : 도쿄고등재 소 2005(平成17). 3. 3. 선고 평16(ネ)206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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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 하는 인터넷 자게시 에 피고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작물

이 무단으로 게재되자, 원고가 피고에 해 작권침해 지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이에 하여 1심 재 소는 작권침해 지의 상 방은 당해 발

신자이고, 피고가 침해해 를 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

를 상 로 지청구를 구할 수는 없으며, 자게시 을 개설 운 하는 자나 

웹호스 을 하는 자는 기본 으로 타인이 송신한 정보에 해 매개하는 한도

에서 정보의 달에 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 자신이 해당 

정보의 송신주체가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외 인 경우 외에는 침해를 방

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그러한 방치행  자체가 작권침해행

로 평가될 경우도 있다고 제하면서245), 작권침해가 되는 게시 이 게재

되지 않도록 한 주의사항을 한 방업으로 안내하는 등 사  책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작권침해가 되는 게시 이 있는 때에는 한 시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태세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작권자 등으로부

터 작권침해 사실을 지 받은 때에는 가능하면 발신자에 하여 그러한 

에 해 조회하고, 한 작권침해가 극히 명백한 때에는 해당 발언을 즉시 

삭제하는 등 신속히 이에 처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이러한 2심의 입장

에 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조리상 작 의무 발생근거에 하

여 아무런 구체 인 기 을 제시하지 못하 다는 에서 강하게 비 하는 견

해가 있다.246)

(2) 비교(予備校)247) 사건248) 

(判例タイムズ 1181号158 ).

245) 이러한 시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서 불법행 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가라오  법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246) 長瀬貴志, “プロバイダ等の作為義務”, 別冊NBL No.141(2012. 7.),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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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게시 에 원고인 비교 등의 명 를 훼손하는 게시 이 게재

되었음에도, 자게시 리자인 피고가 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고 해당 게

시 상 계속 존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

건에서 재 부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감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사실상 게재된 내용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로서는 홈페이지 에 원고 등의 

명 를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삭제의

무 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시하 다.

(3) 학교 뒷사이트(学校裏サイト)249) 사건250)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할 것을 정하여 개설 운 하고 있는 학교 뒷

사이트 자게시 에 원고에 한 명 훼손 게시 이 게재되자, 원고가 게시

 리자인 피고에 하여 해당 게시 의 삭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신속한 

삭제 등 한 처를 태만히 하 다는 이유로 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재 부는  사이트에서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끼리 다른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 상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 쉽게 정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는 실의 학교생활에도 향을 미칠 것임을 쉽게 상할 수 있

다고 하면서, 피해발생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신 하게 리하고 문제가 발생

247) 비교{予備校(よびこう)}란 일본에서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미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  교육 시설이다. 시험 합격 후 필요한 지식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48) 도쿄지방재 소 2004(平成16). 5. 18. 선고 평14(ワ)27417 결(判例タイムズ 1160

号147 ).

249) 학교의 공식 사이트와는 별도로 주로 재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이트로, 공

개 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타인에 한 험담 등이 주로 오가는 내용이라고 하

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집단따돌림 등이 일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250) 오사카지방재 소 2008(平成20). 5. 23. 선고 평19(ワ)6473 결(일본 재 소 웹사

이트 www.court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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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피해가 확 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할 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 다.

(4) 산노 학(産能大学) 사건251)

이 사건에서 학 등을 운 하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원고의 교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설치된 게시 에 원고에 한 게시물이 게재되자, 원고의 직 

직원으로서 조합의 표자 겸 집행 원장인 피고에 하여, 스스로 게재하

거나 는 리자로서 삭제를 태만히 하 다는 등의 이유로 명 훼손을 주장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이에 하여 재 부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확산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고 그 향력이 크다는 에 기 하여, 종래 

결의 태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의 명 훼손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할 사  사후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하면서도,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명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표 의 자유와의 계를 고려할 때, 조리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하

여도 게시 의 목 이나 리 체제, 피해자에게 유효 한 구제수단이 있는

지 여부  명 훼손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개별  구체 으로 

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제3자로부터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을 특정

한 삭제요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삭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5.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리의무 반으로 인한 불법행  책임으

로 이론구성한 랑스의 사례 : Louis Vuitton v. eBay 사건252)

251) 도쿄지방재 소 2008(平成20). 10. 1. 선고 평18(ワ)23518 결(判例時報 2034号60

).

252) 1심 :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Premiere Chambre B, Jugement du 30 JUIN 

2008, n° 2006077799; 2심 :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ambre 2 Jugement du 3 

Septembre 2010, n° 08/12820; 3심 :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Jugement 

du 3 Mai 2012, n° 1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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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경

원고(SA LOUIS VUITTON MALLETIER)는 명 상표인 “Louis Vuitton”을 

이용하여 기성복 등을 제조․ 매하는 회사이고, 피고(eBay Inc.  eBay 

International AG)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매 등을 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사이트(www.eBay.fr)에서 원고 상표를 표시한 조품이 다수 거래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 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 다.

원고는 eBay가 상표권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후에도 문제되는 고와 경

매를 지시키지 않았고,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하 는데, 이에 하여 피고는 상표권자의 권리와 매자의 “표 의 자유” 사

이에 균형 을 유지하면서 상표권 침해 지를 한 조치를 취하 기 때문에 

의무 반이 없다고 항변하 다. 한 디지털 경제법 제6조 I. 2.253)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 이용자의 행 에 하여 인식이 없었다면 그 서비

253) Article 6-1-2.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qui assurent, même à titre gratuit, 

pour mise à disposition du public par d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le stockage de signaux, d'écrits, d'images, de sons ou de messages de toute 

nature fournis par des destinataires de ces services ne peuvent pas voir leur 

responsabilité civile engagée du fait des activités ou des informations stockées à la 

demande d'un destinataire de ces services si elles n'avaient pas effectivement 

connaissance de leur caractère illicite ou de faits et circonstances faisant apparaître ce 

caractère ou si, dès le moment où elles en ont eu cette connaissance, elles ont agi 

promptement pour retirer ces données ou en rendre l'accès impossible. L'alinéa 

précédent ne s'applique pas lorsque le destinataire du service agit sous l'autorité ou le 

contrôle de la personne visée audit alinéa. (서비스 이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성

질의 신호, 문자, 그림, 소리  메시지를 공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보 하는 자연인 는 법인은, 실제로 그 불법  성질 는 그 성질을 인

식하게 하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았을 경우 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즉시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활동이

나 장된 정보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술한 자의 권한

이나 통제 하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행동하 을 경우에는  규정은 용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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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자의 행 에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바, eBay에게도 동 규정이 용

되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 다.

나. 법원의 단

1심인 랑스 리상업재 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는 Louis 

Vuitton 상표가 수십 년에 걸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한 세계  인지

도를 향유한다고 제하면서, 피고는 개별 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으

로써 직 인 경제  이득을 얻고, 그 성질상 거래 정보를 인식하고 통제하

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거래 개자(courtier)에 해당하고 디지털 경제법

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는 단순한 호스  서비스 제공자(hébergeur)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디지털 경제법 제6조 I. 2.가 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다. 한 리상업재 소는, 피고가 “Louis Vuitton 유명 모델

의 훌륭한 모방품(Belle imitation d'un célèbre modèle Louis Vuitton)”이라는 설

명이 달린 경매,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게 책정된 가격의 경매, 의심스러울 정

도로 량의 물품 경매를 허용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반하 다고 단하 으

며, 피고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요구받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

고 스스로 통제가능성이 있었다는 을 자인하 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 다.

2심인 리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1심의 단을 인용하여, eBay

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진정상품만 매되도록 보장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

에도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 다. 한 리항소법원은 

eBay의 업이 기술 인 측면에서 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하

면서, eBay가 단순히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 정보를 분류하고 용이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  도구나 링크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

함으로써 극 으로 매를 장려하고 모방품의 매를 통해 경제  이득을 

얻었으므로, 디지털 경제법에 의한 면책조항의 용을 받는 기계 ,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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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역할에 머물 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단하 다. 상고심에서 기원

(Cour de Cassation) 역시, eBay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매매의 개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거래의 성립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 을 뿐 아니

라, eBay 사이트에서 거래 발생 건수를 증가시켜 경제  이익을 얻기 해 

극  역할(le rôle actif)을 하 으므로 디지털 경제법상 서비스제공자에 해

당할 수 없다는 을 재확인하 고, eBay는 거래의 개자로서 그 사이트에

서 일어나는 거래에 해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

다고 시하 다.

6. 극  역할을 수행하 다고 하여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유럽인권재 소의 사례 : Delfi As v. Estonia254)

가. 사건의 경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인 Delfi는 Estonia 최 의 인터넷 뉴스 포털  하

나로, 하루에 330건의 뉴스 기사를 발행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는 기사 본문 

말미에 “코멘트 달기(add your comment)”라는 항목을 두고 이용자들이 코멘트

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기사들에는 1일 평균 1만 명의 독자 코멘트

가 달렸고(그  부분은 필명으로 게시되었다), 이러한 코멘트 부분은 기사 

본문과는 분리된 역에 게재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편집이나 조정 없이 자

동 으로 게시되었다. 다만, 독자가 어느 코멘트에 해 모욕 이라고 표시

(mark)하면 해당 코멘트는 신속하게 제거되는 통지  차단조치 시스템이 있

었고, 외설 인 단어를 자동 으로 삭제하는 시스템도 있었으며, 명 훼손의 

피해자가 직  원고 회사에게 통지할 경우 즉시 해당 코멘트를 제거하는 시

스템도 있었다. 원고 회사의 “코멘트 규칙(Rules of comment)”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코멘트를 편집하지 않고, 코멘트 작성자 스스로가 해당 코멘트에 

해 책임을 진다는 이 명시되어 있었다.

254) Application no. 64569/09, 16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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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2006. 1. 24.경 AS Saaremaa Laevakompanii(이하 “SLK”)와 

련된 기사를 발행하 고, 해당 기사에 하여 2006. 1. 24.  같은 달 25. 사

이에 185개의 코멘트가 달렸다. 그런데 코멘트  약 20개는 SLK의 감사회

(supervisory board) 회원이자 SLK의 단독 최 주주인 멤버인 L에 한 개인

인 박이나 공격 인 표 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러한 코멘트가 L의 명 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에 하여는 향후 재  과정에서 다툼이 없었다.255) L

은 2006. 3. 9.경 원고에게 해당 코멘트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 고, 같은 

날 원고 회사는 해당 공격 인 코멘트를 삭제하 지만, 2006. 3. 23.경 손해배

상에 하여는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 다. 그러자 L은 2006. 4. 13.경 원고 

회사를 상 로 소를 제기하 다.

이에 하여 Estonia 1심 법원(Harju County Court)은 EU 자상거래지침에 

근거한 정보사회서비스법(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ct)에 따라 원고 회사

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Tallinn court of Appeal)은 원심을 

기 환송하 고 법원에서 항소심의 결정이 유지되었으며, 결국 기환송심

에서는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 다. 여기서 Estonia 법원은 원고 회사가 

직  발행한 기사 자체는 균형잡힌 내용이라고 단하면서도, L에 한 코멘

트는 L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원고 회사는 발행인에 해당하며, 

코멘트 내용에 해 책임이 없다는 부인표명(disclaimer)만으로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Estonia 법원은 원고 회사가 코멘트에 해 

사  통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법한 코

멘트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효과 인 시스템을 구비했어야 한다고 

단하 다. 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의 행 는 단순한 기술 , 자동 , 수동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로 하여  코멘트를 달도록 유도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

으며, 법원에서도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와 코멘트의 발행은 언론행

255) 한편, 원고 회사 포털 사이트의 코멘트란( )은 명 훼손이나 모욕  코멘트가 

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코멘트는 개인 인 

박이나 증오 발언(hate speech)이 포함된 것으로 단순한 명 훼손이나 모욕의 범

를 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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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ic activity)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는 코멘트를 통해 상업  이익을 

얻는 발행인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그 로 유지하 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이러한 결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럽

인권 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256) 제10조 반이라고 주장하

며, 유럽인권재 소에 제소하 다.

나. 유럽인권재 소의 단

(1) 다수의견의 견해

이 사건에 하여 유럽인권재 소의 다수의견은 Estonia 법원의 결정을 지

지하 다. 다수의견은 인터넷의 특별한 성질상 제3자 콘텐츠에 한 인터넷 

뉴스 포털의 책임과 의무는 통 인 발행인의 경우와 달리 단되어야 하는

데, 원고 회사는 문 인 형 뉴스 포털로 리목 에서 뉴스를 발행하고 

이용자로 하여  코멘트를 달도록 유도하 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골

라 토론하는 일반 인 인터넷 토론 장이나 자게시 , 소셜미디어 랫폼

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Estonia 최 의 뉴스 포탈로 이용자의 코멘트 에 

명 훼손이나 모욕 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측가능한 험은 합리 인 범  내에서 스스로 부담

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 회사를 발행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특히 

원고 회사가 직  작성한 뉴스 기사의 내용은 균형잡힌 것이고, 원고 회사가 

코멘트를 직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코멘트 개수나 

방문자수 등의 증가를 통해 경제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원고 회사는 극

으로 코멘트 작성을 유도한 것이며, 코멘트 규칙상 원고 회사가 코멘트를 

삭제하거나 작성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코멘트의 작성자는 일단 

게시한 코멘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코멘트에 

256) 정식명칭은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한 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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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통제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한 원고 회사가 사  필터

링 시스템 등을 운 하는 등 제3자에 한 피해를 방지하기 한 의무를 

으로 해태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시스템이 하게 작동하지 않아 문언 

그 자체로 모욕 이거나 명 훼손 인 내용을 걸러내지 못하 기 때문에 여

히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 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  검열(private 

censorshi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코

멘트는 특정될 수 있는 개인인 L에 한 증오 발언이나 신체  완 성에 

하 직  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 다

고 보았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하여는 ① 원고 회사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의무 범

와 련하여, 법한 코멘트의 사후  삭제에 한정되고 사  게시 제한

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증오 발언 등 명백히 법한 코멘트에 하여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하고 포털 사이트에게 신속히 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유럽인권 약과 양립된다는 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와, ② 

인격권 침해 사례에 한 연 , 윤리  설명을 덧붙이는 취지의 2가지 보

충의견이 있었다.

(2) 반 의견의 견해

한편, 와 같은 다수의견에 의할 때 2차 인 검열(collateral censorship)을 

야기하고 결국 표 의 자유를 크게 축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반 의견이 있

었다. 반 의견은 원고 회사가 편집되지 않은 코멘트에 하여 직  작성자

가 아니라는 을 강조하 다. 한 반 의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코멘트에 해 설령 해당 코멘트가 L에 한 신체  완 성에 한 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을 실 하는 범죄행 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연 법성이 명백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 다. 반

의견은 극 인 개매체는 타인으로 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를 향유하며, 정보사회서비스법은 서비스제공자가 법한 게시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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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고 즉시 이를 제거할 경우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견

과 Estonia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정보 장자(data storage)가 아니라 발행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 을 뿐 측가능한 기 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법률의 

용을 배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 원고 회사가 

리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 장자에 한 

면책 조항이 배제되고 발행인에 한 책임 체계의 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

으며, 종래의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본질  차이를 감안할 때, 후자의 경

우에는 표 의 자유 보장과 증진을 해 책임 범 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고 지 하 다.

더 나아가 반 의견은, 다수의견이 극  간매체(active intermediary)를 

곧 발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에 하여도 반박하 다. 우선 언론

매체가 경제  이득을 얻는다는 을 근거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선례에 

반하고, 기자는 신문사에 고용된 자로, 편집자는 발행될 내용을 사 에 인식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사후  통제 시스템을 통

하여서만 이를 삭제하거나 리할 권한이 있으며, 일반 으로 콘텐츠 게시자

에 하여 아무런 인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는 에서, 발행인과 극  

간매체는 차이가 있다는 을 지 하 다. 

한편, 반 의견 역시 원고 회사가 자발 으로 코멘트를 게시할 기회를 제

공한 이상 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실제  인식

(actual knowledge)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효율 인 제거(expeditious removal) 의

무만이 있고, 추정  인식(construed or constructive knowledge)만으로는 코멘트 

공간 제공에 해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Estonia 법원은 원고 회사가 “코멘

트의 게재를 방지하 어야 한다(should have prevented the publication of 

comments)”고 시하 으나, 이는 극  간매체에게 사  검열을 강요하거

나 인 엄격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 으며, 발행인이

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순환논리에 불과하고, 다수의견

이나 Estonia 법원 모두 원고 회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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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다고 하 다. 

7. 통신품 법의 해석을 통해 책임을 으로 면제하는 경향의 미

국 사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랑스와 유럽의 사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어느 정도 극  역할을 수행하 다고 단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제3의 행 자에게 가담한 부분에 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자체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표 의 자유 측면을 훨씬 요시하면서, 통신품 법의 해석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의 행

자에게 가담하 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보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을 사실상 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품 법 제정  미국에서 명 훼손과 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처음 문제된 사례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257)이다. 이 

사건에서 CompuServe는 자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한 유형이었는데, CompuServe는 자게시 의 운 을 외부업체에 탁하

고, 게시 에 게재되는 게시물을 검열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갖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CompuServe는 편집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CompuServe의 책임을 부정하 다. 반면,  사건 이후 선고된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건258)에서는 자게시  운

자인 Prodigy가 게시 장(board leaders)을 고용하 고 게시 을 모니터하기 

한 심사용 소 트웨어를 설치하 으며, 때때로 검열권을 행사하 다는 이유

로, 설령 Prodigy가 명 훼손  게시물에 해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한 아

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단순한 배포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단하 다.

257) 776 F. Supp, 135 (S.D.N.Y. 1991).

258) 1995 WL 323710(N. Y. Sup. 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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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tratton 결에 하여는, 편집권을 통해 유해게시물에 한 자

발  리를 행하는 양심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과실과 무 하게 

보다 큰 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에서 모순을 래한다는 강력한 비 이 

있었고, 이러한 비 에 힘입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편집권이 있음을 

제로 책임을 인정한  결을 뒤집는 내용의 1996년 통신품 법 개정이 이

루어졌다.259)260) 즉 통신품 법 제203조는 표 의 자유를 최 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진하기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생성 등에 여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 이동을 매개하는데 그친 경우

에는 제3의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발행인 내지 발언

자로 취 되지 않는다는 을 명시하여 면책하 다. 

다만, 통신품 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개자 유형  배포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어, 배포자로서의 책임 여부

259) 통신품 법의 입법배경에 하여는, Nicholas Conlon, op. cit.(104), pp. 114~115; 

Peter Adamo, “CRAIGSLIST, THE CDA, AND INCONSISTENT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LIABILITY FOR THIRD-PARTY POSTINGS ON THE 

INTERNET”,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Online Companion(February, 2011), p. 2 

참조.

260) 우지숙, 註 232)의 논문 60면은,  Stratton 결에 한 비 이 통신품 법의 개

정을 낳게 하 다는 설명은 옳지만, Stratton 결의 문제  때문에 통신품 법상 

면책조항이 생겼다는 설명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한다. Stratton 결에 한 비

은 불법행 의 방  차원, 즉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어떠한 행 기

을 제시하는가에 한 논의를 근거로 하고 있고, 당사자의 손해회복의 차원에 

해서는 거의 언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게 방  차원의 논의에 의해 

결을 무효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입법을 통해 불

법행 의 방효과가 과연 생겨나는가에 해서 체계 으로 검토한 결과로 통신품

법이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이라는 것이다. 한 우지숙, 註 232)의 논문 62면

은, 통신품 법 제230조가 결과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규제 인센티 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불법행 의 방  목  차원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법 조항이 실제로 그 방  목 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

려 반 의 결과를 보여 다는 에서 아이러니하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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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는 여 히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하여는 Zeran v. America Online, 

Inc. 사건261)에서 단되었는데, 법원은 통신품 법의 용을 배포자인 경우까

지 확 하여 결과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으로 면제하 다. 

법원은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 훼손 등 유해 게시 에 해 통지를 

받아 그 존재를 인식하 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  그러

한 게시 의 불법성 여부에 해 단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고 

표 의 자유에 한 축을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배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시하 다. 이러한 미국 법

원의 경향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를 들어 Blumenthal v. Drudge 사건262)

에서 공동피고인 American Online, Inc.(이하 “AOL”)는 공동피고인 Drudge 사

이에 AOL의 회원들에 해 Drudge의 보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고 Drudge에게 보수를 지 하 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OL이 Drudge의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생성과 련하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통

신품 법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단하 고, Carafano v. 

Metrosplash.com, Inc. 사건263)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Matchmaker.com이 

질문표(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  해당 질문표에 답변을 

채워넣도록 한 경우 콘텐츠의 선택은 으로 제3의 이용자에 의하게 되므

로, 설령 Matchmaker.com 측에서 질문표에 해 미리 비된 답변(pre-prepared 

responses)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통신품 법에 따른 면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 다. 이러한 미국 례의 경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한 유형인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와 련된 Doe v. Myspace, Inc. 사건264)이

나 소비자들이 상품후기를 게재하는 사이트와 련한 Nemet Chevrolet, Ltd. v. 

Consumeraffairs.com, Inc. 사건265) 등에서도 유지되었다.

261) 129 F. 3d 327 (4th Cir. 1997).

262) 992 F. Supp. 44 (D.D.C. 1998).

263) 339 F.3d 1119 (9th Cir. 2003).

264) 474 F. Supp. 2d 843 (W. D. Tex. 2007).

265) 591 F3d 250 (4th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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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소 극단 으로 보이는 경향은 미국 헌법체계 내에서 표 의 자

유가 차지하는 특별한 비 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266) Myspace 

결 이후 통신품 법의 과도한 확  용에 한 비 론도 제기되었다. 즉, 

통신품 법에 의할 때 제3의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된 게시 이기만 하면 무

조건 으로 면책을 향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율규제를 

포기하게 되며, 더욱이 통신품 법 제정 당시와 재의 인터넷 환경이 변화

되었다는 에서 문제라는 것이었다.267) 이러한 반성  고려에 따라 통신품

법 제230조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례도 등장하 다. 우선 Grace v. eBay, 

Inc. 사건268)에서, 제3자가 올린 명 훼손  게시 에 하여 그 사용자 동의 

규정상 면제 조항(release provision)에 근거해 eBay 측의 책임이 부정되기는 

하 으나, Zeran 법원의 입장에 해 명시 으로 반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배포자로서의 책임은 여 히 인정될 수 있다고 시하 다. 한 

Chicago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Inc. v. Craigslist, Inc. 

사건269)에서도 항목별 고 사이트인 Craigslist.org가 그 고객의 인종차별 인 

주택 고에 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단하 지만, Zeran 사건 법원의 범

한 면책 조항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 다. 한편, Fair Housing 

Council of San Fernando Valley v. Roommates.com 사건270)에서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를 운 하는 Roommates.com 측에서 회원가입을 한 로필 

작성시 이름, 주소 등의 기본 정보 외에 성별, 성  취향, 자녀의 유무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 다면 이는 더 이상 정보의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직

266) 권 , “인터넷상 표 의 자유와 명 의 보호”, 스티스 통권 제91호(2006. 6.), 

19면.

267) Ryan Gerdes, “SCALING BACK § 230 IMMUNITY: WHY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SHOULD TAKE A PAGE FROM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SERVICE PROVIDER IMMUNITY 

PLAYBOOK”, Drake Law Review(Winter 2012), pp. 667~668. 이에 따라 이 견해는 

통신품 법의 면책 범 를 축소하여 DMCA와 같이 규정하자고 주장한다.

268) 120 Cal. App. 4th 984 (Cal. App. 2d 2004).

269) 519 F.3d 666 (7th Cir. 2008).

270) 521 F.3d 1157 (9th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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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콘텐츠 제공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통신품 법에서 규정한 면책 범

에서 제외된다고 시하 다.271)272) 

8. 검토

가. 국내 사례들에 한 검토

(1) 불법행 이론 구조에 따른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제3자

의 행 에 한 방조 등 간 인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리의무 반이나 극  여 등을 이유로 직 책임을 문제삼았

다는 에서 특색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  이론에 의하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서비스가 직  행 자의 법행 와 객  련공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의 공동불법행 로, 공동불법행 를 구성할만한 공동성을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271) Roommates.com 사건에서는 Roommates.com이 극 으로 불법 인 내용을 생산

하는데 여하 다는 을 반복 으로 강조하 다고 하면서, 이는 유인이론을 도

입한 미국 법원의 Grokster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김민

정, “Web 2.0시 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  책임문제: 미국의 ‘ISP 면책 

조항’의 새로운 해석  최근 용 사례들에 한 고찰”,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08. 7.), 151면}. 그러나 유인이론은 불법 인 목 을 해 도구

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불법행 를 유도한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제3자의 불법행 에 한 간 인 여를 제로 한다. 반면,  사건에서는 

Roommates.com 측이 직  회원가입 양식을 제공하고 제3자의 불법행 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유인이론과는 그 제를 달리한다. 따라서 설령  사건 결의 

시는 통신품 법과 련하여서만 이해되어야 하며, 유인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272) 미국 례의 모순되는 경향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하여는, Ryan French, 

“PICKING UP THE PIECES: FINDING UNITY AFTER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JURISPRUDENTIAL CLASH”, Louisiana Law 

Review(Winter,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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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독 인 직  실행자에 해당하

지 않음에도 직 책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결들  비교  이른 시 에 선고된 하이텔 사건이나 청도군 

사건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간 책임 법리가 확립되기  과

도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이텔 사건에서는 기통신사

업자의 의무에 한 구 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시한 뒤 “ 자게시 을 설

치, 운 하는 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이 자게시 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

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시하 는데, 명확하지

는 않으나 구 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종인 하이텔 

등 기통신사업자에게 곧바로 구속력있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근거조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뒤이어 선고된 청도군 사건

의 1심  항소심은 하이텔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식가능성만을 근거로 책임

을 진다고 단하 으나, 청도군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인식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요소로서 제시하 다. 청도군 

사건에서도 하이텔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행 에 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 여부라는 법리 인 구조를 명확히 설시한 것은 아니나, 인식가

능성 외에 추가 인 요건을 요구하 다는 에서는 하이텔 사건에 비해 한걸

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선고된 싸이월드 사건의 경우, 작권 침

해와 련하여 간 침해 법리를 명확히 설시한 소리바다 1 사건273) 이후에 

선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 침해 법리 구조를 명시하지 않고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리책임 반을 이유로 한 직 책임을 인정한 듯한 태도를 취하

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하여는 싸이월드 사건의 원심 결은 작성자와 포

273) 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결; 2심 : 서울고등법

원 2008. 7. 선고 2007나60990 결; 3심 : 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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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이트의 공동불법행 성을 인정한 반면, 상고심 결은 독자행 설의 입

장에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고,274) 포털 

사업자가 명 훼손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게시자의 

게시행 와의 계에 있어 결과발생을 향한 력 계에 있다기보다 게시물에 

한 감독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것인 , 게시자의 게시행 에 의한 공표

가 완료된 후 삭제나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확산시킨 것

으로서 시간  괴리가 있다는 , 주로 동시다발 으로 게시된 특정 사안에 

련한 게시물에 한 포털사업자의 삭제  차단의무가 문제된다는 , 공

동불법행 설에 의하는 경우 먼  게시된 각 게시물의 명 훼손여부를 단

한 후 포털사업자의 방조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명 훼손  

게시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설이나 공동불법행

설이 아닌, 작 의무 반으로 인한 독자 인 불법행 책임을 추궁하는 것

이라고 보는 독자책임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275) 

싸이월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 에 하여

는 의의 공동불법행 276),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 에 하여는 방

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의 성립을 명시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고심에서

는 기사 선별  게재행 에 하여는 공동불법행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행 에 하

여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하여 1차 인 책임을 

지는 자는  게시물을 직  게시한 자라 할 것”이라고 하여 제3자의 행 를 

274) 하헌우, “인터넷 게시물에 한 포털(Portal)의 민사책임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원합의체 결을 심으로”, 재 과 례 제21집(김수학 구고등법

원장 퇴임기념), 구 례연구회(2012), 281면 각주 13).

275) 박원근, 註 226)의 논문, 233, 234면; 이헌숙,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상 결 :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결)”, 사법 9

호(2009), 312면.

276) 항소심은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표 하고 있는데, 후의 문맥상 공동불법행  유형  민법 제760조 제1항 

의의 공동불법행 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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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다는 을 명시하면서도, 항소심과는 달리 “방조”에 의한 책임이라

는 표 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 물이 쉽게 게시

될 수 있고 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 물이 순식간에 범 하게 됨으로써 그 표 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

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그 표 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

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

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와 같은 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 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

통으로 인한 직ㆍ간 인 경제  이익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험원을 창출ㆍ 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험에 효과

으로 처할 수도 있어, 와 같은 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상황에 따라 한 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고 공평  정의의 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인터넷 포털과 

같은 종합 정보서비스가 내재하고 있는 험성을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일종의 직  리의무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시하 다. 

이러한 시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조

를 법익침해 역에 따라 서로 달리 악하여, 명 훼손의 경우에는 다소 직

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반면 P2P 등을 이용한 작권 침해나 오 마켓에서

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완 한 간 책임으로 이론구성하고자 한 것은 아

닌가 생각된다. 법원이 싸이월드 사건 설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언 하지

는 않았으나, 참고조문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을 거시하고 있다는 

에서 보더라도, 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 사안과는 달리 명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련된 사안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 인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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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부과된다고 해석하여 독자책임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독자책임설에서 말하는 작 의무 반은 결국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

을 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조책임의 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이를 독자 인 불법행 책임으로 이론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싸이월드 사건 항소심의 논리 구조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개별 사례에 한 검토

(가) 하이텔 사건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에 한 검토

에서 살펴본 사안  하이텔 사건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의 각 결

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 하는 인터넷 공간에 원고의 명 를 훼손하는 

이 게시된 , 원고가  의 삭제를 요구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게시된 사정을 알았던 에서는 그 사실 계가 동일하지만, 상반된 결

론이 내려졌다.  두 례  시간 으로 먼  선고된 하이텔 사건의 경우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이 자게시 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 는데, 이 사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비교  

좁은 범 를 장하는 자게시 을 설치, 운 하는 기통신사업자에 한 

것으로, 피해자가 침해 게시물을 정확히 특정하 고, 기통신사업자인 하이

텔이 직  해당 게시 을 리하고 있는 치에 있었기 때문에, 침해물에 

한 인식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것

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보통신윤리 원회로부터 시

정조치 요구까지 받아 삭제를 요청한 것이어서 게시 의 법성까지 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로서 비 리 목 으로 인터넷 공간을 리ㆍ운 하 고, 게시 의 내용이 원

고의 공직생활  성추행  품수수 사실과 련된 공  사안의 성격을 띠

고 있다는 에서  하이텔 사건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결의 결

론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하이텔 사건으로부터 약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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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선고된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 외에 추가 인 요건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론 으로 그 책임을 부정하 다. 

하이텔 사건과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은 시간 으로나 기술 으로는 그다

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하

여는, ① 자는 리 목 의 자게시 에 한 것이었던 반면, 후자는 비

리 목 의 자게시 에 한 것으로 명 훼손  게시물이 게재된 온라인게

시 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② 자의 경우 삭제요구를 받고도 이를 5, 6

개월간 방치하 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삭제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삭제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③ 자

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 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일방 인 삭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 지 아

니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77) 다만, 자의 경우 

리 목 의 자게시 이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게시  게재로 인하여 곧

바로 하이텔 측이 경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 약 에 마련

된 일방 인 삭제근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한 게시 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삭제의무 여부와는 직 인 련성이 

없다는 에서 와 같은 사실 계의 차이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와 같은 분석

에 더하여, 자의 경우에는 개인 인 모욕까지 포함되어 그 법성이 명백

하 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명 훼손의 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었다는 

까지 고려한다면  각 사건에서 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유무에 

해 당해 사이트의 성격  규모ㆍ 리 목 의 유무, 개방정도, 삭제의 기술

ㆍ경제  난이도 등을 기 으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텔 

사건이나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의 경우 좁은 범 의 게시 이 문제되어 온라

277) 권 , 註 266)의 논문, 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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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비교  쉽게 리ㆍ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 

인터넷을 통해 리 이용되고 있는 자게시 이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그리고 상표권침해 등이 주로 문제되는 

오 마켓이나 작권침해와 련된 P2P의 경우에는 정보의 속도와 방향

이 범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온 히 제어하기 하여는 엄청난 

기술  경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도군 홈페이지 사

건의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단하면서 추가한 요건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  최근에 선고된 싸이월드 사건에서

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례의 태도는 다른 분

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논할 때에도 기 이 될 수 있다.

(나) 싸이월드 사건에 한 검토

싸이월드 사건에서 법원은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  책임과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  책임을 나 어 단하 는데, 이에 하여는 이른바 

발행인(publisher)과 배포자(distributor)를 구별하여 자의 경우에는 넓게 불법

행  책임을 인정하는 미법  사고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278) 

한 법원은 항소심 결과 달리 피고들의 언론매체성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항소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행  내용을 극 으

로 설시한 후 그로부터 피고들이 명 훼손  기사 내용을 인식하 다는 과 

명 훼손  기사를 극 으로 선택하여 하 다는 을 인정하면서 불법

행  성립 요건  고의와 가해행 의 법성이 충족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편집권과 통제력을 가진 발행인

으로 취 되는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요건 없이 명 훼손책임을 부담한

다고 보는 미국법의 해석이 우리나라에는 그 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

히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79)

278) 윤진수, “이용훈 법원의 민법 례”,  (이용훈 법원장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법원장재임기념문집간행 원회(2011), 45면.

279) 시진국, 註 22)의 논문,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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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사건에서 법원은 앞선 하이텔 사건이나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

과는 달리, 포털 사이트의 행  태양에 따라 직 인 기사 게재와 간 인 

게시물 방치를 나 어 단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280)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을 단하기 하여는 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이

나 행  태양에 따라 직 행 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에서는 싸이월드 사건의 논리구조가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다만,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싸이월드 사건의 법원 

결이 독자책임설을 취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다른 역의 법익침해와 마찬가

지로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 인 불법행  책임을 인정한 해외 

사례들에 한 검토

(1) 일본의 사례들에 한 검토

일본의 기 례 경향은 우리나라 례군의 단과는 정반 로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니 티서  사건이나 도립 학 리 홈페이지 사건에서는 

침해 게시물의 존재를 알고 이를 방치하 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반면, 동물병원 사건 이후로는 침해 게시물에 

한 인식이 있었다면 곧바로 삭제의무가 발생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태도

가 변경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 를 축소시킨 우리나라 례와는 

반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니 티서  사건 항소심 결이나 도립 학

리 홈페이지 사건과 비교할 때, 동물병원 사건에서는 삭제의 요건으로서 

권리침해의 성ㆍ명백성, 삭제 이외 체  조치의 유효성 등을 단요소

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에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281) 다만 동물병원 사건

280) 법원은 ‘포털이 편집하는 기사’와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최근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양자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남는다는 견해가 있다{우지숙, 註 232)의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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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익명게시 에 침해 게시물이 게재된 사안으로, 피해자로서는 침해자를 특

정하여 책임을 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을 뿐 아니라, 당해 자게

시 의 리운 자는 익명게시 이라는 특성을 표방하여 발언을 유인하는 등 

피해발생과 확산을 방지할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만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

서도, 동물병원 사건에 하여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피고에게 삭제를 의

뢰할 수단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던 , 이 사건 게시 이 익명으

로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스스로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권리침해발언

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권리침해발언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발언이 흔히 이루어졌다는  등 2채 의 특수성이 반 된 

것으로, 네트워크상의 발언 일반에 해 쉽게 일반화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하

는 것에는 신 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발언의 공공성, 

공공목 , 진실성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는 정보의 법성이 불명확하여 

삭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하여, 진실성ㆍ상당성 항변에 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리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여 진실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을 이유

로 하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하는 것 역시 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82)

한편, 일본에서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하여 인식가능성을 근거로 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하여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책임을 제한하려는 취

지에 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 인 조리상의 작 의무를 근거로 하여 부당하

다는 유력한 비 론이 존재한다.283) 그러나 부분 실명으로 게시 을 게재하

는 우리나라 자게시 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주로 익명 게시  사안이 문

제되었고, 익명 게시 이라는 특성상 침해자의 인 사항을 특정하기란 사실

281) 住友隆行, “インターネット利用による不法行為をめぐる裁判例と問題点（判例展

望　民事法２１）”, 判例タイムズ1182号(2005. 9.), 84면.

282) 住友隆行, 註 279)의 논문, 84면.

283) 長瀬貴志, 註 244)의 논문, 9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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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가능하며, 게시  운 자 역시 익명 게시 이라는 을 내세워 이용자

를 모집하고 있어 게시  운 자에게 보다 가 된 책임을 부여할 수밖에 없

는 측면이 있고,284) 결론 으로는 구체  타당성에 부합하는 례라고 볼 수 

있다. 산노 학 사건 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 으로 법한 

게시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함께 사후 으로 그러한 게시물이 게재

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게시 의 목 이나 

리 체제, 피해자에게 유효 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명 훼손의 태

양과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제3자로부터 게시물을 특정한 삭

제요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삭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는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인 책임 범 에 한 단이라기보다는, 공공성과 진실성이

라는 법성 조각사유가 용되는 명 훼손 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법성 여부를 명확히 단하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제시된 요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2) 랑스의 사례에 한 검토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리의무 반으로 인한 불법행  책임으로 이론구

성한 랑스의 Louis Vuitton v. eBay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검

색 등을 통한 침해게시물 확인  삭제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eBay에 하여 반복하여 조품을 올린 매자의 계정

을 정지시키지 않고 조품이라고 의심할만한 설명이 달린 경매를 허용함으

로써 주의의무를 반하 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로

부터 요구받은 조치를 취하 다는 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단하 는

바, 원고가 특정하여 요구한 게시 뿐 아니라 그 외에 eBay 스스로 검색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게시 에 하여도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4) 아래에서 살펴볼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근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서

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선행행 가 그 책임범 를 정함에 있어서 한가지 기

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결례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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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된 eBay는 일종의 호스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EU 자상거래지침에 의할 때 호스 의 경우 법한 행 ㆍ정보에 

한 실 인 인식이 없고 법한 행 ㆍ정보가 명백하게 된 사실ㆍ상황에 

한 인식이 없으며, 그러한 인식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ㆍ

근 지를 한 경우 각각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례에서는 eBay

가 단순한 호스  서비스가 아니라 거래에 보다 극 으로 여한 개자라

고 보아 EU 자상거래지침의 용을 배제하고 책임을 인정하 다. 이에 하

여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등의 세계  디자인 명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랑스의 산업구조상 상표권자의 보호를 우선하

는 이러한 법원의 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285) EU

자상거래지침이나 이를 근거로 제정된 디지털 경제법에 따른 해석론이 아

니라 정책  단에 근거한 것이며 결론 으로 EU 자상거래지침을 정면으

로 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비 이 있다.286) 더욱이 이 사례는 뒤에서 살펴 

볼 오 마켓에 해 간 책임 법리를 통해 책임을 부정한 일본과 미국의 사

례와도 이론구성 측면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287) 일반론으로 확

285) 이 견해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등의 세계  디자인 명품을 생산, 매하

는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랑스의 산업구조상 상표권자의 보호를 우선하는 

이러한 법원의 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면서, 상세한 검토를 생략하

다{이창훈, “오 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에 한 고찰 :한국과 미국의 례를 

심으로”, 지식과 권리 2008년 가을호(2008), 48면}. 그러나 여러 유명 랜드를 

보유한 유럽 각국 사법부에서도 결의 결론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한 미국은 

옥션 사이트를 운 하는 eBay나 YouTube를 운 하는 Google 등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미국의 례 경향은 세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서, 랑스가 

여러 명품 랜드를 보유한 산업구조를 취한다는 만으로 랑스의 례가 폄하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86) Shanna Bailey, “FIGHTING AN ANONYMOUS ENEMY: THE UNCERTAINTY OF 

AUCTION SITES IN THE FACE OF TIFFANY V. EBAY AND LVMH V. EBAY”,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Fall 2009), pp. 155~158.

287) 거의 유사한 사건을 다룬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이를 간 책임에 한 논의

로 다루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한 보다 상세

한 내용은 아래 제4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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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랑스에서는 지 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7장 제711

조의 1부터 717조의 7288)에서 상표권에 하여 규정하는데, 명시 으로 간

침해의 경우까지 침해 범 를 확 하고 있는 특허의 경우(제613조의 4 제2항)

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에 하여는 간 침해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 랑스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 에 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랑스 민법(Code Civil)상 일반 불법행 에 한 조항(제1382조 이하)으로 해

결하고 있다.289) 이에 따라  사례에서도 기여책임이나 방조책임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  책임으로 이론구성하면서, 타인의 침해행  방치의 측면이 아

니라 eBay 스스로의 주의의무 반의 측면에서 주로 단한 것으로 악된

다.290) 다만, 이 사례에 하여는 2차  상표권 침해나 일반 불법행  책임 

법리에 하여는 상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서, EU 자상거래지침이나 디지털 

경제법상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만 집 으로 검토한 에서 

잘못된 이론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비 이 있다. 즉, 먼  eBay의 책임 근거에 

하여 확정한 뒤에야 비로소 면책요건에 해 검토하 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곧바로 면책요건에 하여서만 을 맞춤으로써 주의의무의 근거가 불

288)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dateTexte=20150721&cidTexte=LEGITEXT 

000006069414&fastReqId=591475667&fastPos=2&oldAction=rechCodeArticle 참조.

289) 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 에 의해 야기된 손해 

뿐 아니라, 그가 책임을 지는 사람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하여도 책임은 진다

(On est responsable non seulement du dommage que l'on cause par son propre fait, 

mais encore de celui qui est causé par le fait des personnes dont on doit répondre, ou 

des choses que l'on a sous sa garde.)”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조 제4항(어린이

에 한 부모의 책임), 제5항(피용자에 한 사용자 책임)  제5항(도제에 한 장

인의 책임)에 한 도입규정으로, 제3자가 일으킨 손해에 한 책임에 해 일반규

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다고 한다{김동훈, “ 랑스 불법행 법 일고”, 국민 학교 법

학논총 제5집(1993), 151면}.

290) 이 사안과 거의 유사한 Hermès v. eBay 사건(1심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royes Chambre civil Jugement du 4 Juin, 2008, n° 06/02604; 2심 : Cour d’Appel 

Reims Chambre Civil Jugement du 20 Juillet 2010, n° 08/01519)에서도, eBay의 책임

을 직  불법행 에 근거한 것으로 이론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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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고 한다.291) 이러한 문제 은 비단 랑스의 사례뿐 아

니라 미국의 몇몇 사례와 유럽인권재 소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래 제

6장에서 살펴보듯이 각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조항이 면책

규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

을 입법화한 것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유럽인권재 소 사례에 한 검토

최근 선고된 유럽인권재 소의 Delfi 사건은 인터넷 뉴스 포털을 운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코멘트에 하여 상당히 엄격한 책임을 인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코멘트의 내용은 단순히 명

훼손이나 모욕을 넘어 그 법성이 하고, 코멘트의 개수가 많지 않고 코

멘트가 게재된 범 도 해당 기사 하단으로 한정되어 쉽게 삭제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 포탈 운 자를 곧바로 해당 코멘트의 

발행인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나친 확 해석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터넷 뉴스 포털은 EU 자상거래지침이 유형화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호스 에 해당하나, 유럽인권재 소는  랑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Delfi의 역할이 단순한 호스  서비스가 아니라 언론매체

로서 발행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EU 자상거래지침의 용을 배제한 

Estonia 법원의 단을 유지하 다. 그러나 유럽인권재 소 반 의견이 밝히

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인 역할을 수행하 다고 하

여 곧바로 발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EU 자상거래지침의 용을 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Delfi는 이용자로 하여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연 극 인 역

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반 의견에서 시하고 있는 바

291) Kurt M. SaundersㆍGerlinde Berger-Walliser, “THE LIABILITY OF ONLINE 

MARKETS FOR COUNTERFEIT GOOD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CONDARY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Fall 2011), p. 77.



- 170 -

와 같이, Delfi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호스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하여 실제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를 단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미국 사례들에 한 검토

에서 살펴본 미국 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

에 한 가담을 이유로 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행  자체가 발행인 내지 배포자로서 별도의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생성 등에 여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 이동을 매개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제3

의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발행인 내지 발언자로 취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통신품 법의 규정 체계에 기인한 해석론으로 이

해된다. 명 훼손에 한 미국의 례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발

행인이나 배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극성을 갖는지 여부에 

을 맞추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 의제되어 책임

을 진다고 보는 일본의 가라오  법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미국의 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인 내지 배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하여 집 으로 단하면서도, 통신품 법의 해석을 통하여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를 사실상 으로 면제하고 있다는 에서, 가라오  법

리를 용한 사례군과는 정반 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第3節 미국의 간 책임 이론  이에 근거하여 작권 침해 

여부를 단한 미국의 사례

1. 논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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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가장 먼  발달한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례이론으로 작권침해책임의 세 가지 유형인 직 책임(Direct 

Liability),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책임(Vicarious Liability)의 법

리를 용시켜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례이론의 

토  에 1998년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DMCA를 제정하기에 이르 다. 이후 이른바 P2P 

로그램이 개발되면서 Napster 사건  Grokster 사건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

자 책임에 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개되었고, 특히 Grokster 사건의 연

방 법원 결로 유인이론(Inducement Rule)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편 

Perfect10 사건에서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이 나왔다. 

이러한 미국의 례이론과 입법은 우리나라의 법원 결과 작권법 개정

에 많은 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권침해 

련 책임이 문제된 최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선

고 98가합111554 결(소  ‘칵테일 사건’)은 미국의 기여책임이나 책임

론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292) 그 이후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여 히 이

러한 이론의 향을 볼 수 있다. 

2. 미국에서의 간 책임 이론

가. 미국의 공동불법행 법 체계

미국법에서는 공동불법행 라는 표제 하에 공동기업체(joint venture and 

joint enterprise), 의된 행 (concerted action) 이외의 선택  책임(alternative 

liability)  제조물 책임의 특수문제로서 시장 유율에 한 책임(market share 

liability)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제1차  책임(primary 

292) 박인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한 소고”, 특별법연구 10권 수안

법  퇴임기념(2012),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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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이고, 제2차  책임(secondary liability)에 하여는 근래까지도 논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제2차  책임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는 에서 자기의 불법행 에 하여 책임을 지는 제1차  책임과는 구

별되고, 그 표 인 로는 책임(vicarious liability)과 민사 공모(civil 

conspiracy)293), Restatement (Second) of Torts (1979) 제877조 (a)의 교사 내지 

유인(inducement)294), 동조 (b)의 방조(aiding and abetting)295)  동조 (c)의 책

임296)이 있다.297)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미국법상 지 재산권의 제2

차  내지 간 침해 법리는 일반 불법행 법상 교사ㆍ방조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1979) 제877조 (c)의 책임법리와 련을 맺고 있는 기여책

293)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는 그와의 공동의 계획에 따라 불법행 를 하는 경우

로, 요건은 공모와 불법행 이다.

294) 그가 문제된 행 를 직  했더라면 불법행 를 구성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

야 했음에도 그 행 를 지시하거나 유인한 경우로, 그  지시는 좁은 의미의 교

사로 볼 수 있고, 교사자가 주 행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에 하여는 별 이

론도 없다고 한다.

295) 다른 사람의 행 가 의무 반(breach of duty)을 구성함을 알면서도 그에게 그

게 행 하도록 실질 으로 조력(assistance)하거나 진(encouragement)한 경우로, 공

모는 필요하지 않으나 실질  조력이 필요하고 행 를 지시ㆍ유인할 필요는 없으

나 주된 행 자가 불법행 를 할 것임을 실제로 알아야 한다고 한다.

296) 다른 사람이 불법행 를 하고 있거나 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로 하여  자신의 주거 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로, 실질  기여

라는 객  요건은 방조와 같으나 자신의 주거 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로 그 태양이 제한되어 있고, 신 실  인식이 아닌 의제  인식만으로도 주

 요건이 충족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297) 이동진, 註 168)의 논문, 508면. 미국법상 간 책임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동진, 註 87)의 논문, 15~55면; 박태일, “미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론

의 정립과 발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학 해외연수보고서 -”, 재 자료 제119집

(2010), 350~360면; 이동진, 註 168)의 논문, 508~518면; 황태정,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한 비교법  고찰”, 인터넷 법률 통권 제28호(2005. 3.), 34~37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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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책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 기여책임

(1) 개요

미국의 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은 “불법행

에 참가하거나 이를 더 확장시킨 자는 주된 불법행 자와 마찬가지로 책임

이 있다”는 보통법상의 원칙에서 출발한 것으로,298) 1871년 Wallace v. Holmes 

사건 결299)에서 유래한 법리이다.300) 지 재산권 분야에서 이를 인정한 최

의 례는 Sega Enterprises Ltd. and Sega of America, Inc. v. MAPHIA 사

건301)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자게시 에서 

게임 소 트웨어의 복제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도록 함으로써 이득을 얻었

다면, 실제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 에 실질 으로 기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시하 고, 그 이후 

Gershwin Publishing Corp. v. Columbia Artists Management, Inc. 사건302)에서 인

식과 실질  기여라는 기여책임의 두가지 요건을 명확히 하 다. 참고로 미

국 작권법에는 기여책임에 한 근거규정이 없지만 미국의 례는 미국 특

허법 제271조 (b), (c)항의 규정303)을 유추 용하여 작권 침해에 해서도 

298) 박 석, 註 10)의 책, 32면.

299) 29 F.Cas. 74(C.C.D. Conn. 1871) (No. 17,100).

300) Wallace v. Holmes 사건 결  기여책임에 한 미국 례 소개에 하여는 이

동진, 註 168)의 논문, 530~537면 참조.

301) 857 F. Supp. 679 (N.D. Cal. 1994. 3. 28).

302) 443 F.2d 1159 (2d Cir. 1971).

303)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c)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 174 -

기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기여책임의 성립요건

이러한 기여책임의 요건은 (i)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행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know or should have known; actual knowledge or constructive 

knowledge, 인식 요건)과, (ii) 그 침해행 를 유인,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 으

로 기여하 을 것(induces, causes or materially contribution to the infringement, 

실질  기여 요건)이다.

기여책임이 인정되기 한 (i) 인식 요건과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실제로 인식(actual knowledge)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설령 실제로 인

식하지 못하 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추정  인식(constructive knowledge)

만 존재하면 족하다. 다만,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사건304)에서 연방 법원이 특허법상의 이른바 “상업상 주요한 상품(staple 

article of commerce)”의 원칙을 차용하여, Sony가 생산하는 VTR의 용도 상당

부분이 비침해 인 경우(substantial noninfringing use)에 해당하는 경우 Sony에

게 VTR이용자들이  VTR을 이용하여 Universal 등의 작권을 침해하는 행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

304) 104 S.Ct. 774, 464 U.S. 417 (1984) : Betamax Case라고도 불리는 사안으로 1976

년 미국의 유니버셜시티 스튜디오사가 가정용 VTR 제조업체인 소니사를 상 로 

녹화기기 사용자에 의한 작권 침해에 한 간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해 1985년 미국 연방 법원은 미국 작권법 제107조를 용함에 있

어, 개인 ㆍ가정용의 시간이동(time-shifting)만을 가능  하는 VTR의 이용은 비

리 , 비상업 인 이용이며 이는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VTR

이용자에 의한 직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VTR이 무단복제용으로 사용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법한 목 으로 VTR이 리 이용된다면 간  작

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Sony 사건에 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 석, 註 10)의 책, 45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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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도 있다는 추정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이 있던 것만으로는 

곧바로 VTR공 자인 Sony에게 기여책임을 지우는 것은 선례에 반한다고 하

여 Sony의 책임을 부인한 이래, 당해 상품의 용도 상당부분이 비침해 인 경

우, 기여책임이 인정되려면 직 침해자의 침해행 에 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실제 인식을 하 어야 한다는 해석이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305)

한편, (ii) 실질  기여 요건과 련하여, 단순히 시설(facilities)의 제공만으

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침해행 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요구된다.306) 미국의 례는 실질  기여 요건을 비교  쉽게 인정하고 있으

나, 개인PC, 인터넷 라우 , DSL  역 회선의 공 자의 경우 P2P를 통

한 작권침해행 에 하여 기여책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직 침해

행 에의 상당한 참여(substantial participation)307)를 요구함으로써 특정한 행

가 기여행 가 된다고 정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고 한다.308)

다. 책임

(1) 개요

305) 박 석, 註 10)의 책, 33, 34면.

306) 김동진, 註 87)의 논문, 48, 49면.

307) 한편, Fonovisa, Inc. v. Cherry Auction, Inc. 사건{76 F.3d 259, 264 (9th Cir. 1996) 

결에서는 직 침해자의 침해에 사용되는 침해 장소 내지 시설을 제공하는 것

(providing facilities)으로 족하다고 하여 이른바 “최소의 조건(lowest threshold)”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Fonovisa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는 자동 으로 이 부분 요건이 충족되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비 이 있

다고 한다[Kenneth A. Walton, “IS A WEBSITE LIKE A FLEA MARKET STALL? 

HOW FONOVISA v. CHERRY AUCTION INCREASES THE RISK OF 

THIRD-PARTY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Summer 

1997), p. 944 등{박 석, 註 10)의 책, 35면 각주38)에서 재인용}].

308) 박 석, 註 10)의 책, 3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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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Vicarious Liability)은 어떤 자가 타인의 불법행 를 통제할 권리

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침해행 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얻고 있

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책임은 우리나라 법률상 사용자책임과 유

사한 이론으로, 침해자와 여자 사이가 고용 계, 지시와 감독  복종 계, 

지속 인 계약 계 등을 제로 하고 있어 그 성립요건이 기여책임에 비하여 

상 으로 객 이고 가치 립 이라고 할 수 있다.309) 미국 법원은 소  

스홀 사건들310)에서 스홀의 운 자는 침해행 를 감독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침해행 를 통해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직  경제  이익을 취하 다

는 에서 책임이 있지만, 스홀 소유자인 임 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고 단해 왔다. 이러한 법리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하여도 용되어, 아래에서 살펴 볼 Napster 사건에서 책임에 근

거한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2) 책임의 성립요건

이러한 책임의 요건으로는 (i) 침해행 를 통제ㆍ감독할 권리와 능력

이 있을 것(right and ability to control/supervise the infringing conduct), (ii) 당해 

침해행 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얻을 것(financial benefit from the 

infringement)이다. 기여책임과는 달리 침해행 에 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고 해석된다.

여기서 (i) 통제ㆍ감독권이란 일반 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되나, 

실제 사업상 실로부터 인정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러한 통제ㆍ감독권을 

이론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통

제ㆍ감독권이 부인될 수 있다고 한다.311)다음으로 (ii) 직  경제  이익과 

309) 성지용, “P2P와 작권침해행 에 한 간 책임론”, 재 과 례 14집(2006), 31

면.

310) Dreamland Ball Room, Inc. v. Shapiro, Bernstein & Co., 36 F.2d 354 (7th Cir. 

1929); Famous Music Corp. v. Bay State Harness Hourse Racing and Breeding Ass’n. 

Inc., 554 F.2d. 1213(1977) etc.



- 177 -

련하여서는 소  유치이론(誘致理論, draw theory)이 문제된다. 유치이론이

란 상품 매 등으로 인한 직  이익 외에 고객유치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

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인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작

권 침해행 에 하여 우호 인 사업시책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터넷 

회원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보는 경우에 이를 가리켜 직 인 경제  이익이

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미국의 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312) 

라. 유인이론

Grokster 사건313)에서 법원은 새로이 유인이론(誘因理論314), Inducement 

theory)을 도입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을 확 하 는데, “ 작권침

해를 조장할 목 으로 어떤 장치를 배포한 자는 그 장치의 합법 인 이용에 

계없이 그 장치를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한 결과 인 작권 침해행 에 

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목 ’이라고 하는 주  요소를 추가하 다.315) 

유인이론은 직 침해자를 침해행 로 유도하는 극  표 이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  침해행 에 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이론에 하여는 기여책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종(亞種) 내지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과, 기여책임이나 책임 외 제3의 독립된 책임유형

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316) 학설상으로는 후자의 입장이 다소 유력한 것으로 

311) 박 석, 註 10)의 책, 38, 39면은 이러한 기 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Adobe 

Systems, Inc. v. Canus Productions, Inc. 사건{173 F.Supp. 2d 1044(C.D. Cal 2001)}을 

지지하고 있다.

312) 박 석, 註 10)의 책, 38면.

313)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No. 04-480(2005) et al.

314) 는 유발이론(誘發理論)이라고도 한다.

315) 박인회, 註 292)의 논문, 399면.

316) Lital HelmanㆍGideon Parchomovsky,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STANDARD”,  Columbia Law Review(2011. 10.), p. 1198 [FN18]; Lital Helman, 

“PULL TOO HARD AND THE ROPE MAY BREAK: ON THE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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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317) 반면 미국 례는 Perfect 10, Inc. v. Visa Int'l. Serv. Ass'n 사건318) 

등에서 기여책임의 한 요소로서 유인이론을 단하여 자의 입장을 취한다

고 한다.319) 유인이론을 도입한 Grokster 사건에서는 이 에 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Grokster 결 이후의 소송320)에서는 원고 측에서 기여책임

이나 책임과 함께 유인이론에 따른 책임까지 병렬 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유인이론은 법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배포한 자에 하여서도 일정한 경

우에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Sony 사건 결이 제시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라고 악할 수도 있다.321) 유인이론에 의하여 작권은 보호될 수 있지만 

LIABILITY OF TECHNOLOGY PROVIDERS FOR COPYRIGHT INFRINGEMENT”,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Summer 2010), p. 129. 

317) Fiona Finlay-Hunt, “WHO'S LEADING THE BLIND? AIMSTER, GROKSTER, 

AND VIACOM'S VISION OF KNOWLEDGE IN THE NEW DIGITAL 

MILLENNIUM”, Columbia Business Law Review(2013), pp. 950~951; Sverker K. 

Högberg, “THE SEARCH FOR INTENT-BASED DOCTRINES OF SECONDARY 

LIABILITY IN COPYRIGHT LAW”, Columbia Law Review(2006. 5.), p. 913;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 12.04 

(2012)(Jessica Di Palm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CLASH BETWEEN AUTHORS AND INNOVATORS: THE NEED FOR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SAFE HARBOR PROVISION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2014), p. 808 [FN72]에서 재인용) 등

318) 494 F.3d 788, 795 (9th Cir. 2007).

319) Brett White, “VIACOM V. YOUTUBE: A PROVING GROUND FOR DMCA SAFE 

HARBORS AGAINST SECONDARY LIABILITY”, Sain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Summer 2010), p. 818 [FN49].

320) 를 들어 Viacom v. Google 사건(아래 제6장 제2  1. 나.항 참조).

321) 이에 하여는 유인이론이 Sony 사건 결의 원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유력

한 반론이 있다{박 석, 註 10)의 책, 409~412면}. 즉 이 견해에 따르면, 연방 법

원은 Grokster 사건에서 유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불법  요소들을 찾는 데 힘을 집

하면서, Pure P2P 기술 그 자체의 법성 여부에 하여는 단을 회피하 으며, 

그 결과 Grokster 사건에서 도입된 유인이론은 우리나라 상황에 용하기 하여는 

피상  결론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고 보다 구체 인 사실분석이 필요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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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보호의 가치와 상반될 수 있는 기술 신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인이론에 의하여 작권은 보호될 수 있지만 작권 보호의 가치와 상반될 

수 있는 기술 신은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 법원은 유인이론이 

의도 이며 비난가능성이 있는 표 이나 행 에 기 하여 책임을 인정하며 

법한 상행 를 손상하거나 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을 억제하지 않는

다고 설명하 다.322) 연방 법원은 이러한 불법 인 목 에 한 직 인 증

거의 표 인 경우는, 고와 같이, 타인에 의한 침해를 유인하거나, 타인으

로 하여  침해할 것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 하 다. 따라서 

작권과 특허에 있어서 고에 의하여 침해 인 이용을 기 하 을 뿐만 아

니라 의도한 자는 침해에 하여 례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323)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해 간 책임 이론을 개한 미

국의 사례

가. 논의의 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복제기술의 발 과 함께 복제기술 

내지 복제기회의 제공이 기여침해 등 간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Sony 사건 결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소니의 비디오테이 코더가 비디오테이 의 불법복제에 기여한 것인지 여

부를 다루면서 작권 침해 이외에도 이용자의 사  이용을 한 시간변경

(time-shifting)과 같이 상당부분 비침해 인 용도가 있는 이상 기여침해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단순한 기여침해에 하여는 책임을 부정하 다. 

다. 한  Grokster 사건에서 연방 법원도 극심한 작권침해를 시정하기 한 정

책  고려가 있음을 결 서두에서 스스로 명기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

한다.

322) 이 희, “P2P 일교환에 한 사법  단과 망”, 특별법연구 제8권(2006. 9.), 

801면.

323) 이 희, “P2P 일교환에 한 그록스터(Grokster) 결과 그 향에 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2호(2005. 9.), 90,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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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apster 결과 뒤이은 Grokster 결 이후 미국 법원은 이용자의 작

권침해에 하여 인터넷경매사이트, 성인인증서비스, 검색엔진은 물론 신용카

드회사에게까지 범 하게 제2차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 으며, 이러한 미

국 례의 태도는 소리바다 사건 등 우리나라에까지 향을 미쳤다. 이하에

서는 미국의 사례  가장 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P2P라는 

기술  특징을 기반으로 한 Napster 사건과 Grokster 사건 결  검색엔진에 

한 Perfect 10 사건에 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Napster 사건324)

 이 사건에서 A＆M Records  17개의 음반회사들이 P2P 서비스를 제공

하는 Napster를 상 로 음악 작권 침해에 한 기여책임  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하면서 Napster에 해 임시 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 고, 항소

법원은 Sony 사건에 한 연방 법원의 결 등 선례를 통하여 그 법리를 

개하고, 사실 계를 검토한 후 지명령의 범 에 한 1심 법원의 결을 

취소하 으나325), Napster가 작권 침해에 한 간 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1심 법원의 결을 인용하 다.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 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

로,326) 이용자들에 의한 직 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324)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1심 : 114F Supp. 2d 896(N.D. Cal. 2000.); 항

소심 : 239 F. 3d1004 (9th Cir. 2001).

325)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작권이 있는 작물  그 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일을 Napster측에 먼  통지한 경우에만 Napster가 작권을 침해하는 일에 

한 속을 배제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제하면서, 1심 법원의 지명령 

범 는 과도하다고 단하 다.

326) 이 사건은 작권법의 측면에서 공정이용 범 에 하여도 논의할 실익이 있기

는 하나, 본 논문의 주제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과는 직 인 련이 

없는 쟁 이므로, 간략하게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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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항변하 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작물 이용의 목 과 성격, 체

인 작물과 이용된 작물의 분량  상당성, 작물의 잠재 인 시장이나 

가치에 한 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일로 변환한 음악 작

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327)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Napster 측

의 주장도 배척하 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Napster 이용자들에 의한 직 침해를 인정하

는 데는 이론이 없었고328), 이와 같이 이용자의 직 침해를 제로 Napster의 

기여책임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 다. 우선 ① 기여책임과 련하여서는 

(i) 실제  인식이 아닌 추정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Napster가 회

원들이 이용한 곡명과 가수 이름 등에 한 일 정보를 모두 앙 서버에 

장하고 있는 등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불법  MP3 교환행 를 인식하 다

는 에서 추정  인식이 인정된다고 하 고, (ii) Napster가 직  침해물인 

MP3 일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P2P 로그램, 검색엔진, 서버 등 MP3 

일의 치를 찾아 다운로드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장서와 시설을 공 한 

이상 실질  기여도 인정된다고 하 다. 다음으로 ② 책임과 련하여 (i) 

Napster가 자체 서버에 일 정보를 장하 고 이용자로 하여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게 하 으므로 이용자들의 침해행 를 인식할 충분한 능력과 

327)  Son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VTR이 텔 비  로그램의 시간이동

(time-shifting)을 해 복제하는 에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용된다고 단하 는

데, Diamond Multimedia systems v. RIAA., 469 U.S. 403(2000)}에서 MP3 이어 

제작사인 피고에 하여도 같은 법리에 따라 음악 일을 단순히 공간이동

(space-shifting)을 해 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정사용이 인정된다고 단하 다.

328)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 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이

용자들에 의한 직 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

변하 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작물 이용의 목 과 성격, 체 인 작물과 이용

된 작물의 분량  상당성, 작물의 잠재 인 시장이나 가치에 한 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하 다. 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일로 변환한 음악 작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하는 것에 불과

한 것이라는 Napster 측의 주장도 배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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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로 하여  시스템에 근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도 불법 인 일교환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태만히 하 으며, (ii) Napster

는 불법 인 일교환으로 회원수를 증 시키는 등 직 인 경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329)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 다. 

Napster 사건에 하여는 책임에 있어 부수 인 요건에 불과한 의도

(intent)에 해 과도한 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에 한 리 권한  

능력 기 에 의한 한 기 을 용하지 못하게 하 고, 더욱이 유치이

론을 채택하여 단지 장차 이용자의 수를 확충하여 장래의 수입을 올리려 하

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행 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얻은 것

에 해당한다고 으로써 책임의 범 를 지나치게 확 하여 결과 으로 

Sony 사건 결 이후 오랫동안 유지된 균형 을 무 뜨릴 험이 있다는 비

이 있다.330) 한 ① Sony 사건 결에서 “추정  인식만으로 2차  책임을 

인정한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시한 것을 두고, Napster 결에서는 반

해석상 실제 인식이 있으면 곧바로 기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Sony 사건에서의 연방 법원의 진의를 왜곡하 다는 , ② Napster 측에서 

DMCA상 면책요건의 하나로 침해제거정책(Termination Policy)을 채택하 다는 

사실이 도리어 책임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불리하게 단되었다는 , 

③ 일이 Napster의 서버를 통하지 않고 송된 이상 미국 작권법 

§512(i)(1)(A)에서 정한 면책조항의 용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한  

 ④ Napster가 식별된 침해물의 송을 99.4%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하 음에도 침해행 가 0%에 달하지 않는 이상 부족하다고 보면서, P2P 네

트워크가 가져오는 법 ㆍ경제  유용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포기하도

록 한  등에서 부당하다는 유력한 비 이 있다.331) 

329) 당시 Napster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향

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30) Sverker K. Högberg, op. cit.(317), pp. 918, 932~935.

331) 박 석, 註 10)의 책, 226~231면. 특히 이 견해는 Napster가 작권자로부터의 소

제기로부터 면제되는 신 작권자에게 오디오 가정녹음 법률(Audio Home 

Recording Act)과 같이 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 을 지 하는 방향으로 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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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okster 사건332)

(1) 사건의 경   법원의 결

이 사건에서 MGM 등의 화제작사들과 음반제작사들은 앙 서버를 통

하지 않는 Pure P2P 방식333)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Grokster 등이 작권침

해에 한 기여책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 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용자들에 하여 직 침해가 성립한다

는 에 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Grokster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 

정도가 매우 낮은 Pure P2P 방식이라는 에 착안하여 Grokster의 책임을 부

정하 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우선 ① 기여책임과 련하여서는 (i) Grokster가 

공 한 로그램이 작권침해에 사용될 것이라는 을 일반 으로 인식하

다고 하더라도, 해당 로그램이 비침해 으로도 상당부분 사용될 수 있다는 

에서 추정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ii) Pure P2P 방식으로 Grokster가 

서버를 차단하더라도 여 히 이용자들의 일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  

기여행 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 고, 다음으로 ② 책임

과 련하여서는 (i) Grokster 로그램 이용자들이 완 히 Grokster의 통제권 

밖에서 일교환 등을 행한 것으로 설령 디지털 지문인식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을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 히 피고들에게는 이용자들

의 일교환 행 에 한 통제ㆍ감독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 으며, 

(ii) 다만 Grokster는 그 이용자들의 증 를 통한 고수익 등 직  경제  

이익은 얻고 있다고 보아 결론 으로 책임도 부정하 다. 이에 하여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간단

히 배척함으로써 기술공 자와 작권자 사이의 모범  타 이 이루어질 수 없도

록 하 다고 비 하기도 하 다.

332)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333) 참고로 Napster의 경우는 앙 서버를 통하게 되는 하이 리드 P2P 방식을 사용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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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역시 Grokster가 Pure P2P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에 해 기술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에 을 맞추어, Grokster를 

단순히 소 트웨어 공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Sony 사건 결 법리를 그

로 용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여책임  책임을 부인하 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와 같은 항소심의 단을 뒤집고 Grokster에게 기

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단하며334) 사건을 기ㆍ환송하 다.335) 연방

법원은 어떠한 상품이 침해행 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을 단순히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 그러한 상품을 이용한 침해행 를 조장하기 한 언동이 입증

되었을 경우에는 침해유인에 해당하여, 단지 제3자의 행 를 인식하고 도구

를 공 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제3자가 그 도구를 이용하여 범한 침

해의 결과에 해 책임이 있다고 제한 뒤, Grokster가 자신을 Napster의 

체물로 고하며 공짜 일교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을 명시한 사실, Pure 

P2P의 분산화된 로그램  성질로 인하여 Grokster가 교환되는 일의 내용

이나 교환시  등을 구체 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이용자들이 주로 불

법 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Grokster가 

작권침해 일을 필터링하기 한 노력 등 침해행 의 단속이나 제거를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Grokster는 해당 사이트의 고 공간(advertising 

space)을 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실 등을 근거로, Grokster에게는 불법 

목 (unlawful objective)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하 다. 

334) Grokster 결에서 유인이론을 용하면서 책임이나 기여책임과 같은 통

인 2차  책임에 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Brett White, op. 

cit.(319), pp. 818, 819}.

335) 연방 법원 결에서는 Scouter 법 이 작성한 원일치 의견과 2개의 별개의

견(Ginsburg 법  등 3인의 별개의견  Breyer 법  등 3인의 별개의견)이 있

었다. 연방 법원 결은 유인이론에 따라 Grokster의 기여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서는 일치하 으나, Ginsburg 법  등 3인의 별개의견은 사실 계에 해서 달리 

단하 고, Breyer 법  등 3인의 별개의견은 Sony 사건 결 법리의 용 여부

에 하여 달리 단하 다.



- 185 -

(2) Grokster 결에 한 검토

Grokster 사건 결에 하여는 선의의 행 자에 한 Sony 사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행 자로 하여  면책 조항의 혜택을 리지 못하

도록 유인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Grokster 결에 의할 때 유인 여

부는 실제로 유인행 를 하 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는 것이 아니라 직

이고 상황 인 증거들에 의한 유인 의도에 따라 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 이 견해는, Grokster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  목 이 시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이용자로 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 를 하

도록 권유하 는지 여부에 한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하며, Grokster 법원은 

확정 인 행 보다는 의도와 리  동기에 근거하여 책임을 인정하 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견해는, Grokster 법원은 피고가 Napster 이용

자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 필터링 기술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피고

가 침해를 야기할 강한 리  동기를 가졌다는 에 근거해 불법  의도를 

인정하 는데, 이는 피고와 그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당해 기술이 “본

질 으로 비침해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 하고, 오로지 피고가 

일부러 침해를 한 업 모델을 채택한 것인지에만 을 둔 것이라고 보

고 있다.336) 이 견해는 Grokster 결에 해 립 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다

만 Grokster 결이 와 같이 기술의 내용이나 이용자의 사용 황이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도나 업 모델을 기 으로 침해 여부를 단함으로

써, 기술 으로 상당부분 비침해  사용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유인이론에 따

라 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고, 반 로 침해에 사용될 잠재성을 가진 기술이라

도 핵심 업 모델이 합법 인 이상 침해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을 지 하고 있다.337)

336) Stacey L. Dogan, ““WE KNOW IT WHEN WE SEE IT”: INTERMEDIARY 

TRADEMARK LIABILITY AND THE INTERNET“,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2011. 7.), pp. 6~9.

337) Stacey L. Dogan, op. cit.(33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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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rokster 결에 하여는, 이 사건이 이론 인 요성을 가질 뿐 아

니라 당해 사건에서 Grokster의 명백한 의도라는 사실 계에 터잡아 합리 인 

방식으로 작권자와 기술  진보 사이의 이해 계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한 에 하여는 정 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결정이 도입한 유인이론

이 리 용될 경우 기술 신과 온라인 제휴를 냉각시킬 험이 있다고 비

하는 견해가 있다.338)

Grokster 사건 결에 하여는, Grokster 등 P2P 기술로 인한 작권침해

의 폐해가 극도로 심각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되, 사

업자가 고의 으로 침해를 유발한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한 책임추궁의 틀

로 유인이론을 도입하 다는 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종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거론함에 있어 과거 BBS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와는 달리 P2P 서비스제공자, 그 에서도 Grokster와 같은 Pure P2P 소

트웨어공 자의 책임에 하여는 기여책임과 같은 2차  책임이론에 터잡

은 침해책임추궁은 상당히 곤란해졌다는 해석이 지배 이었지만, 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유인이론”의 도움으로 기여책임은 일정 역에서 다시 생명력

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Grokster 결 나름의 

이러한 의의에 불구하고, 이 결이 내려진 직후 주로 복제기술공 자나 이

를 옹호하는 측으로부터는 그 부정  향에 하여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

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당해 복제기술이 상당부분 비침해 인 용도를 가진 

경우일지라도 기술공 자로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내리

는 “침해유발의 고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책임

유무에 하여 종 보다 더 측이 곤란한 법 불안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

하고 있다.339) 미국 내에서도 Grokster 결 결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제

338) Alvin Chan, “THE CHRONICLES OF GROKSTER: WHO IS THE BIGGEST 

THREAT IN THE P2P BATTLE?”, 15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Summer 

2008), pp.. 291, 293~294; Susanna Monseau, “FOSTERING WEB 2.0 INNOVATION: 

THE ROLE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DMCA SAFE 

HARBOR, SECONDARY LIABILITY AND FAIR USE”,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Fall 2012),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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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시장에서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2차  책임의 상이 되는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 다는 비 이 있다.340)

한편, 세가지 측면에서 Grokster 결을 비 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우선 연방 법원이 비침해  사용의 실질  가능성을 단함에 있어 Grokster

가 침해행 를 조장하는 명백한 표 이나 조치를 취한 것에만 주목한 , 

Grokster가 로그램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무료로 배포한 

것은 Sony가 불법복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VCR을 매한 것과 동일함에도, 

Sony 사건에서는 사용자들이 도구를 비침해  용도로 사용한 수치(당시 10% 

미만이라고 함)를 밝히면서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던 반면, 

Grokster 사건에서는 비침해  이용 수치에 하여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 

유인이론이라는 새로운 간 책임 유형을 도입하면서 미국 례법상 인정되어 

왔던 책임과 기여책임에 하여 고려하지 않은  등을 비 하고 있

다.341)

한 Grokster 사건 결에 하여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Pure P2P 업체에 

해서도 더군다나 원일치 의견으로 작권 간 침해를 인정하 다는 , 

기존의 기여책임, 책임과는 다른 새로운 유인 이론으로 책임을 인정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으면서도, 유인침해의 근거와 요건 등에 하여 단

하지 않음으로써 Sony 선례가 제시한 명확한 기 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Pure 

P2P 자체의 책임에 하여는 언 이 없어 여 히 그 단이 모호하다는 비

도 있다.342) 

339) 박 석, 註 10)의 책, 412~414면.

340) Brett White, op. cit.(319), p. 815.

341) Thomas A. Lipinski, “The legal landscape after MGM v. Grokster: Is it the 

beginning of the end or the end of the beginning: Part 1: Understanding the context”,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2(1)(2006. 

10.). pp. 6~11{고흥석ㆍ박재 , “온라인 작권 소송 사례 비교분석 : 한국의 소리바

다와 미국의 그록스터(Grokster) 결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2008. 2.), 43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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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erfect 10 사건343)

원고 Perfect10은 성인용 이미지를 인터넷상으로 유료로 공 하는 사업자

이고, 피고 Google은 검색엔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Google의 검색엔진은 원고의 허락 없이도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원고의 이미지를 자동 으로 목록화하여 Google의 서버에 썸네일 이미지

(thumbnail image)로 장해 두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와 같이 장된 썸

네일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용자는 제3자의 침해사이트에 인라인 링크(inline 

link)344) 방식으로 속하여 원본 크기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었다. 이에 원고

342) 성지용, 註 309)의 논문, 56~57면. 

343) 1심 : Perfect 10, Inc. v. Google, Inc., 416 F.Supp.2d 828 (C.D.Cal. 2006); 2심: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1170 (9th Cir. 2007, 선고된 후 일부 내용 수정ㆍ

보완); 기환송심: Perfect 10, Inc. v. Google, Inc., 2010 WL 9479060 (C.D.Cal. 

2010); 기환송 후 항소심: Perfect 10, Inc. v. Google, Inc., 653 F.3d 976 (9th Cir. 

Cal. 2011); 기환송 후 상고심: Perfect 10, Inc. v. Google, Inc., 132 s.Ct. 1713 

(U.S. 2012).

344) 링크는 어떤 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곳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

트로 이동하는 것을 빠르고 쉽게 해 주는 것으로서, 보통 두 종류로 나 어지는데, 

첫 번째 아웃링크(out link)는 URL을 HTML 문서의 코드 속에 집어넣어 그 웹사이

트의 방문자들이 특정한 아이콘이나 하이라이트가 된 문자열을 클릭하는 순간 자

동 으로 링크가 된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인라인 링크

(in-line link)는 와 같은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웹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의 어떤 웹사이트에 치해 있는 문서, 화상, 오디

오 클립 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링크가 되어 있

는 웹페이지를 열게 되면 실제로는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 화상, 오디오 클립 

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화면에 나타나는 재의 웹페이지의 일부처럼 출되

도록 하는 방법이며, 특히 인라인 링크에 의하여 유입된 자료들이 링크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의 임이나 출력되는 창의 테두리 안에 액자 속에 끼워진 

그림처럼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이 (framing)이라고 부른다. 강기 , 註 87)의 

논문, 1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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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oogle이 원고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표시하는 것과 제3자의 웹사이트로 

링크를 설정하는 것 모두가 원고의 작권을 침해하는 행 라고 주장하 다. 

우선 1심 법원은 Google의 썸네일 이미지 작성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

고 원고의 작권을 침해하는 행 라고 보았으나, Google이 제3자의 웹사이트

로 인라인 링크를 설정한 행 에 하여는 Google의 직 책임을 부정함과 동

시에 2차  책임도 부인하 다. 이에 원고와 Google이 모두 항소하 는데, 항

소심 법원은 인라인 링크에 하여 직 책임을 부정한 부분은 원심 결정을 

유지하 으나, 썸네일 이미지 이용에 하여는 이용의 목 과 성격, 작물의 

성질, 이용된 작물의 양과 질  잠재  시장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하

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특히 Google 검색 엔진의 신 인 성질

(transformative nature)345)이 우발 인 체  사용(superseding use)이나 Google 

검색 엔진의 사소한 리  측면 등에 비하여 우세하다고 하면서346) 인라인 

링크로 인한 2차  책임의 성립 여부와 DMCA 면책조항의 용 여부에 하

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 결정을 기ㆍ환송하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oogle이 원고의 이미지를 권한 없이 장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운 하는 제3자나  사이트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받는 이용

자의 직 침해행 에 하여 기여책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Sony 결에 따라 상당부분 비침해  용도를 가진 

경우라도 더 나아가 이용자의 침해를 유인한 경우에는 Grokster 결에 따라 

345) Google의 썸네일이 원본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 검색 엔진은 원본을 

자 으로 색인함으로써 사회  편익을 제공한다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

소를 고려하여 Google 검색 엔진이 신 인 성질을 갖는다고 단하 다.

346) 작물의 디지털 사용에 한 앞으로의 사건들에서 신  성질을 갖는지 여부

가 공정사용의 결정 인 기 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고려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럼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편익이 리성 여부에 비하여 공정사용 

항변과 련하여 요한 단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한다{Kelly Morris, 

““TRANSFORMING” FAIR USE: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Online Edition(2014. 5.), pp. 195~196,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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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시한 다음 기여책임 성립 요건을 검토하

는데, 1심 법원은 (i) 인식 요건과 련하여 Google이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

여 작권을 침해하는 침해물에 근할 수 있다는 을 실 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 으나, (ii) Google이 이용자들로 하여  침해행 를 하고 있

는 제3자의 웹사이트에 속하도록 실 으로 조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

질  기여는 없었다고 단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실 으로 인

식하고,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한 용이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채 침해물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Google에게 작권침해사실을 

제 로 고지하 는지 여부  이러한 고지에 해 Google이 어떻게 응하

는지 여부  Google이 침해물에 속을 제공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

이고 실 가능성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하여 추가 심리가 필

요하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결정을 기ㆍ환송하 다. 

한편, 1심과 항소심 모두 Google의 책임은 부정하 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직  침해행 가 제3자의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Google

에게는 그에 한 리통제권이 없다는 을 들어 Napster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기본 으로, 기여책임은 제3자의 직

침해행 를 돕고 있는 피고 자신의 행 를 지하지 않은 데 하여 부과되

는 것인 반면, 책임은 피고가 직 침해행 자로 하여  침해행 를 하는 

것을 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Google이 자신의 시

스템을 리함으로써 침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여책임 성립 여부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책임에 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 다.

이 사건에서는 유인이론의 기 에 따라서 Google의 책임 여부가 검토되기

도 하 는데, Grokster 사건에서는 서비스의 부분이 침해에 이용된 반면 

Google의 경우에는 그 지 않다는 , Google은 불법 침해물을 이용하도록 

고하거나 조장하지 않은 , 불법 이미지 검색결과 주변에 스폰서 고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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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기는 하나, 이것이 Google의 인 수익모델은 아니라는  등을 근거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기환송심에서는 원고의 손해가 회복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

고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유지하

으며, 원고의 상고신청(certiorari)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347)

4. 小結

미국의 간 책임 법리  특히 기여책임과 책임에 한 논의는 주로 

작권침해 사안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국내 문헌  이에 하여 

다룬 것은 주로 P2P 기술에 한 Napster 사건이나 Grokster 사건과 련되어 

있고, 민법상 공동불법행 의 측면에서 기여책임과 책임 자체에 하여 

상세히 분석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국내 학설상으로는 미국의 간

책임 법리가 주로 지 재산권 역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불법행 책임의 일종으로, 지 재산권법 특유의 가담형식으로 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48) 더욱이 한국의 창기 례들은 미

국의 기여책임 이론  책임 이론에 강하게 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를 하면서도, 정작 국내 어느 규정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하여는 명확하게 시하지 않았는데,349)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을 정확히 악하기 하여는 우선 국내법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한 

뒤 구체 인 기 을 설정할 때 이를 유추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다.

347) 사회 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지되는 새로운 기술과 직면하 을 때, 작권

자가 사회  편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신성에 해 과 평가하고 시장 

향력을 평가함으로써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 이 있다.{Jane C. Ginsburg, “FAIR USE FOR FREE, OR 

PERMITTED-BUT-PAID?”,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2014), p. 1385}.

348) 이동진, 註 168)의 논문, 541면.

349) 박 석, 註 140)의 논문,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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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과 련

하여 국내 례는 주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 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

며, 그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를 근거로 할 경우 미국 례법상

의 2차  책임론을 무리 없이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기여책임론 등

은 이미 오랫동안 상당한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세계 으로도 강한 향을 미

치고 있으며, 공동불법행 가 성립하기 한 요건을 단하기 한 구체 인 

해석기 으로 와 같은 미국 례 이론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350) 경청

할만한 견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와 같은 례 이론을 정확

히 분석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 례 이론은 공동불법행 에 해 우리와는 다른 법률규정을 

둔 미국 법률 환경에서 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제한 으로 

도입될 수는 없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 바와 같이, 소리바다에 련한 국내 

결에서는 미국 례 이론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P2P 로그램에 한 책임

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미국 내에서 기여책임 

등의 2차  책임법리가 정착되었고, 세계 으로 미치는 향력이 크기는 하

나, Napster 사건이나 Grokster 사건의 구체  단에 하여는 여 히 비 하

는 견해도 상당하며, 특히  사건 결들은 오로지 P2P라는 극히 특수한 기

술형태에서만 용되는 것이라는 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명 훼손

이나 상표권침해 등 다른 법 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는 와 같은 기여책임 법리를 그 로 용하고 있지 않으며, P2P 로그램

의 책임을 인정한 Napster 사건이나 Grokster 사건 이후 내려진 Perfect 10 사

건에서는 검색엔진의 경우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는 등 구체 인 사실 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第4節 방조행 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350) 박 석, 註 10)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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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례

1. 방조행 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단

이용자의 침해행 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성문규정에 근거

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하여 지 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명 훼손이나 원격디지털 장장치에 한 사안에서는 아직까

지도 책임 근거규정이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나, 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사안에서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칵테일 98 결351)이나 인터넷제국 결352) 같은 창

기 사안에서는 간 책임론  미국의 기여책임이나 책임 이론에 향을 

받은 것처럼 보 지만, 이후의 소리바다 항소심 사건353)에서 처음으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으로 근거를 찾은 이후에354) 그 

법원 결들355)과 그 이후의 결들356)에서 이러한 입장을 견고히 하 다. 

이처럼 작권 침해와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론을 처음 

제시한 것은 소리바다 사건이었는데, 이후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건 결

이 제시한 방조책임론의 기 을 다른 작권 침해 사례들에서도 충실히 재확

인해 왔고, 작권 사례뿐 아니라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사례 등 지 재산권

의 다른 역에서는 물론, 명 훼손행 나 사생활 침해 등 인터넷서비스 이

용자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 들에 있어 그 구체 인 불법의 종류를 

불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 인 책임을 추궁하는 기본 틀이 되고 

351)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8가합111554 결.

352) 서울지방법원 2001. 8. 24. 선고 2000가합83171 결.

353)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결(소리바다 1 항소심 결).

354) 박 석, 註 140)의 논문, 111면.

355) 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결(소리바다 1 상고심 결).

356) 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결(야후 사건 상고심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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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357) 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이나, 명 훼손의 경우에는  싸이월드 사

건에서 본 바와 같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은 제3의 이용자의 직 침해행 에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소극 으로 가담하는 형태이므로, 방조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작권 침해행 를 할 것을 교사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행 를 방조한 경우에는 “교사자나 방조

자는 공동행 자로 본다”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60

조 제1항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교사책임

을 묻기는 쉽지 않고, 실질 으로 교사 책임을 물은 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58) 이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 책임으로 문

제가 되는 것은 주로 방조책임이고, 부분의 례는 간 책임으로 이론구성

을 하고 있다. 

2.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가. 상표권 침해와 련된 사례

(1) 히노키 사건359)

(가) 사건의 경

357) 박 석, 註 140)의 논문, 115, 116면.

358) 박 석, 註 140)의 논문), 111면.

359) 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 가처분이의 : 서울고등

법원 2009. 2. 10.자 2008카합3997 결정. 이 결정에 하여는 피신청인 측이 항고하

으나, 2009. 5. 8. 신청인 측의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다. 이 결정의 사실 계와 

시사항은 최성 , “부정경쟁행 에 한 몇 가지 쟁 ”, LAW & TECHNOLOGY 

제5권 제1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 1), 1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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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미국의 HAYASHI사로부터 히노키 샴푸, 컨디셔  등의 제품을 

독  수입하여 국내에 매하는 회사의 표로서  상표(이하 '히노키 상

표')의 상표권자이다. 피신청인들은 각각 지마켓(www.gmarket.co.kr), 옥션

(www.auction.co.kr), 인터 크(www.interpark.co.kr) 등의 오 마켓 운 자인데, 

매자들이 신청인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샴푸, 컨디

셔  등의 제품을 매하여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

은 피신청인들에게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매정보를 모두 삭제

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지목한 매자에 하여 히노키 상표 부착 제품 매를 지시켰다. 옥션

과 인터 크는 나아가 신청인이 지목하지 않은 매자에 하여도 히노키 상

표 부착 제품 매를 지시켰으나, 지마켓은 신청인이 지목한 매자에 한

하여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매 지 조치를 취하 을 뿐, 히

노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다른 매정보에 하여는 검색 기능을 통

해 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히노키 상표는 문자상표이기 때문에 컨

 요부에 해당하는 '히노키'리는 검색어로 매정보를 검색하면 다른 매정

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찾아 삭제하거나 이에 한 근을 임시로 차

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은 모두 그 이후 히노키 상표가 부

착된 제품이 새로 매․등록되는 것에 하여는 어떠한 방지조치도 취하지 않

았으며, 그 결과 계속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신청인의 허락 없이 피

신청인들이 운 하는 오 마켓을 통해 매되고 있었다. 그러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들을 상 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 다.

(나) 법원의 단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360) 제2항을 근거로 피신청인들에게는 각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오 마켓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매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법  의무가 있다

360) 註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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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더 나아가 피신청인들이 상표권 침해행 가 발생할 험성이 있

는 오 마켓을 스스로 제공하고 리ㆍ지배하며 그 가로 매수수료 등을 

수수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운 ㆍ 리하는 오 마켓를 통한 상표권 침해행

를 방지하고 단하여야 할 법령상, 조리상의 작 의무가 있다고 시하

다. 

즉,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오 마켓에서 상표권 침해행 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매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매정보에 

한 근을 임시 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해당 매정보가 

다시 게시되지 앉도록 하여야 할 작 의무가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오 마켓을 통해 신청인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하고 가능한 기술  조치( 컨  히노키 상표의 요부를 칙어로 

설정하여 그것이 포함된 매정보에 해여는 게시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등)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고의 는 과실로 작 의무를 제 로 이

행하지 않음으로써 매자들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 를 용이하게 해 주었으

므로, 매자들의 상표권 침해행 에 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시하

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방조자에 불과한 피신청인들이 상표법 제65

조361)가 침해 지 등 청구의 상 방을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 지 등 가처분 신청의 상 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이에 하여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직  침해

361) 제65조 (권리침해에 한 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는 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는 침해할 우려가 있

는 자에 하여 그 침해의 지 는 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는 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

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 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방에 필요

한 행 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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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자들의 상표권 침해행 를 방조하고 그 

가로 매수수료 등을 수수하 으며, 이 사건 오 마켓을 리ㆍ지배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상태를 쉽게 제거하고 방할 수 있는 지 에 있으므로, 침

해 주체에 하여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는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여 피신청인들을 상 로 한 침

해 지, 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하 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상표법상 허용되는 

‘진정상품 병행수입’도 불가능하게 되어 피신청인들의 재산권에 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 는데, 이에 하여 법원은 만약 진

정상품을 병행수입 하여 매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피신청인들로서는 이

에 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매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행수

입 된 진정상품이 매될 가능성을 들어 이 사건 지명령의 범 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단하 다.

(2) K2 사건362)

(가) 사건의 경

원고는 , ,  등의 등록상표권자인데,  등록상표들과 함

께 그 외 이나 호칭이 유사한 ‘K2’, ‘ 이투’ 등의 표장을 사용해 왔고, 2002

년부터는 고딕체로 표 한  표장을 본격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표

장에 하여도 2004. 8. 28. 등록출원을 하여 2008. 6. 2. 상표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표장들을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 고에 사용하면서 2001.경부터 

텔 비  고를 국 으로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방송, 지하철역 

고 과 버스 외벽 등의 다양한 고수단을 이용하여 표장을 으로 

고하 다. 그런데 2006.경부터 피고가 운 하는 오 마켓 인터 크

362) 서울 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결. 이 사건에 하여는 

원고가 항소하 으나, 2009. 4. 7.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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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terpark.co.kr)에서 다수의 매자들이 , ,  등의 등

록상표가 부착된 등산용품을 매하면서 상품 고에 ‘K2 등산화’, ‘K2 정품’, 

‘K-2 Matsin’, ‘K-2 pinatubo’ 등 ‘K2’나 ‘K-2’를 포함한 표지를 주로 사용하

다. 이에 원고는 직  매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 로도 침해

행  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다. 

원고는  상표 등에 하여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 으

나, 특허법원에서는 원고의  상품표지가 간단하고 단순한 표장이라거나 

한 지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 등은 원고

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시하 고, 이

에 원고가 상고하여 2008. 9.경 법원은  표지가 국내에 원고의 상품표

지로서 리 알려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 다고 단하면서  상표 등

에 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시하 다.

피고는 ‘K2’나 ‘K-2’를 포함한 표지를 고에 사용한 상품 부에 해서

는 스스로 매 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7. 1.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 ‘K2’나 ‘K-2’를 포함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의 매 지를 

요청받고 그 상품에 하여 매 단조치를 취하 다. 한  소송 계속  

 법원 결이 선고되었음을 통지받은 2008. 10. 순경부터는 피고 운

의 오 마켓에서 매되는 ‘K2’나 ‘K-2’를 포함한 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을 검

색하여 매 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법원의 단

법원은 원고의 표장이 2006.경부터는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 고, 직

매자들의 행 가 부정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으나, 피고의 방조책

임은 부정하 다. 

먼  법원은 오 마켓 운 자의 책임에 한 일반론으로 “오 마켓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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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켓이 제공하는 약 에 동의하는 사람은 구든지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상품의 등록, 가격, 매, 상품정보의 등록 등은 모두 사이버상 의 

매자가 결정하며, 오 마켓의 운 자는 자상 가(사이버공간)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뿐이므로 오 마켓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하여도 원칙 으로는 매자가 등록ㆍ 매한 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해 매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오 마켓 운 자는 매자에 한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해 상품의 매에 해 오 마켓 운 자가 책임이 없다는 사

실을 미리 고지하면 매한 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해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 법률 제20조). 한, … 

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작권 등 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매자의 상품 매가 부정경쟁행 에 해당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지

만, 오 마켓 운 자가 그러한 권리침해행 의 직  주체도 아니고, 그 침해 

여부를 단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오 마켓에서 매되는 상품이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 인 권리침해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만을 

들어 오 마켓 운 자에 해 매자의 상품의 등록ㆍ 매행 가 부정경쟁행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리 삭제하는 등과 같

이 매자의 부정경쟁행  등을 방지할 일반 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오 마켓 운 자가 운 하는 오 마켓에서 부정경쟁행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가 실제로 발생하고, 오 마켓 운 자가 그 

권리침해행 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 마켓 운 자가 그 침해행 의 발생 내지 험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체 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오 마켓 운 자에게 

그 침해행 를 방지할 구체 인 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시하 다. 법원은 

이 경우에 오 마켓 운 자가 그 침해행 의 발생 내지 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권리침해행 라고 주장되

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의 행태, 기간, 횟수, 오 마켓 운 자가 권리자

에 의해 권리침해행 라고 주장되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 등을 알고 있

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오 마켓 운 자에 한 매 지요청 등 구체 인 

권리침해방지의 노력과 그와 련해 오 마켓 운 자가 취한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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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침해자 이외의 제3자가 볼 때에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 등이 부

정경쟁행  등 권리침해행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와 같은 제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오 마켓에서 “K2”나 “K-2”를 포함

한 표지를 사용하여 매하는 상품 매행 에 해서는 원고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지 않은 한 이를 부정경쟁행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해서까지 매 지

조치 등 부정경쟁행 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단하 다. 한편, 원고의 권리침해신고로 특정되어 한정한 개

별 매자들에 해서는, 그 매자들의 행 가 부정경쟁행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하여는 

피고가 곧바로 상품 매 지조치를 취하 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시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 다. 즉, ① 매자는 피

고가 미리 마련한 약 에 동의한 이후 피고의 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

하고, 그 후에 매자에 의한 상품정보의 등록과 상품 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어서, 피고로서는 매자의 이 사건 표장들과 “K2”나 “K-2”를 포함한 표장

들을 사용한 상품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 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표장 자체가 원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내지는 한 

지리  명칭에 해당하여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는 한 상품표지로

서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표

지는 국내에 리 알려진 주지표지이어야 하며, 주지 상품표지와 비되어 

상품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침해표지는 등록상표와 같이 고정된 외 을 가

지고 상표공보에 게재되어 주지의 상품표지와 용이하게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인 사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오 마켓 운 자로서는  표장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식별력, 

“K2”나 “K-2”를 포함한 표장의 유사성 등에 한 단이 쉽지 않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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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 원, 법원 등에서도 최근까지도  표장의 주지성과 식별력

에 해 상반된 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의 오 마켓에서 “K2”나 “K-2”를 

포함한 표장을 사용하는 개별 매자의 행 가 부정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단한 본안 결도 없으며, 이 사건 표장들은 “K-2 Matsin”을 제외하고는 모

두 등록상표이고,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 으로 등록상표를 사

용하여 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구체 인 

행태에 해 개별 으로 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개별 매자에 한 원고의 매 지요청에 응

하기도 하 고, 원고가 개별 매자들의 상품 매행 가 부정경쟁행 에 해

당함을 입증하면 이에 극 으로 조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이 사건에 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893호로 계속되었

으나, 2009. 4. 7.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3) adidas 사건363)

(가) 사건의 경

 

신청인은 ‘아디다스’ 는 ‘adidas’의 등록상표권자로 각종 스포츠용품을 

제조ㆍ 매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지마켓(www.gmarket.co.kr)이라는 오 마켓

을 운 하고 있다. 그런데  오 마켓에서 유통되는 adidas 상표 부착 제품 

 상당수가 조품이고, 이러한 조품이 계속 으로 증가하자 신청인은 

2005.경부터 주기 으로 조품을 검색해 피신청인에게 그 목록을 통보하면

서 향후 조품이 매되지 않도록 한 조치를 취해  것을 요청하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매자의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극 인 조치로 일

하 을 뿐, 신청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신청인의 사  허

락 없이는 adidas 상표 부착 상품이 매 목 으로 게시 는 검색되지 않도

363) 1심 : 서울 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 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결정; 3심 : 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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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등의 극 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 다.

그러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 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의 조품 유통을 

방지할 법령상, 조리상 의무에 반하여 개별 매자의 조품 매를 방조

하는 행 로서 상표권 침해행 를 구성하고, 이를 근본 으로 방지하기 해

서는 adidas 상표를 사용한 상품 부에 한 매가 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adidas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 으로 차단하여  것과 adidas 

상표가 붙은 상품의 조품 여부를 면 으로 사  확인 는 사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 다. 

  

(나) 법원의 단

이에 하여 법원은 “상표권은 세  효력이 있어 구도 조품을 매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하여는 매자뿐만 아니라 오 마켓 운 자도 신속하게 이를 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한 상표권자로부터 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하여도 

조여부에 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상표권을 직 으로 침해하는 행 뿐만 아니라, 그 침해를 용이하

게 해주는 직ㆍ간 의 모든 행 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오 마켓 

운 자는 매자들에 의한 상표권침해를 지하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스

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구체 으로는 매자의 익명성을 최 한 약화시키

고 유명상표의 의류나 장신구 등 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 상표권 침해행 의 감소를 해 필요한 조치로 단된다. 

오 마켓에 등록된 물품이 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특히 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자의 인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리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기술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상표의 조품이 운 자의 등록통제, 삭제조치 등 통상 인 억제조치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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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 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

에 이른 경우 등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

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상표의 상품은 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에 상표권자나 오 마켓 운 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더 극단 으로는 정상품과 조품을 가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칙어로 설정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하여, 오 마켓의 주의의무와 상표침해행  억제 수단에 하여 단계

으로 설시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한 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개

하고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이른바 ‘오 마켓’ 형태로 운 되는 인터넷 쇼핑

몰의 운 자는 그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조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는 특정 상표를 

붙인 조품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고 그 유통의 양상은 어떠

한지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특정 상표의 상품 등록을 원천 으로 차단함

으로써 그 종류의 상품에 한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등록요건의 강화 등 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한 통상 인 조치를 단

계 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도 히 통제가 불가능하여 건 한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한 기본질서에 

해 이 될 정도에 이르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자신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 으로 차단하여  것과 조품 

여부를 면 으로 사  확인 는 사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 다. 

이 결에서는 오 마켓의 특성에 근거하여 오 마켓 운 자의 주의의무 

내용에 하여도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 즉, 열린 장터 운 자에 하여 “개

별 거래의 성사 여부에 직  여하지는 않지만, … 운 자로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를 증진시킴으로써 자기수익을 창출하는 등 극 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의 방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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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오 마켓에 해 ‘상품 시장 기능’

과 체 인 시스템 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운 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함으

로써, 오 마켓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 분명

히 하 다. 

특히 ① 오 마켓 운 자에게 오 마켓의 리권한364)을 인정하면서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에 근거해 리 상이 되는 오 마켓에서 상표권 침해와 같

은 불법행 로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고, ②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조품 매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상이 가능하기 때문에365) 자신의 업으로 인하여 상되는 타

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 으며, ③ 결

과 으로는 조품 유통으로 경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366) 직 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조품 유통에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

평의 이념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에 히 반한다고 하 다. 한 ④ 오

364) “…피신청인은 단순히 매자에게 상품 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들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종류, 상표, 가격, 

매량 등을 기 으로 체계 으로 분류하여 게시할 뿐만 아니라 상품명 입력 등에 

의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개별 매자들에 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구매만족도’ 지수를 산정하고 매실 에 따라 매자의 등 을 ‘보통’, ‘우수딜

러’, ‘ 워딜러’ 등으로 구분하여 매자의 신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 상당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65) “오 마켓은 오 라인에 비하여 매자로 하여  훨씬 용이하게 조품을 유통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 마켓에서는 포 개설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단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조품 매를 한 모든 비를 마칠 수 있어, 매자가 오 마켓을 조품 유통

을 한 주요 경로로 삼을 것이라고 쉽게 상할 수 있다.”

366) “ 규모 조품이 유통되는 경우 결과 으로 신청인들은 정상품을 매하지 못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조품 거래에 하여도 수수료를 징

수하여 경제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이익은 

신청인들의 손해를 제로 한 불법 인 이득의 성질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으므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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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운 자가 오 마켓 매 계약상 불법행  발시 손쉽게 한 조치

를 취할 단속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는 367)도 오 마켓 운 자의 주의의무

를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하 다. 

 다만 주의의무의 구체 인 범 는 상표권 침해의 원인, 오 마켓과 오

라인 시장의 차이, 오 마켓 운 에 미치는 향, 재의 기술 수 , 비용 

비 효율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한 수 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고 하 다. 특히 조품 유통은 오 마켓 방식의 사업에 수반되는 부

작용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거래라는 오 마켓의 

기본 구조에 한 문제는 아니므로, 조품을 근 한다는 명목으로 정상 인 

업 자체를 히 곤란하게 만들어 오 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방에 필요한 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상품 정보의 게시, 배송 등 상품을 매하는 데 필수

이어서 오 마켓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비록 그것이 조품 유통에 이용된

다고 하더라도 원칙 으로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 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하 다.368) 

367) “상표권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조품을 발견하 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가 없다면 개별 매자들을 상 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쇼핑몰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

을 비용으로서 이를 모두 신청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반면에 피신청

인은 복잡한 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품을 매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고, 나아

가 효율 으로 조품이 단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쇼핑몰 운  시스템을 변경할 

권한도 있으므로, …”

368) 구체 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가 지 재산권 침해행  는 부정경쟁행 를 신고

할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 하고, 유명 상표에 하여는 1회의 불법행  

발만으로도 당해 매자의 모든 매행 를 단시키는 등의 조품 등록 삭제, 

② 매자의 익명성을 최 한 약화시키고 상표권 침해가 빈번한 상품군에 하여 

정상품 입증을 한 자료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강제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추가하

도록 하는 등 강화된 등록 요건을 갖춘 정한 운 시스템의 구축, ③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기술  장치를 마련하여 조품 매자의 인  사항을 리하는 것과 같은 조치의

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를 넘어 ④ 특정 상표의 상품에 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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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사건에서도  히노키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에 하여 논의되었는데, 히노키 사건에서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하여

는 가처분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로 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효력 범 는 주문을 기 으로 단하여

야 하므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매 등을 지하는 결정의 효력

은 조품과 정상품을 가리지 않고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 이고, 가사 진

정상품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가처분을 반하지 않기 

해서는 사 에 등록되는 모든 상품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역

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 마켓 운 자의 일반 인 리의무의 범 를 

넘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반 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하여 신청인이 항고 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상표권 침해행 를 사 에 일반 ㆍ포 으로 방지할 작 의무가 존

재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권 침해행 를 사후에 개별 ㆍ구체 으로 방지하

여야 할 작 의무는 존재하나 피신청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반한 바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 고, 신청인이 재항고하 으나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하 다. 특히 법원은 오 마켓의 운 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한 불법행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하여, “① 오 마켓 운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

마켓 운 자가 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

터 구체 ㆍ개별 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제한의 경우에는 와 같은 조치로는 조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로 범람하여 건 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당해 상표의 상품은 매자

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에 상표권자나 오 마켓 운

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더 극

단 으로는 정상품과 조품을 가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칙어로 설정하여 검색

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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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 으

로 인식하 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

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 , 경제 으로 그 게시물에 한 리ㆍ통제가 가능

한 경우에는, 오 마켓 운 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매자

가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원합의체 

결 등 참조), 오 마켓 운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 을 때에는  게시물을 직  게시한 자의 행 에 하여 부작

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시함으로

써 항소심에서의 단을 정리함과 동시에 오 마켓 운 자가 책임을 지는 요

건에 해 명확히 하 다. 

나. 작권 침해와 련된 사례

(1) 소리바다 사건369)

(가) 소리바다 1 사건370)

369) 소리바다와 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소개할 소리바다 1  소리바다 5에 한 가

처분결정 외에도 손해배상 사건이나 형사사건 등 여러 련 사건이 존재한다. 소

리바다 사건 체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하여는, 박 석, 註 10)의 책, 

262~332면; 송오식, “인터넷 기술의 발 과 디지털 음악 작권 분쟁 - 소리바다사

건을 통해 본 P2P 일공유와 작권 문제 -”, 민사법연구 제15집 제2호(2007. 12.), 

166~177면 참조. 한편, 소리바다 3과 련된 가처분 결정에 하여는, 최성 , “P2P 

일교환의 법성 여부(소리바다 3 가처분결정)”, 지 재산권 11호(2005); 이규홍, 

“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 결들에 한 소고”, 정보법학 제9권 제2호(2005. 12.) 등 

참조.

370)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3. 11.자 2002카합77 결정; 가처분이의 :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카합284 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결; 상고심 : 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

1162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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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음반회사인 신청인들은 ‘소리바다(www.soribada.com)’라는 명

칭으로 P2P 형식의 음악 일 공유 사이트를 운 하는 피신청인들을 상 로 

작인 권 침해정지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 다. 소리바다 시스템

은 앙서버가 존재하기는 하되 IP주소 등과 같은 컴퓨터 직  연결에 필요

한 정보만 리함으로써, 그 특성상 공유의 상이 되는 MP3 일 자체나 

MP3 일 목록  일정보는 보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이 개발한 소리바

다 로그램은 그 자체가 고료 등 리를 목 으로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

ㆍ배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고, 소리바다 서비스도 그와 같은 목 으로 

운 되고 있는데, 다만,  소리바다 로그램의 설치화면에는 불법 MP3 

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 는 작권법에 배될 수 있으며, 작권법 

반의 책임은 개별 이용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고지되어 있었다.

이에 하여 가처분 사건 법원은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신청인들의 청구

를 인용하 고,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사 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소리바다 로그램을 음반의 무단복제ㆍ

배포를 목 으로 개발하고 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직 침해는 부정하

으나, “이용자들의 침해행 는 채무자들에 의하여 야기되고 유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P2P)운 자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과 일체가 되어 채권자들

의 복제권ㆍ배포권의 침해행 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정하고 가처분이의신청을 기각하 다. 한편, 이용자들

의 행 에 해 통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하여는, 미국의 Napster 사건이나 일본의 일로그 사건을 언 하며 

설령 기술  통제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 히 작인 권 침해의 책임

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 다. 

2심 역시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론을 유지하 다. 2심 결은 소리바다 서

비스 이용자들의 행 는 복제권  송권 침해로서 작권법상 허용되는 사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한 뒤, 공동불법행 에 하여 객  공동

설의 입장에서, “채무자들이 소리바다 서버를 운 하면서 아이디 등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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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만을 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들의 구체 인 불법 MP3

일 공유  다운로드 행 를 확정 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 노래 검색 

 검색결과의 송 그리고 다운로드 과정에는 소리바다 서버가  여하

지 않고 있는  등 채무자들이 서버를 운 하면서 이용자들에 의한 복제권 

침해행 에 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리바다 서버에의 속이 필

수 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채무자들이 독립 으로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

의 복제권을 침해하 다거나 의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할 정도로 직 이

고 하게 그 침해행 에 여하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시하여 의의 공동불법행  성립을 부정하 고, 한편, 방조로 인한 공동불

법행 와 련하여서는, “일반 으로 P2P 방식에 의한 일공유 시스템(이하 

‘P2P 시스템’이라 한다)에서는 이용자들에 의한 디지털 형태의 작복제물 무

단 유통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다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P2P 시스템 운 자들이 획일 으로 이용자들의 작인 권 등 침해행 에 

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운 자가 서버를 운 하면서 

그 서버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일공유  교환 행 에 여하고 있는 정도, 

운 자의 개입이 없이도 이용자들이 자체 으로 일공유 등 행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인 권 등 침해행 를 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운 자가 

이를 발견하고 그에 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P2P 시스

템이 일공유 기능 자체 외에 이용자들의 작인 권 등 침해행 를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운 자가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 이 있거나 향후 이익을 얻을 가능

성의 정도 등 구체  사정을 살펴보아, 운 자가 이용자들의 일공유 등으

로 인한 작인 권 등 침해행 를 미필 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 을 설정한 뒤, “채무자들은 처음부터 로그램 

 서비스 이름을 “소리바다”라고 명명하고 MP3 일만 공유되도록 설계하여 

개발한 , 채무자들이 소리바다 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는 외국에서는 이

미 냅스터(Napster) 등 다른 P2P 방식 서비스를 통한 작인 권 등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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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어 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었던 , 채무자들은 아이디, 비 번

호, IP주소 등이 담긴 이용자 목록을 작성, 리하고 있었고 매일 1, 2회 가량 

다른 일반 사용자와 같은 방법으로 속하여 서비스 운 상태를 검하 으

므로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를 미필 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 이용자들은 소리바다 서버에 속하여야만 일공유를 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를 별하여 속을 거부함으로써 침해행 를 하는 이용자들의 일공

유를 제한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소리바다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검색된 MP3 일  가장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면서도 음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렬 기능과 다운로드 에 실

시간으로 해당 일을 들어 볼 수 있는 기능  이용자들 상호간 MP3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채  기능 등 이용자들의 MP3 일 다운로드를 진시키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 개시 당시 향후 수익성

을 높이 평가 받아 서버를 무료로 제공받기도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 을 

통하여 얻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던 , MP3 일 공유 

서비스를 통하여 공유되는 일은 부분 작인 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임

을 경험칙상 충분히 상할 수 있었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P2P 방식에 

의한 MP3 일 공유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소리바다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 하는 채무자들로서는, 소리바다 서비스

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음반제작

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 으로 인식하 거

나 충분히 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로그램 

설치 화면상에 경고문을 고지하는 이외에는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리바다 로그램을 개발

하고 MP3 일 공유  교환을 하는데 필수 인 서버를 운 하여 MP3 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를 용이하게 하

으므로, 이용자들의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 작인 권 침해행 에 한 방

조책임을 부담한다”고 시하 다. 한 피신청인들에게는 작인 권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371)과 기술  회피가능성372)이 인정되는 이상 방조행

371) “이용자들이 법하게 MP3 일을 실 으로 복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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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하 다.

이러한 원심에 해 법원은 그 단을 그 로 인용하면서, 복제권 등 침

해행 를 미필 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에서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제로 이 의무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 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 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 를 실행하는 자가 구인지 

확정 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

는 결론을 유지하 다.

(나) 소리바다 5 사건

소리바다5 사건은 P2P 사업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단하

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과 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기술  조치에 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 서버가 여하지 아니하고, 로그램 설치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작권 

침해에 한 경고를 하 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소리바다 서

비스를 통한 작인 권 침해행 를 충분히 견하거나 견할 수 있었음에도 소

리바다 로그램  서버를 이용한 MP3 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이용자들

의 작인 권 침해행 에 한 방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법한 일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372)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동 상 등 MP3 일이 아닌 일들이 공

유되자 일  일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 일헤드)까지 조사하여 MP3 일이 

아닌 다른 형식의 일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한 사실, 2001. 11.경에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부가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작인 권 침해가 문제되는 MP3 일의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복제를 일부라도 방지할 기술  수단마   없는지는 의문이고, 

채무자들이 이와 같이 소리바다 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한 조치는 극 으로 취

하면서도 작인 권 침해에 하여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방지 

노력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들의 방조 행 에 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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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소리바다에 한 일련의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자, 음반제작사 등 권리자와 사이에 음원공 계약을 

체결하고 작인 권 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를 들어 해쉬(Hash) 값 조

기술373)  음악인식(Audio Finger Printing) 기술374)을 이용한 소극  필터링 

방식과 그린 일(Green File) 시스템375),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기술376) 등 종  피신청인들이 배포한 소리바다 1, 2, 3에 비하여 강화된 기

373) 상 음원 일에 하여 해쉬 함수{Hash function,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

로 요약함수ㆍ메시지다이제스트함수(message digest function)라고도 한다. 주어진 원

문에서 고정된 길이의 의사난수를 생성하는 연산기법으로서 해쉬 함수를 용해서 

생성된 값을 ‘해쉬값’이라고 한다.}를 용하여 해쉬값들을 생성한 다음, 이를 소

리바다 서버의 ‘해쉬값 데이터베이스’에 축 하고, 이용자로부터 음원 일에 한 

다운로드 요청이 있을 때 요청된 음원의 해쉬값과 데이터베이스의 해쉬값을 비교

하여 해당 음원의 동일 여부를 별함으로써 다운로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

술이다.

374) P2P에서 유통되는 음원 일들(음반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원본일 수도 있으나, 일

반 이용자들이 원본CD, 방송, 인터넷으로부터 2차 으로 녹음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은 상이한 녹음환경  압축률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변형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생성되는 변형 일을 발견하고 이들의 

해쉬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해쉬값 

조기술만으로는 필터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쉬값 조기술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작권 보호가 필요한 음원의 음악지문(Audio 

Finger Print)이 축 된 ‘음악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쉬값 조기술에서 

걸러내지 못한 음원 일들에 하여 추가로 음원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음악

지문과 조하여 최종 으로 다운로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

술  조치를 의미한다.

375) 피신청인이 자체 으로 개발한 일인증 시스템으로서,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 

등이 이미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음원 일에 하여는 해당 일을 바로 

그린 일로 등록을 하고, 신규 발매되는 음원에 하여는 권리자 스스로 해당 음

원 일을 온라인상으로 업로드 하여 그린 일 등록을 하여 해당 음원 일의 필

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76) 디지털 콘텐츠에 그 권리자만이 알 수 있는 아이디(ID) 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상ㆍ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한 것 는 그 

기술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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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조치와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러나 음반제작사 측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 여 히 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권 침해 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 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으나, 항소심 

법원은 소리바다 1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들에게 의의 공동불법

행 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역시 소리바다 1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로 피신청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방조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고 제하

며, “비록 ‘소리바다 5 로그램’이 종 의 소리바다 1, 2, 3에 비하여 작인

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한 기술  조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재 ‘소리바다 5 서비스’ 운 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  필터링 방식{ 작인

권자 등 권리자들로부터 필터링(공유 지)을 요청받거나 이미  운 자가 

공유 지로 설정하여 놓은 음원 일들에 하여만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

식}’의 내재  한계상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한 작인 권의 침해행 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침해행 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이며, 나아가  운 자가 그 보완책으로 들고 있는 ‘그린 일 시스템( 작인

권자 등 권리자들이  서비스 운 자에게 자신들의 음원 정보를 제공하여 

필터링을 요청한 후,  운 자의 승인 차를 거쳐 일공유를 지하는 시

스템)’만으로는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제때 방지하거나 단시킬 수 있을 것

으로도 보기 어렵고, ‘소리바다 5 로그램’의 개발 경  등에 비추어  운

자 역시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한 작인 권의 침해행 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도 미필 으로나마 인식하 다고 이 상당하므로, ‘소리

바다 5 서비스’의 운 자는 그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에 한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결론 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책

임은 인정하 다. 

한 항소심 결정은 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기술  조치로서의 필터링과 련하여 “ 재 피신청인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소극  필터링 방식’을 제로 한 일련의 책만으로는, 작인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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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방지를 한 기술  조치를 다하 다거나, 더 이상의 작인 권에 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단하는 것이 기술 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 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 다.

더 나아가, 동 결정은 P2P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일공유에 의한 

작인 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단하기 한 기술  조치는 ‘소극  

필터링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하여는 “ 극  필터링 방식에 의한 

작권 등 침해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P2P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P2P 서비스에 있어서 작인 권 등 우리 법에서 정하는 권리에 한 보호

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배척하 다.  

극  필터링 방식이 UGC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작권에서 자유로운 

일의 공유까지 지하는 조치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하

여는 “P2P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용자제작콘텐

츠(UCC) 등 개인 창작물 등을 비롯하여 작권에서 자유로운 콘텐츠들이란, 

해당 콘텐츠를 창작한 제작자 등 권리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한 작권 

등의 권리를 포기 내지는 그 권리의 행사를 유보한 콘텐츠들과 권리보호기간

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권리자들이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콘텐츠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인바, 먼  자의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제

작자 등 권리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 행사를 유보하고자 하는 콘

텐츠를 P2P 서비스 내에서 업로드(공유)하기 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 업로드에 앞서 그와 같은 권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차를 둠으

로써 해당 콘텐츠를 자유로이 유통 내지는 공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회사가 그와 같이 권리보호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

여 작권에서 자유롭게 된 음원들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

유로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극  필터링 방식을 선택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필연 으로 P2P 서비스에서 작권 등에서 자유로운 콘

텐츠의 유통까지 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서비스 제공자의 운

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고 할 것” 등의 이유로 역시 배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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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후 사건377)

(가) 사건의 경

이 사건에서 피고 야후코리아 유한회사는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

들에게 ‘이미지박스’, ‘블로그’ 등을 통해 원심 시 내부이미지를 올릴 수 있

는 자게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들이 이 게시  기능을 이용하

여 내부이미지를 올리면 그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 별도로 피고의 서버에 

장한 다음,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

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 주고, 인터넷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화면 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하여 보여 주며,  이미지의 아래에는 그 제목, 내용, 일의 정보, 출처가 

표시되도록 하 고, 여기서 이용자가 ‘자동넘기기’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

일 이미지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원

본보기’ 는 ‘원본이미지보기’ 기능을 선택하면 원래의 이미지가 게시된 ‘블

로그’ 등으로 이동되도록 하 다. 이와 련하여 피고의 이미지 제공방법은 

① 썸네일 방식과 ② 원본보기 방식으로 나  수 있었고, 원본보기 방식은 (i)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ii) 링크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

공  (iii) 상세보기 방식에 따른 내부이미지 제공의 3가지로 다시 나  수 

있다. 그러자 사진 작물의 작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와 같은 행 가 

작물침해에 한 방조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 다. 

(나) 법원의 단

377) 1심: 서울 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06779 결; 2심 : 서울고등법

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결; 3심 : 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4343 결; 기환송 후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나3187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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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1심은, 피고가 복제권, 송권 등의 직 침해자라고 할 수 없

고, 피고에게는 방조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명시 으로 피고의 

방조행  부분은 청구원인에서 제외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 다. 그러나 2심은, ①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부분에 하여는 작물

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침해를 부인하 고, ② 원본보기 방식과 

련하여서는, (i) 링크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에 하여는 링크 방식이 

원본 웹페이지로 직  연결하여 그 페이지의 내용을 그 로 표시하여 주는 

방식에 불과하고 복제나 송 등의 행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를 

부정하 으나, (ii)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에 하여는 검색로

에 의한 복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원본 이미지에 한 수요 체 

효과를 일으켰다는  등을 근거로 침해를 인정하 고, (iii)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내부이미지 제공에 하여도 회원들의 작권 침해에 한 방조를 부인

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① 썸네일 방식  ② 원본보기 방식  (i) 링크 

방식의 외부이미지 제공  (iii) 상세보기 방식의 내부이미지 제공에 하여

는 원심의 단을 유지하 으나, (ii) 상세보기 방식의 외부이미지 제공에 

하여는 피고가 자신의 서버 등 유형물에 외부이미지를 직  축소, 변환한 상

세보기 이미지를 장하 다는 에 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 단을 

기하고 환송하 으며, 기환송심에서는 항소기각 결이 내려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론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법원은 ② 원본보기 방식  (ii) 상세보기 방식의 내부이미지 제

공과 련하여, 원심과는 달리 먼  직  침해행 로 인한 불법행  책임 성

립 여부와 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송권  시권 등을 직  침

해하여 불법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하여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

지 는 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

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  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장

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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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할 직 인 증거는 없다”고 하여 직  침해행 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뒤, 비로소 방조에 의한 침해 여부에 하여 단하 다.378) 이

에 따라 법원은 방조책임과 련하여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서비스제공자

에게 작권 침해 게시물에 한 불법행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작

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 ,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

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련한 방의 

응태도, 련 인터넷 기술의 발  수 , 기술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  

비용 등에 비추어,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와 같은 게

시물로 인하여 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 ㆍ개별 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 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었

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러나며, 한 

기술 , 경제 으로 그 게시물에 한 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

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하여 게시자의 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

우에는  게시물을 직  게시한 자의 행 에 하여 부작 에 의한 방조자

로서 공동불법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제하면서, “원고 사진의 복제물인  

내부이미지들의 내용,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게시  서비스 등의 이용

실태, 련 인터넷 기술의 발  수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378) 다만, 법원은 “원심은 이에 하여 명시 인 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와 같

은 침해행 가 인정되지 않음을 제로 피고가 회원들의 작권 침해행 에 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하여 단을 하 으므로, 이러한 원심 단에 

단 락 등으로 인하여 결에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에서 방조책임에 하여 논한 이상 직  침해행 에 하여 

사실상 부인하는 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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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 이용이 화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이나 동호인별 게시공간을 개설한 다음 스스로 촬 한 사진 등을 게시함

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공유ㆍ교환하는 문화가 속히 확산

되고 있어, 피고로서도 작권에 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내부이미지들

이 타인의 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은 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 으로 걸러내는 기술  수단도 없

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회원들의 ‘이미지박스’ 등 게시 에  

내부이미지들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

식할 수 있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내부이미지들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

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다 하여 그 회원들의 불법행 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단하 다.

다. 인격권 침해와 련된 사례

(1) 사건의 경

국내 사례 에는 인격권 침해와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 의 에서 단한 뒤 결론 으로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379)의 원고는 ‘트 스트 김’이라는 명을 사용하는 연 인이었는

데, 1990년  반경에 해외에 서버를 둔 www.twistkim.com이라는 도메인 이

름의 한  포르노사이트가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리 알려져 포르

노사이트 등의 검색어로 많이 이용되자, 국내에도  포르노사이트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하게 ‘twistkim’을 포함하거나 일부 변형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인

379) 서울 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결(소  ‘트 스트김’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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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이트가 생겨났고,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

(www.yahoo.co.kr) 등 포털 사이트에서 ‘트 스트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와 같은 포르노사이트가 다수 검색되었다.380) 이와 같이 검색된 사이

트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성인 용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인사이트’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포

함하기도 하 고, 그 경우 성인인증을 거쳐야 비로소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

고 한다. 한편, 성인사이트의 경우 개별  등록 차를 거쳐서 검색엔진에 정

보가 장된 것이고, 기타 사이트의 경우에는 ‘로  에이 트’라는 종류의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ㆍ기계 으로 등록된 것이며, 해외의 트 스트김 

포르노사이트가 국내에 리 알려지면서 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는 2003년

경 이미 ‘트 스트김’이란 단어가 성인사이트를 한 용 검색어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각 포털 사이트  포르노사이트 운

자를 상 로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다. 

(2) 법원의 단

이에 하여 법원은 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각 사이트 운 자에 

하여는 인격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색사이트 운 자들에 하여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방조책임을 부정하 다. 우선 법원은 “인터넷은 표

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에 한 

근의 자유는 원칙 으로 무제한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 생활에서 인

터넷 이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핵심기능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 한 양의 정보 에서 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므로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380) 당시 네이버는 키워드 고  정액제로 가를 받는 방식인 ‘ 러스 로’ 검색

서비스를 운 하고 있었고,  포르노사이트 에서는 네이버 사이트에 수수료를 

지 하고 러스 로 방식의 검색 고를 통하여 고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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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그 속성상 검색되는 사이트에 한 계  연결 

정보만을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당해 정보제공자의 속만을 매개하는 

무차별성ㆍ무색투명성의 특질을 가지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검색서

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피고 검색서비스 제

공자들이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에 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

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

의 인격권 침해 여부 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한 리ㆍ통제권한의 유무ㆍ정도, 침해 사이트에 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 ㆍ경제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트 스트김’이란 검색어

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

한 주의의무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

로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제하여,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해 설시한 후, “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 사

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원고의 명으로 인터넷검색서비스에서 검색되는 

, ②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  이 사건 성인사이트는 일정한 등록기

에 의한 심사등록 차를 거쳐서 등록된 , ③ 이 사건 성인사이트는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 에 배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는 , ④ 이 사건 성인

사이트의 운 자들은 그 등록을 한 수수료 혹은 ‘ 러스 로’와 같은 검색

서비스를 한 수수료를 지 하여야 하는 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4.경 ‘트 스트김’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의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원고가 음란사이트 운 자로 알

려져 원고의 명 가 훼손된 범죄사실로 사이트운 자가 기소되었다는 뉴스기

사가 보도되고, 같은 해 6.경 원고가 ‘트 스트김’을 도메인 이름 등으로 이용

한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시민단체가 주 한 ‘정보

통신 윤리와 성숙한 사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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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별 으로 피해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 검

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방치하

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 ㉡ 검색정보를 제공하기 한 사이트 등록심

사의 취지가 등록정보와 사이트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사이트 내용 자체의 

불법성 여부 확인에 있다고는 볼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이트의 내

용 혹은 도메인 이름이 원고의 허락과 같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

의 확인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 ㉢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침해 사

이트의 직  운 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단하

기 해서는 침해 사이트의 운 자에게 원고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그 단이 용이하지 않은 , ㉣ 특히, 웹페이지에 한 검색결과는 로  

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ㆍ기계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통한 검색정보를 제

공한 것으로서 별도의 등록ㆍ심사 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 ㉤ 정보에 

한 근의 자유는 원칙 으로 무제한 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검색서비

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에 한 근 자체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검색의 차단조치는 기술 ㆍ경제 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 ㉥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언론보도, 

뉴스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갱신이 빈번하고 무한한 양의 인터넷 정보에 

하여 사실상 무한한 경우의 수의 조합이 가능한 검색어에 하여 피해자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사정만으

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기술 ㆍ경제 으로 어려워 보

이는  등”을 고려할 때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원고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 

없이도 원고의 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일반 ㆍ사 으로 차단하

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침해행

에 하여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단하 다.

3. 해외의 사례

가. 미국의 사례: Tiffany v. eBay 사건381)382)

381) 1심 : Tiffany (NJ)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 469 (S.D.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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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

원고는 Tiffany & Co.라는 상표로 다양한 고  귀 속을 제조․ 매하고 있

는 회사로, 피고의 사이트(www.eBay.com)에서 매되고 있는 원고 상표 부착 

은제품의 73%가 조품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경고장을 발송하 는데, 동시

에 5개 이상의 Tiffany 제품을 매하는 매자를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Tiffany” 보석류  “ 조품(counterfeit)”, “Tiffany로부터 감을 

받은(inspired by Tiffany)”이라고 설명된 “Tiffany” 제품의 매를 지하며, 

“Tiffany” 제품 고를 단하고, 검색 엔진에서 “Tiffany” 스폰서 링크를 삭제

할 것을 요구하 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상표권 침해행 에 한 기여침해행 (contributory 

infringement)383)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384)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 다. 

Tiffany Inc. v. eBay Inc., 600 F.3d 93 (2nd Cir. N.Y. 2010. 4.), Tiffany Inc. v. eBay, 

Inc., 2010 WL 3733894 (S.D.N.Y. 2010. 9.)으로 수정됨 ; 3심 : Tiffany Inc. v. eBay 

Inc., 131 S.Ct. 647(U.S. 2010. 11.), 상고신청(certiorari) 기각으로 확정.

382) Tiffany 사건의 사실 계  법원의 단에 하여는 Andrew Lehrer, “TIFFANY 

V. EBAY: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THE DOCTRINES OF 

SECONDARY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Summer 2012); Ellie Mercado, “AS 

LONG AS “IT” IS NOT COUNTERFEIT: HOLDING EBAY LIABLE FOR 

SECONDARY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WAKE OF LVMH AND 

TIFFANY INC.”,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2010), pp. 139~147; 이

창훈, 註 230)의 논문, 54~63면 등 참조.

383) 기여책임이 문제되었으므로  제3 에서 살펴본 기여책임  책임에 한 

례와 이론구조상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미국법상 작권침해와 상표권침해에 

용되는 기본 인 법률 규정과 법리가 달라 실질 인 시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

어, 방조책임에 한 본 에서 설명하 다.

384) 그 외에도 eBay 측이 검색행 를 허용하는 것과 련하여 상표권 직 침해행

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제1 에서 살펴본 직 침해행 로 의제하는 경우와 

다르고 방조책임에 한 논의와도 련성이 으므로, 이 에 한 논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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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행 가 상표권 침해행 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설령 피고가 개별 인 침해행 에 해서는 알고 있지 못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행 가 피고의 사이트에서 지속 으로 발생한다는 일반

 사실은 알고 있으므로 침해행 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 으며, 더 나아가 “알 수 있었던(has reason to know)” 요건을 신해 

Restatement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 가 상당히 견되는 경우(infringing 

conduct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에는 기여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이에 하여 피고는 이러한 일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침

해행 를 알 수 있었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특정의 침해행 에 한 사

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항변하 다.

(2) 법원의 단

이 사건의 1심인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연방 법원이 Inwood 사건에서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1995) §27385)의 “침해행 가 합리

으로 견되는 경우(the infringing conduct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 요건 

신 “알 수 있었던(reason to know)” 요건을 용하 고, 이후 많은 법원이 

Restatement의 요건 용을 명시 으로 배제하 으므로, 연방 법원이 Inwood 

사건에서 취한 “알 수 있었던” 요건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설

령 피고가 오 마켓을 운 하면서 해당 오 마켓에 해 직 인 통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 히 Inwood 테스트의 요건을 용할 수 있다고 하

한다. 

385) One who markets goods or services to a third person who further markets the goods 

or services in a manner that subjects the third person to liability to another for 

infringement under the rule stated in § 20 is subject to liability to that other for 

contributory infringement if:

(a) the actor intentionally induces the third person to engage in the infringing conduct; or

(b) the actor fails to take reasonable precautions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third 

person's infringing conduct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fringing conduct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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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6)

이에 따라 법원은 Inwood 테스트에 의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단하 다.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기 하여는 원고는 피고가 침해행 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 을 계속하 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때 

피고에게 “일반  인식(generalized knowledge)”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인

식(specific knowledge)”이 요구된다. 그러자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

례 경고장을 발송하 고, 특히 5개 이상의 Tiffany 제품을 취 하고 있는 

매자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 다는 , ②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사이트로부터 쉽게 침해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 ③ 원고로부터 경고장

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침해물품을 철 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은 특정한 

인식과 동일시할 수 있는 고의  묵인(willful blindness)에 해당한다는 , ④ 

피고가 매자에게 계속하여 서비스를 공 하 다는  등을 들며 피고에게 

특정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사이트에서는 Tiffany 상표가 부착된 진품도 매되

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침해행 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일반 인 주장

(generalized assertions)만으로는 피고가 침해행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침해행 를 고의 으로 묵인하 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

으며, 피고가 조품 방지를 해 수백억 원 상당의 원을 지출하 고, 인

증된 권리자 로그램(Verified Rights Owners program: VeRO)을 운 하여 신

고받은 침해상품은 곧바로 삭제하고 침해 매자의 계정을 지하는 등 

한 조치를 취하 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 다. 

386) 인식 요건에 하여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1995) §27  

Inwood 테스트의 계와, Tiffany 사건에서의 Inwood 테스트 용에 한 보다 상

세한 설명은, Rebecca Dunlevy, “INTERNET IMMUNITY: THE LIMITS OF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Summer 2012), pp. 951~9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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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 으나, 2010. 4. 1.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피고

가 특정한 상품이 조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매자로 하여  계속하

여 매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고의 으로 침해 사실로부터 을 

돌릴만한 유인도 없었다고 하여 1심과 같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론을 

유지하 고, 원고의 상고신청(certiorari)이 기각되어 그 로 확정되었다. 

나. 일본의 사례: Chupa Chups 사건387)

(1) 사건의 경 388)

원고는 1959.경부터 “Chupa Chups”라는 랜드의 막 사탕 제조․ 매 회사

로 1977.경부터는 일본에서도  랜드의 제품을 매해 왔고 , 피고는 “라

쿠텐이치바(楽天 場)”라는 인터넷 쇼핑몰(www.rakuten.co.jp, 이하 ‘라쿠텐’)을 

운 하는 회사이다. 라쿠텐에서는, 출 자(出店者) 각자가 웹페이지(출 페이

지)를 열어, 당해 출 페이지상 ‘ 포’에 상품을 시하여 매하고 있다. 개

개 출 자는 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된 상품을 취 하고 있고, 라쿠텐 체

으로 볼 때, 막 한 종류의 상품(3천8백만여 종)이 매되고 있다. 출 자는 

피고에 하여 기본출 료(정액)  시스템이용료(매상에 한 종량제)를 지

한다. 출 자가 출 페이지에 고 사이트 외에 링크를 걸거나 URL을 기

재하는 행 , “ 자 우편, 화, 팩스 주문을 받는다고 표시하는 행 ” 등은 

시스템이용료 부과를 회피하려는 행 로 지된다. 피고는 출 자에게 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포구축기능, 수주 리기능, 매상․ 속 분석

기능, 자 우편 발신기능, 결제서비스, 포장․발송․물류에 한 서비스 등이 포

함된다.  피고는 출 자에게 노하우․트 드 정보나 조언  컨설 도 제공

387) 1심 : 도쿄지방재 소 2010(平成22). 8. 31. 선고 평21(ワ)33872 결(判例タイム

ズ 1396号311 ); 2심 : 지 재산고등재 소 2012(平成24). 2. 14. 선고 평22

(ネ)10076 결(判例タイムズ 1404号217 ).

388) 이 사건의 경 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蘆立順美, “商標権の侵害主体――イ

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出店者による商標権侵害と同モール運営者の責

任”,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1 新・判例解説Watch(2012.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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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라쿠텐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지 명한 상품표지

이자 등록상표인 “Chupa Chups” 등의 표장 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유아용 턱받이, 머그컵, 모자, 휴 화 스트랩, 보스턴백 등의 상품이 다수의 

출 자에 의해 매되자, 2009. 4.경 원고는 피고에게 Chupa Chups 상표 등이 

부착된 조상품의 매를 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 다. 그

러자 2009. 4. 20.경 피고는 라쿠텐에 있어서 각 출 페이지에 게재된 취 상

품  고는 각 출 자의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각 출 자와 

직  교섭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가 된 상품과 고 등은 각 출 자에 의하

여 삭제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 다. 

2009. 4. 20. 당시 원고가 지 하 던 물품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나, 

2009. 8. 10.경  물품이 피고의 라쿠텐이치바에 다시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 

명되자, 원고는 피고가 주체가 되어 출 자를 개하거나 출 자와 공동으

로, 어도 출 자를 방조하여 원고의 상표와 동일 는 유사한 표장이 부착

된 상품을 시 는 매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 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 로 상품의 매 등을 지하고 손해배상으로 100만 엔을 지 하라는 소

를 제기하 다.

(2) 재 소의 단

이 사건에서 1심은 Chupa Chups 상표의 주지 명성을 인정한 다음, (i) 피

고가 상표법 제2조 제3항 2호389)(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1호, 2호390))의 

389) 第二条 （定義等） 

３ この法律で標章について「使用」とは、次に掲げる行為をいう。 

一 　商品又は商品の包装に標章を付する行為 

二 　 商品又は商品の包装に標章を付したもの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

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390)  第二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不正競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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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한 시” 는 “양도”를 하 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ii) 피고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 (iii) 피고의 부정경쟁행  성부  (iv)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  는 부정경쟁행 에 의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원고의 손해액 

등이 쟁 이 된다고 하면서, 결국 (ii)~(iv)의 제가 되는 (i)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다. (i) 쟁 과 련하여 ① 피고가 

주체가 되어 출 자를 개하거나 ② 출 자와 공동으로, ③ 어도 출 자

를 방조하여 양도하 는지가 각각 문제되었으나, 1심은 피고 사이트상 ① 출

페이지에 등록된 상품의 매에 하여는 피고가 아니라 당해 출 페이지

의 출 자가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고, ② 피고가 각 출 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여하거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공동으로 양도하

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③ 한 피고는 각 상품의 양도에 한 행  

반에 걸쳐 유형무형으로 여하여, 이러한 피고의 방조행 가 없다면 각 출

자의 매는 어려워지기는 하나, 일련의 매각행   일부에 여하는 방

조행 를 하 다는 것만으로는 상표법상 “양도” 등을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는 없다고 시하 다. 더군다나 라쿠텐이치바의 출 페이지에는 당해 출

자의 사업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출 페이지로부터 출 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에서 볼 때, 와 같은 방조행 를 상표법상 “양도” 등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된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 다.

항소심 역시 결론 으로는 1심의 단을 유지하 는데, 방조행  측면에서

는 1심과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 다. 항소심은 우선 “웹페이지의 운 자가 단

一 　 他人の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商品の容器若しくは

包装その他の商品又は営業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として 要者の間に

広く認識されてい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

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

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て、他人の商品又は営業と混同を

生じさせる行為 

二 　 自己の商品等表示として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を使用

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

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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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출 자에 의한 웹페이지의 개설을 한 환경 등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운 시스템의 제공ㆍ 출 자로부터의 출 심청의 허부(許否)ㆍ출

자에의 서비스 일시정지나 출 정지 등의 리ㆍ지배를 행하여, 출 자로부

터 기본출 료나 시스템 이용료의 수령 등 이익을 받는 자로서, 출 자에 의

한 상표권 침해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 합리  기간 내에 침해내용의 웹페이지로부터 삭제가 되

지 않는 한,  기간 경과 후로부터 상표권자는 웹페이지 운 자에 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제하면

서, 구체 으로는 “(1)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이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수의 

출 자로부터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이 가능한 매방법은, 매자ㆍ구매자 

방에게 있어 편리하며 사회 으로도 유익한 방법인 이상, 웹페이지에 표시

되는 상품의 부분은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

품의 매방법은 기본 으로 상표권 침해를 야기할 험이 다는 , (2) 설

령 웹페이지상 출품이 기존의 상표권의 내용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

라도, 출 자가 선사용자이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거나, 병행

수입품이라는 등의 경우도 있어, 출 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웹페이지 운

자가 상표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 (3)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 는 상표법 반으로서 형벌법규에도 

되는 범죄행 로, 웹페이지 운 자라고 하더라도 출 자에 의한 출품이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구체 으로 인식,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

표법 반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 (4) 웹페이지의 운 자는 출

자와의 사이에서 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웹페이지의 운 자에 의한 

출 료나 시스템이용료로서 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 (5) 더욱이 웹

페이지의 운 자는, 상표권 침해행 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때에는 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콘텐츠의 삭제, 출 정지 등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종합하면 웹페이지 운 자는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상표법 반의 지 을 받은 때에는 출 자에 하여 그 의견을 

출 자에 하여 그 의견을 듣는 등 그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

고, 이를 이행하는 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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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지 않지만,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고 기

을 제시하 고, 피고로서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일 내지 8일 

이내라는 합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 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의한 라쿠텐의 운 은 원고의 상표권을 법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부정경쟁행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 다.

4. 검토

가. 공동불법행  이론 구조에 따른 국내 사례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제3자

에게 가담한 형태라는 을 명확히 한 후 결론 으로 직 책임이나 의의 

공동불법행 를 부정하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로 이론구성하 다는 

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리바다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먼  의의 공동불법행  책임은 배척한 뒤 방조책임이 성립 여부를 단하

고 뒤이어 책임제한 규정에 하여 검토함으로써, 피신청인들에게는 방조책

임이 성립할 뿐 아니라 책임제한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지 못하 다는 

이유로 작인 권의 침해 지  침해 방 신청을 받아들 는데,391)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직  불법행 에 해 조력한 경우에 하여 정확

391) 한편, 황경환, “ 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 법

검토”, 경상 학교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2008. 8.), 220면은 소리바다 사건과 

련하여,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공동불법행 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기존 례

에 의해 피신청인을 작권침해의 방조자로 인정하여 작권침해자로 결정하 다. 

민법 제760조는 방조자를 공동불법행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

인을 작권침해의 방조자로 인정하면서 공동불법행 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

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

의 공동불법행  성립을 배척한 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성립을 인정한 것이

므로, 와 같은 비 은 공동불법행  유형을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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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검토 순서에 따라 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소리바다 1 사건 항소심 결에 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을 그 근거로 분명히 언 한 이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392) 

한 야후 사건에서도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직 행 자나 의의 공동불법행 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해 단한 

후, 그러한 침해행 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를 논

하여야 한다는 을 재확인하 으며, 이러한 단 순서가 향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론과 련하여 례의 기 이 될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다만, 소리바다 1 사건 이후에 선고된 싸이월드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까

지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에 근거한다는 을 명백히 한 반면, 오히려 

법원은 간 침해 법리 구조를 명시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리책

임 반을 이유로 한 직 책임을 인정한 듯한 태도를 취하 는데,  제2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자 인 불법행 책임으로 이론구성한 법원의 

시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싸이월드 사건 항소심의 논리 구조가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한편, 소리바다 사건에 하여는 음반복제 지청구권 등을 피보 권리로 

하는 가처분 사건이라는 에서 공동불법행 의 성립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와 같은 논리구조를 비 하는 견해가 있다. 즉, 작권법상 

작권침해행 는 민법상 불법행 의 특수한 유형이고 작권법에 특칙이 마련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 에 한 규정이 용되지 않고, 작권

법 제123조 제1항에서는 작권침해정지청구, 작권침해 방청구 는 손해

배상의 담보청구에 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침해물

품의 폐기 등 청구에 해서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123조 제3항에서는 술

한 침해정지청구, 침해 방청구 는 손해배상담보청구에 한 가처분 등을 

392) 박 석, 註 10)의 책,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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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불법행 자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760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제로 한 규정이므로 

침해정지청구 등에는 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이 견해는  결정이 

의의 공동불법행  성립을 부정하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만 인

정하 음에도, 자신의 불법행 에 한 직 인 책임을 지는 방조자에 하

여393) 작권법 제102조 이하에서 정하는 간 침해행 에 한 면책조항을 

용한 에서 논리 으로도 모순이라고 비 하고 있다.394) 이 견해가 지 하

고 있다시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침해 지만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제로 하는 불법행  책임 성립 여부를 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논하는 

경우 책임 근거에 한 단 없이 곧바로 면책요건에 한 단에 들어갈 것

이 아니라, 먼  공동불법행 론에 따른 책임 여부를 확정한 뒤 면책요건 충

족 여부를 단하는 것이 논리 으로 타당하다는 에서 일련의 소리바다 사

건의 단은 여 히 공동불법행  이론 측면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

다.

다만 소리바다 1 사건에 하여는 궁극 인 작권 침해행 자는 일반 이

용자들이므로 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 운 자들에

393)  견해는 ‘ 의의 공동불법행 ’로 인한 책임은 간 책임에 해당하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로 인한 책임은 직 책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는 공동불법행 에 한 통설의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견해의 설명

과는 달리, 의의 공동불법행 가 좀 더 가담의 정도가 높아 직 책임에 가깝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행 에 소극 으로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두고 직 행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의의 공동

불법행 는 물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모두 제3자의 불법행 를 제로 이에 

여한 경우 그 타인과 연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설령 공동불법

행 자 스스로 직 인 행 를 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의 성질을 직 책

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이 작권법 제102조 이하의 면책규정 

용 여부를 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94) 이규호, 註 167)의 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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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권 침해에 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한 좀 더 구체 인 기 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395) 이 사건 이후에도 구체

인 서비스의 내용  앙서버의 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일 공

유 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소리바다 자체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앙서버의 여정도를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밖

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일 공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

에도 인터넷 웹 디스크 서비스 등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작물

의 불법 인 복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 에 한 방조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하여 단 기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리바다 1 사건 이후 소리바다 5 사건은 물론 

작권 침해에 한 야후 사건이나 그 외 상표권 침해에 한 히노키 사건, 

K2 사건  adidas 사건, 인격권 침해에 한 싸이월드 사건이나 트 스트김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방조책임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근

거에 하여 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건들 모두에서 일 된 구체 인 

기 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선례의 축 을 통해 측가능

한 기 을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따른 국내 사례의 평가 - 

히노키 사건  소리바다 사건과 기타 사건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사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히노키 

사건  소리바다 사건과, 그 책임을 부정한 K2 사건, adidas 사건, 야후 사건 

 트 스트김 사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히노키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

395) 유 일, “지식재산권 법원 결의 흐름과 망 : 이용훈 법원장 재임 6년간을 

심으로”, (이용훈 법원장재임기념)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법원장재임기념문집

간행 원회(2011),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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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히노키 사건에 한 검토

우선 히노키 사건 결정에 의하면, 상표권자 등의 신고로 상표권 침해사실

을 알게 된 오 마켓 운 자는 (i) 권리침해신고에서 구체 으로 특정된 당해 

매정보를 삭제하고 근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ii)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다른 매정보를 찾아 역시 삭제  근 임시 차단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iii) 앞으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매정보

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게 된다. 히

노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률  의무가 직  도출된다고 제하면서, 구체 으로 ① 침해행 를 인식

하면 그 매정보를 삭제하거나 동일한 다른 매정보에 해서도 검색을 통

해 추가 인 근을 차단하는 조치, ② 해당 매정보가 다시 게시되지 않도

록 할 필요하고 가능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야만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히노키 사건 결에 하여는, 1회 침해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

정만으로 서비스제공자로 하여  앞으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한 

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은, 향후 비슷한 침해가 어떤 역에서 발생할 것인지 측하기 곤란한 인터

넷 서비스의 특징에 비추어,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 이 있다.396) 이 견해는  정보통신망법 제44

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는 그 조항과 함께 도입된 같은 법 제44조의 2 등 면

책조항들과의 균형 인 해석상 여 히 ‘통지  제거 차’라는 큰 틀을 벗어

난 것이 아니므로, 단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조

항에 가깝다고 한다. 이 견해가 지 하는 바와 같이, 히노키 사건에서는 정보

통신망법 제44조 제2항만을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무거운 의무를 

396) 박 석, “인터넷 오 마켓 사업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인터넷과 법률 Ⅲ(2010), 

475면,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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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 는데, 특히 오 마켓 운 자로서는 상품의 진 를 스스로 별하기 

극히 어렵다는 에서 볼 때  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히노키 사건에서는 향후 히노키 상표의 요부를 칙어로 설정하여 

그것이 포함된 매정보에 해여는 게시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

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경우 오 마켓에서의 진정상품의 매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하여 히노키 사건 법원은 가처분의 지명령 범 에 진

정상품의 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 으나, 오 마켓에서 아  해당 

상표의 검색 자체가 지된다면 소비자로서는 진정상품에 해 근할 기회

조차 없게 되므로, 와 같은 설시는 기술  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Tiffany 사건에서, Tiffany 측의 진정한 의도는 eBay 등 오 마켓에서 Tiffany 

제품의 조상품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진정상품의 거래까지 차단하여 

독  지 를 얻으려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397) 이 견해의 지 이 

히노키 사건에도 그 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소리바다 사건에 한 검토

소리바다 1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들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

에 의한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음반제작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 으로 인식하 거나 충분히 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소리바다 로그램 설치 화면상에 경고문을 

고지하는 이외에는 이용자들의 작인 권 침해행 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으므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소리바다 5 

사건에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론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극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P2P 기술을 근본 으로 지하는 취지의 단

을 내림으로써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많은 비 을 받게 되었다.398) 

397) Daniel Malachowski, “SEARCH ENGINE TRADE-MARKETING: WHY 

TRADEMARK OWNERS CANNOT MONOPOLIZE USE OF THEIR MARKS IN 

PAID SEARCH”, DePaul Journal of Art,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Law(Spring 2012),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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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에는  결정이 반드시 ‘ 극  필터링’을 채택하여야만 합법이라

고 시한 취지는 아니고 단지 소리바다5 서비스가 채택하고 있는 ‘소극  

필터링’이 가지고 있는 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기술  한계, 즉 피신청인 회

사가 공유 지로 설정하여 놓은 음원 일들에 하여만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의 내재  한계와 그에 따라 불법 음원들이 실 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을 설명하기 한 것에 불과하고,  결정은 모든 P2P 기술에 용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리바다5 서비스와 그 필터링 기술에 하여만 평가

하는 것으로, 소리바다5 서비스의 면책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침해방지를 

하여 필요한 합리 이고 충분한 기술  조치를 다하 는지에 한 법  평

가가 요할 뿐이어서, 결국 불충분한 조치만을 취한 상태에서 필터링률의 

다소 높고 낮음은 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99) 그러나 이 견해는 소리바다5 가처분결

정이 “특정 음원에 한 수많은 일  어느 하나의 일이라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 그 걸러지지 않은 음원 일이 다운로드를 요청한 모든 이용자들

에게 공유되게 된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터링률의 제고가 작인 권 

등의 침해방지를 한 기술  조치를 다하 는지에 한 법  평가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하여 100% 차단율이 달성되지 않는

398) 소리바다5 가처분결정에 한 비 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종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심으로 –”, 인권과 정의 통권 395호, 한변호

사 회(2009. 7.); 정상조ㆍ박 석, “OSP의 기술  조치에 한 의무: 소리바다 사

건을 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2008. 

1.); 김지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의 의무”,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2008. 1.); 황경환, 註 391)의 논문 등. 특히 정상

조․박 석,  논문은 10면~32면에 걸쳐 소리바다 사건 결에 해 상세히 비 하

고 있다.

399) 오승종ㆍ최진원,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 책임제한: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결정(2007. 10. 10.자 2006라1232 결정)을 심으로”,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2008. 2.), 245~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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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 완벽할 

기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수 하기 어렵다. 

한 우리 작권법은 “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도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작권자  작인 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가장 

기본 이고 심 인 목 임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작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에서 상결정을 비 하는 견해에 반 하여, 이용자의 공

정한 이용과 침해자의 무료 음원 불법 취득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 인터넷에서 거의 무제한의 불법 다운로드와 이로 인한 음반

시장, 화시장의 황폐화와 창작의욕의 하가 문화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화의 향상, 발 ”이라는 작권법의 궁

극 인 목 을 하여 이용자 보호보다도 권리자 보호가 더 시 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면에서 상결정은 우리 법원의 작권( 작

인 권)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례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

이라면서  결정을 옹호하는 견해400)도 있다. 그러나 작권법의 목 은 문

화  련 산업의 향상발 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작권법 제1조), 작권자

의 권리 보호는 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함께 이러한 궁극  목 을 

이루기 한 수단  하나이므로, ‘ 작권자  작인 권자 등의 권리 보호

가 작권법의 가장 기본 이고 심 인 목 ’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우며, 설령 이 견해에 따라 작권자 보호를 가장 심 인 목 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 작권 소비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작물의 유통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작권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에서도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자유로운 작물의 유통을 증진시키면서 

신 작권자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범 한 작권 유통 실에 부합하고 작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게다가  견해는 국내에 이미 극  필터링 

방식을 취한 P2P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극  필터링 방식이 P2P 기술과 

400) 이병규, “소리바다5 가처분사건 항고심 결정에 한 재검토”,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2008. 10.),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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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실 으로 충분히 실 가능하다고 주장하 는데,401)  견해가 언

한 “콘스팟”은 이미 수년 부터 더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악되므로402), 결국 극  필터링 방식을 취한 P2P 업체가 상업 으로 성

공을 거두었다거나 실 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내용규제 도구 던 필터링 시스템을 작권 보호도구로 사용하기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작권자가 어떤 작권 련 

식별표지를 하지 않은 디지털 작물을 제3자가 기계 으로 걸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403)  가처분 결정에서 개된 P2P 기술에 한 이해는 정당

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와 같은 견해와는 반 로, 소리바다 5 사건의 법원은 작권자 측의 

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

구함으로써, 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고, 인터

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  책임에 있어 이런 일련의 경향을 고려할 때, UGC

와 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규율하는 법원의 단은 장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강경하고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 으로 이른바 소극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

에게 극 으로 이용자의 침해행 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

상이 완 하지 못하다는  때문에 소리바다 5 사건 법원의 태도는 어도 

지  시 에서는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소리바다 5 사건 법원

의 강변에 불구하고, UGC는 이른바 강제 인 극  필터링 시스템 하에서

는  법원의 부연설명에 따르자면 복잡한 권리인증 차가 요구되므로 결국 

고사 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404) 다행스럽게도 소리바다 5 사건 결 

401) 이병규, 註 400)의 논문, 172면.

402) 콘스팟 홈페이지에서 “새로 나온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2007. 7. 26.  2008. 

1. 15. 등록된 어학교육용 콘텐츠 두건이 검색될 뿐이다(http://www.nya-on.com/Con 

spot/contents/?s_stat=hot, 최종방문 2010. 6. 2.이고, 2015. 5. 재  사이트는 업

을 단하고 폐쇄된 상태이다).

403) 김지연, 註 398)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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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극  필터링을 요구한 소리바다 5 사건 결의 문제 이 여러 

차례 지 되었고, 야후 사건 등을 통해 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극

 필터링만이 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인정됨으로써, 

 견해가 경고한 바와 같은 부당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5 사건에서 극  필터링까지 요구함으로써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 하 다는 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공동불법행  이론 구조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구체 인 이유설시 

부분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범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기타 사건

K2 사건에서는 같은 상표권 침해에 한 히노키 사건과는 다르게 오로지 

부정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상품번호, 매자 등을 특정하여 요청받은 정보

에 해서만 상품 매 지를 취하는 것만이 구체 인 노력의 내용이라고 좁

게 단하고 있다. 이에 하여는 이는 통신 매 개자가 통신 매 개에서 

차지하는 계약과정에서의 비 이나 기술  능력의 비 을 고려할 때, 통신

매 개자의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막기 한 구체 인 노력의 내용을 지나

치게 낮은 수 으로 설정한다는 비 을 면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05) 그러

나 K2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에 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주지

성 있는 상품표지406)에 한 부정경쟁행 가 문제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로서는 상표의 주지성이나 혼동가능성 등 부정경쟁행 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한 요건까지 단하 어야 한다는 에서 히노키 사건에 비하여 침해

의 명백성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높

404) 박 석, “한국의 UGC 련 사건들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한 

망”,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 학교 기술과법 센터(2008. 3.), 74, 75면.

405) 오병철, 註 75)의 논문, 203~204면.

406) K2 상표의 주지성 여부에 하여 여러 하 심에서 인정된 바가 있었지만, 당시

까지 K2 상표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지성 논란이 완 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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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기는 곤란하 던 것으로 추측되고, 구체  타당

성 측면에서 합리 인 단이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adidas 사건에서도 정

교하게 제조된 조상품의 경우에는 오 마켓 운 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 매일 새로 등록되는 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

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등을 근거로 결론 으로 상표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당해 물품에 한하여 삭제나 차단의무가 있다고 단하 으며, 온라인서

비스제공자  통신 매 개자에게 그 이상 높은 수 의 주의의무를 부담시

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견해는 K2 사건에서 법원이 자상거래법 제20조407)가 매자의 

제20조(통신 매 개자의 책임)

① 통신 매 개자가 재화등을 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 매의 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

매와 련하여 통신 매의 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하여 그 통신 매 개자는 개를 의뢰한 자와 연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 매업자인 통신 매 개자는 제

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 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 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 매의 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

다.

③ 통신 매 개자에게 통신 매의 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 매 개자의 고

의 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하여 개자의 행

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 매 개자는 통신 매의 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한 정보를 열

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 매의 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ㆍ 화번호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407) 구 자상거래법(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의 것)상 조항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으나, 재는 제2장 제2  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0

조(통신 매 개자의 고지  정보제공 등)와 제20조의 2(통신 매 개자  통신

매 개의뢰자의 책임)로 분리ㆍ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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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 에도 용되는 것으로 보아 오 마켓에게 매자의 침해행 를 방지

할 일반 인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하나의 제사실로 하 다고 보면서, 자

상거래법 제20조는 매자의 채무불이행에 하여 소비자에 해 연 책임을 

지우는 조항일 뿐, 통신 매업자가 소비자 외 상표권자 등 제3자에게 부담하

는 책임에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K2 사건에서 소비자 아닌 상표권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해 자상거래법 제20조를 들어 통신 매 개자의 책임

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한다. K2 사건이 언론을 통해 리 보도됨

으로써 마치 통신 매 개자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고

지하는 한, 통신 매자의 어떠한 불법행 에 해서도 여하한 책임으로부터

도 자유롭다는 그릇된 법  인식을 시킨 은 법규 용의 오류로 인한 

큰 사회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408) 그러나 K2 사건에서 통신 매

개자의 책임제한규정인 자상거래법 제20조를 언 한 것은 분명하나, 반

드시 자상거래법 제20조가 매자의 불법행 와 련하여서도 용되는 것

으로 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통신 매 개자  오 마켓의 성

질을 설명하면서 자상거래법 제20조도 오 마켓의 성질을 참작하여 매자

의 채무불이행에 한 연 책임 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K2 사안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견해

가 언 한 것과 같이 자상거래법 제20조는 소비자에 한 규정임이 분명하

므로, 소비자 아닌 제3자와의 계가 문제되는 K2 사건에서 굳이 이를 언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 자상거래법이 오 마켓의 성질을 참작하여 

통신 매 개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오 마켓이 일반 으로 개

별 거래에 직  참여하지 않는다는 성질에 근거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오

마켓에 그 개별 거래를 리할 의무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한 방조

책임이 문제된 K2 사건의 쟁 과는 논리  연 성이 약해 보이므로, 이를 언

하여 이론  혼란을 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여 통신 매의 개 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 방에 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408) 오병철, 註 75)의 논문,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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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같은 상표권 침해에 한 adidas 사건에서도, 사 인 일반 ㆍ포

 침해방지의무는 없고, 사후 인 개별 ㆍ구체  침해방지 의무만 있다고 

하면서, K2 사건과 유사한 기 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

다. 다만, K2 사건에서는 극  필터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데 비

하여, adidas 사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 조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

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 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도 극  필터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하는 등 침해 상황의 단계에 따라 그 책임 내

용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단한 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오 마켓 운 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작권 침해에 한 야후 사건이나 인격권 침해에 한 트 스트김 

사건의 경우에도, 침해물의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의 존재에 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리ㆍ통제권이 있는

지 여부를 기 으로 하여 책임 여부를 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한 K2 사

건  adidas 사건과 기본 으로 유사한 기조를 취하 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의 인식가능성과 련하여서, 야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구체

ㆍ개별 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 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

체 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하여 그 인식가능성 요건을 다소 

완화한 반면, 반 로 트 스트김 사건에서는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409)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

에 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

409) 트 스트김 사건에서, 성인사이트의 경우 개별  등록 차를 거쳐서 검색엔진에 

정보가 장된 것이라고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원고의 명을 차용한 

성인사이트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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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 차단요청 등 별도의 사정이 요구된다고 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3) 검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용될 일  기  마련의 필

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 인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한 히노키 사건이

나 극  필터링 의무를 부담시킨 소리바다 5 사건은, 그 구체  타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범 를 과도하게 확장

하 다는 에서 수 하기 어렵다. 히노키 사건의 경우, 뒤이어 선고된 K2 

사건이나 법원에서 확정된 adidas 사건 등을 통해 오 마켓의 주의의무 범

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그 력이 크지 않았지만, 소리바다 5 사건의 경

우에는 특히 Pure P2P 방식 서비스에 한 것으로 P2P의 경우 그 성질상 

극  필터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의 소극  필터링만으로도 

주의의무 반이 인정된다고 단하여 결과 으로 P2P 기술을 근본 으로 

지하는 취지의 단을 내림으로써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많은 비 을 받게 되

었으며410) 수년 동안 작권 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에

서 더욱 큰 논란이 되었다. 

우선 상표권 침해 사례와 소리바다 5 사건을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오

마켓 운 자와 P2P서비스제공자 모두 거래 는 정보의 송수신이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만을 제공할 뿐 실제의 거래 는 송수신에는 여하지 않는다는 

에서는 서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오 마켓 운 자의 경우 오 마켓에서 

일어나는 거래로부터 직  이득을 얻고, 각 상품을 검색하기 쉽도록 스스로 

분류하거나 기화면에 배치하는 등 일정 정도 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

하여, P2P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정보 송수신으로부터 직  이득을 얻는 바도 

없고 정보의 검색에 여하지도 않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P2P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러한 태도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410) 박 석, 註 404)의 논문,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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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Napster와 Grokster 사건을 통해 P2P 소 트웨어가 

원천 으로 불법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서비스를 합법화할 여지가 있고, 국가 으로 디지털 미

디어에 해서 사 복제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P2P 서비스 이용에 한 

작권법상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사 인 계약으로 권리단체와 P2P 소 트

웨어 업체 간의 약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을 창출하

는 것은 그릇된 업형태이며, 단지 권리단체나 음반사만이  이익을 

리는 가로 불법 인 P2P 서비스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견해가 있다.411) 그러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Napster 사건  Grokster 사건에서 P2P 기술 자체를 원천

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하 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Grokster 사건에서는 유

인이론에 따라, Grokster의 구체 인 사업 행태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어서, 만약 Grokster가 Pure P2P 기술을 이용자를 유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

치 립 으로 사용하 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P2P 소 트웨어 업체

와 음반사 등 권리단체 사이에 작권 이용에 한 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라 P2P 소 트웨어를 통한 작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 다면, 이는 

사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사회정의에 반한다거

나 그릇된 업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재 다수의 웹하드 업체가 

여러 방송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방송 로그램

에 해 정당하게 과 하고 방송사에게 그에 한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 기타 작권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다양한 

채 을 통해 소비자에게 방송 로그램을 공 하여 수익 확 를 꾀할 수 있다

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didas 사건에서 법원은 디지털 작물과 실물 상품의 성질상 유통과정이

나 배송 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는 ,412) 불법복제 작물은 

411) 정진섭, 註 30)의 논문, 168면, 1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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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침해여부가 확정될 수 있는데 비하여 상표침해 상품이나 부정경쟁

행  물품은 표장의 명성  유사 여부 등에 한 단이 필요하고  병

행수입상품과의 구별도 쉽지 않아 그 자체로 곧바로 침해여부가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413) 작권 사건과 상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 마켓 운 자에 하여 극  필

터링 책임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궁극 인 이유는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보다는 오히려 매일 새로 등록되는 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

인하여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414) 부정경쟁행 가 문제된 K2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  여부 단에 어

412)  “이 사건 쇼핑몰에서는 주로 실물 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도 운동복, 운동화 등의 실물 상품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실

물 상품 이외에 음악, 화, 서  일 등과 같은 ‘디지털 작물’도 거래의 상

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 작물은 상품의 배송 차가 필요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직  거래 목 물이 송될 수 있는 반면에, 실물 상품을 상으로 하는 쇼핑몰은 

어디까지나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데 불과하고 상품 자체에 

하여는 별도의 배송 차가 필요하다는 에서 유통 과정에 차이가 있다.“

413) “오 마켓에서는, 작권자의 사  허락이 없는 이상 일 게시만으로 작권 

침해가 추정되는 디지털 작물과 달리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정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조품인 경우에는 실물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

414) adidas 결정 역시 “오 마켓은 본질 으로 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

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운 자가 사 에 매자가 등록하려는 상

품 명세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거래라는 오 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 매일 새로 등록되는 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한 오 마켓 운 자의 일반 인 리의무의 범

를 넘는다고 보이는 (설사 이 사건 상표를 검색이 안 되는 칙어로 설정하더라

도, 인터넷 공간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회피수단, 컨  상표 명칭 표시의 띄

어쓰기를 달리하는 변형 등록을 하는 등으로 정보를 달하는 것까지 부 차단하

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운동복’, ‘운동화’ 등 상품의 종류 등을 검색어로 

하여 거래되는 것까지 쇄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을 이행하

기 해서는 필연 으로 이미 등록되었거나 앞으로 등록될 모든 상품에 한 면 

심사 차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여 이러한 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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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adidas 사건에서는 상표법 반이 문제되었고, 신청인

들이 지를 신청한 것은 adidas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장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명칭을 놓고 보면 법률 문외한인 오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유사

성을 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작권침해 여부도 adidas 사건 법원이 설

시한 것과 같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415), 이 에 하여는 상표권 침해 

사건이 작권 침해 사건과 본질 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adidas 사건에서 법원은 만약 극  필터링을 채택할 경우 오 마켓 운

자로서는 병행수입 상품을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

을 받아들 는데, 이는 소리바다5 사건에서 극  필터링을 채택할 경우 

작권이 만료한 작물, 이용자가 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한 UGC 등을 이

용할 수 없게 된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과 비된다. 특히 

형 오 마켓 운 자의 경우, 매자에게 상품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경

쟁 오 마켓에 출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제로는 매자에 하여 강력한 

리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심지어 독 규제법상의 불공정행 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416)을 감안하면, 오 마켓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 매 개자의 책임

을 작권 사례에서보다 약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한 트 스트김 사건과 소리바다 5 사건을 비교

해 보면, 단 기 의 불균형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하여는 P2P 

로그램과 검색엔진이 기술 인 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례가 

근본 으로 차별 인 시각을 가지고 단함으로써 결과 으로는 서로 극명하

게 갈리는 단이 내려졌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417) 이 견해는 례가 ① 

415) 야후 사건에서 법원도 “ 작권에 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내부이미지들이 

타인의 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 으로 걸러내는 기술  수단도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 작권침해 여부가 항상 확정 인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416) 동아일보, “공정 , G마켓 불공정 의 조사”, 2009. 12. 9.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091209/24670523/1 최종검색 2015. 6. 20.); 동아일보, 

“G마켓, 워셀러에 ‘ 속’  강요”,  2010. 7. 16.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00715/29920253/1 최종검색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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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측면, ② 사회기능  측면  ③ 규범 용의 측면에서 P2P 로그램

과 검색엔진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선 ① 기술  측면과 련하

여, P2P시스템에 해서는 다운로드를 제로 하여 업로드는 P2P서비스에 

속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다운로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순간 으로 동

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 검색엔진에 해서는 로 에이 트가 능동 , 

자동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을 강조하고 있어, P2P는 이용자들

의 행태가 주된 요소이고, 검색엔진은 순수히 기술  작동의 결과로 이해하

는 태도를 볼 수 있으며, P2P시스템에 해서는 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검색엔진에 해서는 웹페이지만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P2P시스템이

나 검색엔진 모두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의 

다운로드 역시 다수의 모든 이용자에게 순간 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P2P시스템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다 다(多對

多) 방향구조를 갖는 반면, 검색엔진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일 다(一對

多) 일방향의 구조를 갖는다는 에서 권리침해를 직 으로 야기하는 사람

에 한 귀책이 실 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규범 인 문제와 연결되어 규범

 차별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② 사회

기능  측면에서 법원은 P2P의 기능에 해서 그것이 작인 권 등을 침해

하는 일공유가 당연한 속성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데 비하여, 검색엔진에 

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

므로 공공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의 속만을 매개하는 무

차별성ㆍ무색투명성의 특질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P2P 로그

램을 부정 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는 결과론 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논리  개에서는 매우 미흡하며, 트 스트김 사건과 같

이 지나치게 한 단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③ 규범

용의 측면에서, P2P 로그램이나 검색엔진이나 이용자들의 법한 행 에 

417) 오병철, “ 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한 차별  시각의 비교고찰 - 소리바다

5 가처분 사건과 트 스트김 사건을 비교하여 -”, 정보법학 제12권 제2호(2008. 

12.), 1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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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하기 한 제조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단기 은 거의 동소이함에도, 실제 운 자의 인식여부나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한 조치와 련하여 서로 다른 규범  척도를 용함으로써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P2P는 작권침해를 한 도구이지만 검색엔진은 정

보공유를 해 불가결한 공공성있는 도구라는 차별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용자들의 동  행태에 따른 진화에 해 시원

 책임을 부과하기 한 결과책임 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 하고 있다.

 견해가 지 하다시피, 법원은 특히 P2P 로그램을 통한 작권 침해

에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장 가 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P2P 

로그램의 실 인 이용행태에 비추어 볼 때 P2P 서비스 운 자에게 결과

으로 무거운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례의 태도에 수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상표권 침해와 작권 침해를 비교하여, 그 

성질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오 마켓에서 조품을 유통시키고자 할 

가능성보다는 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웹사이트 등을 운 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418)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419) 인격권 침해

에 한 트 스트김 사건과 련하여서도, 단순히 P2P 서비스와 검색엔진에 

한 차별 인 시각에서 법원이 서로 다른 단을 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고, 각 사건이 산업계 반에 미치는 향력이나 피해의 정도, 법성의 명백

성420) 등을 고려하여 단하 다고 볼 여지가 있다.

418) Annette Kur,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THROUGHOUT THE 

EU”,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Summer, 2014), p. 529.

419) 침해되는 법익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도 내지 인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20) 일련의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어 그 법성이 

보다 명백했던 반면, 트 스트김 사건에서는 원고의 성명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

해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법률 인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성이 

상 으로 명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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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각 법익 역이

나 사업 내용 별로 크게 다른 기 을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에서 지 하 다시피, P2P 서비스나 오 마켓, 검색엔진의 경우 모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개입이 고 부분의 행 가 이용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지나, 각각에 한 사례에서는 마치 서로 다른 책임 기 이 

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이나 련되는 법익과는 무 하게 일 된 기 을 설정

하고, 다만 구체 인 사실 계에 따라 그러한 기  충족 여부를 상세하게 검

토하여 책임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종래의 사업범 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

한 경우 제3자의 침해행 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해 

측가능성을 부여하기 하여서라도 례의 불균형한 시각을 배제하고 각 

례 사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 된 기 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해외 사례에 한 검토

(1) Tiffany 사건에 한 검토

이 사건에서 Tiffany 측은 eBay가 진정상품과 함께 조상품을 매하고 

있다는 을 들어 제소하 으나, 법원은 단순히 조상품이 웹사이트에서 

매되고 있다는 에 한 일반 인 인식만으로는 Inwood 테스트의 조건을 만

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시하 는데, 이러한 법원의 단에 하여는 일반

으로 정 으로 평가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에 한 기여

책임에 한 기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21) Tiffany 사건에서 제시한 기

421) Rebecca Dunlevy, op. ci.t(386), pp. 947~950; Ariane C. Strombom, “INTERNET 

OUTLAWS: USING CONTRIBUTORY TRADEMARK LIABILITY TO SHUT DOWN 

ROGUE SITES”, Journal of Internet Law(2014. 2.), p. 9. 한편, Marshall Leaffer, “A 

TWENTY-YEAR RETROSPECTIVE ON UNITED STATES TRADEMARK LAW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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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표권자와 오 마켓의 계를 히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우리나

라의 방조책임 기 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사

건에 하여는 반 으로 정 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의  묵인과 련하

여, 어느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 를 “의심할만한 이

유(reason to suspect)”를 갖는지 여부에 하여는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는 에서 지 하는 견해가 있으며, 이 견해는 상표권 침해와 련하여서

도 DMCA와 같은 면책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422) 반면, 

Tiffany 사건과 반 로 제2  5.항에서 살펴본 랑스의 Louis Vuitton v. eBay

사건에서 랑스 법원은 eBay가 극 으로 매를 장려하고 모방품의 매

를 통해 경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eBay는 극  역할을 수행한 

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 는데, 그 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피

침해자가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한 정보 뿐 아니라 스스로 검색 등을 통한 침

해게시물 확인  삭제할 일종의 포 인 모니터링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 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다만, 이 사건에 하여는 상표권자가 eBay에게 침해를 통보할 충분한 시

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423), 상표권자가 VeRO 로그램을 악

용할 경우 진정상품을 매하는 매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만 VeRO 

로그램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424), 이 사건 결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VeRO 로그램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상품의 반품이 어

TEN CASE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Winter 2013), pp. 669, 670은 최근 10년간 미국 상표법상 요 결  하

나로  Tifanny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422) Marshall Leaffer, op. cit(419), p. 670.

423) 많은 조상품이 주말 동안만 게재되거나 단시간 동안만 매되기 때문에, 상표

권자가 eBay에게 이를 통보할만한 실 인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424) DMCA상으로는 권리자가 부당하게 통지 후 차단조치를 취한 경우 상 방이 

DMCA상 차에 따라 그러한 차단조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국 상표법상으로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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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져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는다는  등에서 부정 인 향을 끼쳤다는 평

가도 있다.425) 이에 따라 이 견해는 상표법에도 DMCA와 같은 통지 후 차단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진정상품 매자를 보호하고, 인식 요건에 하여 보

다 명확하고 폭넓은 기 을 마련하며, 소비자에게 침해 품목을 신고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426) 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eBay가 

VeRO 로그램을 운 하며 조상품에 한 즉각 인 차단조치를 취하 다

는 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eBay의 VeRO 로그램은 DMCA의 작권 침

해에 한 기여책임 면책조항을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 상표법(Lanham Act)

상 DMCA 면책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없는 이상 상표권 침해에 한 기여책

임 사건에 DMCA 면책조항을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VeRO 로그램 작동을 이유로 eBay의 책임을 부정한  결이 타당하지 않

다고 비 하는 견해도 있다.427) 그러나 Tiffany 사건과는 반 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폭넓은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상표권자의 지 가 공고해

지는 반면 자유로운 매를 통한 가격경쟁 등 오 마켓의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VeRO 로그램의 악용이나 소비자의 불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에서 자의 견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한 아래 제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CA 면책조항 등

은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책임제한이라는 형태로 규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설령 미국 상표법상 DMCA 면책조항과 유사한 조항

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속한 처를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Chupa Chups 사건에 한 검토

이 사건에서 1심인 도쿄지방재 소는 피고의 행 가 방조행 에 해당한다

고 하면서도, 그러한 방조행 가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침

425) Andrew Lehrer, op. cit.(382), pp. 392~398.

426) Andrew Lehrer, op. cit.(382), pp. 399~403.

427) Ellie Mercado, op. cit.(382), pp. 137~139



- 251 -

해행 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 보면, 

히노키 사건428)에서 설령 방조행 가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해행 에는 포함된다고 하면서 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는 조 이다. 일본 민법 제719조429)  상표법 제36조430)는 우리 민법 

제760조  상표법 제65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는 방조행 가 상표사용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방조행 가 상

표침해행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방조행 도 상표사용

행 에 해당하여야만 상표침해행 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리고 있다. 다만, Chupa Chups 사건 1심은 피고가 침해자를 조력함으로써 방

조행 를 하 다는 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방조행 만으로는 상표사용행

에는 이르지 못하 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 는데, 결론 으로는 오 마

켓의 책임을 부정하 다는 측면에서 논리  구성은 다르나 사실상 에서 본 

우리나라의 K2 사건이나 adidas 사건과 실질 으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한편, Chupa Chups 사건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부정하 으나, 일반론으로서 인터넷쇼핑몰 운 자가 출 페이지

에서 행하여진 상표권침해행 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을 인정하 다는 

428)  2. 가. (1)항 참조

429)  第七百十九条 （共同不法行為者の責任）

1　 数人が共同の不法行為によって他人に損害を加えたときは、 自が連帯してその損害

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共同行為者のうちいずれの者がその損害を加えたかを知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きも、同様とする。 

２ 　 行為者を教唆した者及び幇助した者は、共同行為者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

する。 

430) 第三十六条 （差止請求権）

1 　 商標権者又は 用使用権者は、自己の商標権又は 用使用権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

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商標権者又は 用使用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

組成した物の廃棄、侵害の行為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侵害の予防に必要な行為

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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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431) 이 견해는, 

1심 결과 항소심 결 모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침해해 의 주체

인지 여부에 한 기 으로서 (i) 리가능성과 (ii) 수익성을 들고 있기는 하

나, 1심 결에서는 가라오  법리에 비견될 정도로 높은 수 으로 이를 해

석한 반면, 항소심 결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 만을 요구함으로써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두가지 요건에 덧붙여, 

(iii) 출 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 합리  기간 내에 침해내용의 웹페이지로

부터 삭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세 번째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결론 으로는 

오 마켓의 책임을 부정하 는데, 이는 하루에도 막 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

지고 그  침해물품의 매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오 마켓의 특징을 히 반 하여 균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hupa Chups 사건의 1심은 상표사용행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오 마켓의 책임을 부정하 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상표사용행  해당 여부는 달라질 것이고, 서비스 형태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듯한 과도한 기 을 설정해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항소심과 같이 보다 완화된 기 에 따라 책

임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 인 사정에 따라 그 책임을 부정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다. 더욱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기 은 우리나라

의 사례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참고사례 : 일본의 Winny 사건432)에 한 검토

431) 駒田泰土, “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出店者による商標権侵害と同

モール運営者の責任”,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4 新・判例解説

Watch(2014. 4.), 258면, 259면.

432) 1심 : 쿄토지방재 소 2006(平成18). 12. 13. 선고 평16(わ)726 결; 2심 : 오사카

고등재 소 2009(平成21). 10. 8. 선고 평19(う)461 결; 3심 : 최고재 소 제3소법

정 2009(平成21). 12. 19. 선고 평21(あ)190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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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상 ㆍ 립  행 에 의한 방조

형법상으로는 정범의 행 와 종범의 행 를 엄격히 구별하는데, 방조행

와 련하여서는 특히 일상 ㆍ 립  행 와 방조가 문제되고 있다.433) 형법

433) 일상 , 립  행 에 의한 방조에 하여는 형사법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하여 논의한 논문으로는, 김종구, “ 립  기술 제공과 공범 성립 여

부 –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련하여 –”, 숭실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

29집(2013. 1.); 김형만, “가치 립  로그램의 제공과 형사책임의 한계”, 한국디

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호(2014. 1.); 신양균, “ 립  행 에 

의한 방조”, 형사법연구 제26호(2006. 겨울); 이상문, “ 립  행 에 의한 방조와 

객  귀속론”, 경찰법연구 제9권 제1호(2011); 이용식, “일상 ㆍ 립  행 와 

방조 – 방조행 의 개념  의미내용과 방조의 불법귀속의 이해구조 -”,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1호 심당 송상  선생 정년기념호(2007); 이정원, “가벌  방조행 의 

한계에 한 연구 – 소  립  행 에 의한 방조를 심으로 –”, 스티스 통권 

제118호(2010. 8.); 홍태석, “불특정자에 한 방조범의 성립여부 – 일본의 니

(Winny) 례와 학설을 통하여 –”, 법학연구 제51집(2013) 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Winny 사건 이후 이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에 한 논문으로는, 大友信秀, “Ｗｉｎｎｙが提起した著作権法と新しい時

代の関係（ロー・ジャーナル）”, 法学セ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ン663号(2010. 3.); 

門田成人, “価格中立的ソフト提供者の刑事処罰　 ウィニー事件上告審決定　 三小決

平２３・１２・１９（ 新判例演習室　 刑法）”, 法学セ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ン

686号(2012. 3.); 小野上真也, “ファイル共有ソフトの提供につき公衆 信権侵害罪の

幇助が認められた事例　Ｗｉｎｎｙ提供事件第一審判決（特別刑法判例研究)”. 法律時

報80巻1号（通巻991号）(2008. 1.); 松宮孝明, “中立的行為と共犯　Ｗｉｎｎｙ事件控

訴審判決　大阪高判平２１・１０・８（ 新判例演習室　刑法）”, 法学セミナー　ベス

トセレクション663号(2010. 3.); 十河太郞, “ファイル共有ソ\フト（ウィニー）の提供

が著作権法違反幇助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平成１９年度重要判例解説

2008年4月10日臨時増刊号（No1354）(2008. 4.); 永井善之, “ファイル共有ソフトＷｉ

ｎｎｙの提供者に、本ソフト利用者による公衆 信権侵害罪の幇助犯の故意が欠ける

とされた事例”,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Vol.11 新・判例解説Watch(2012. 

10.); 林幹人, “刑法 刑法3 ファイル共有ソフトWinnyの公開・提供と著作権法違反幇

助罪の成否 三小平２３．１２．１９決〔平成２１年（あ）第１９００号：著作権

法違反幇助被告事件）”, ジュリスト平成２４年度重要判例解説2013年4月10日臨時増

刊号（No1453）(2013. 4.); 秋田真志, “著作権法違反幇助被告事件　Ｗｉｎｎｙ開発者

に逆転無罪判決！［刑事 護レポート］ 価値中立のソフト開発行為と幇助犯の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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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조행 는 정범행 의 원조ㆍ 진이라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방조행

를 오로지 객 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부분의 방조행 는 범죄행 로서

의 외 을 가지지 않는 통상의 일상 인 거래행  는 직업  행 의 형태

로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립  행 라는 것은 

사실  의미에서의 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  의미에서 립

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4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는 일상

․ 립  행 로, 형법상 논의되고 있는 일상 ㆍ 립  행 에 의한 방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기 과 련하여서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특히 이러한 논의를 발시킨 일본의 Winny 사건에 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나. 사건의 경   재 소의 단

이 사건에서 도쿄 학교 조교수인 피고인은 일공유 소 트웨어인 Winny

를 개발하여 자기의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자에게 이를 배포

하 다가, 정범 2명이 이를 이용하여 작물인 게임 로그램 등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자, 작권법 반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Winny 소 트웨어를 공개하여 공 에 제공한 행 가 작권법 반

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하여 1심은 Winny 소 트웨어 그 자체가 가치 립 이라는 은 

範囲”, 季刊刑事 護61号（通巻61号）(2010. 1.) ; ________, “ 高裁、Ｗｉｎｎｙ開

発者に無罪　 三小判平２３・１２・１９平成２１年（あ）第１９００号　著作権法違

反幇助被告事件［刑事 護レポート］”, 季刊刑事 護70号（通巻70号）(2012. 4.); 

豊田兼彦, “科学技術の開発・提供と幇助犯の成否　 京都地判平１８・１２・１３（

新判例演習室　 刑法）Ｗｉｎｎｙ事件第一審判決”, 法学セミナー　 ベストセレクショ

ン629号(2007. 5.); 穴沢大輔, “ファイル共有ソフトの提供につき公衆 信権侵害罪の

幇助の成立が否定された事例 Ｗｉｎｎｙ提供事件上告審決定（判例レビュー）”,  

季刊刑事 護70号(2012. 4.) 등이 있다.

434) 이용식, 註 433)의 논문, 303, 305~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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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이 경우 무제한 으로 방조범의 성립범 를 확 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하면서, 가치 립 인 기술을 외부에 제공하는 행 가 법한지 

여부는 그 기술의 실 인 이용 상황이나 그에 한 인식, 기술 제공시의 

주  태양 등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Winny의 이용 상황 등

에 비추어 볼 때 작권법 반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하 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방조범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으로부터도 

그 처벌에는 신 한 검토가 요구되고, 소 트웨어 제공자가 소 트웨어를 오

로지 법행 에만 는 이를 주요한 용도로서 사용시키기 해서 인터넷상

에서 권유한 경우에 한하여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1심을 기하고 무죄

를 선고하 다.

최고재 소는 항소심의 단이 결론 으로 타당하다고 하면서,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 를, 이를 인식, 인용하면서 행하여, 실제로 

정범행 가 실행됨에 의하여 성립한다. 원 결은 … 「소 트웨어를 오로지 

법행 에만 는 이를 주요한 용도로 사용시키기 해서 인터넷상에서 권

유한 경우」에 한하여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 으나, 당해 소 트웨어

의 성질( 법행 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나 객  이용 상황의 여

하를 묻지 않고, 제공자에 의해 외부 으로 법사용을 권유하며 제공한다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오히려 항소심의 제한

 해석방법은 부정하면서도, “Winny는 1, 2심 결이 가치 립  소 트웨어

라고 부르는 것처럼, 법한 용도로도, 작권침해라는 법한 용도로도 사용

될 수 있는 소 트웨어로서, 이를 작권침해에 이용할지 기타의 용도에 이

용할지는 어디까지나 개개 사용자의 단에 맡겨져 있”고, “소 트웨어 제공

행 에 하여 방조범이 성립하기 하여는, 일반 인 가능성을 넘어 구체

인 침해 이용 상황이 필요하고, 한 이를 제공자로서도 인식,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435) 

435) 구체 으로 최고재 소는 ① 해당 가치 립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행

하여지려고 하는 구체 인 작권침해를 인식, 인용하면서 이를 공개, 제공하 고, 

실제로 침해행 가 일어난 경우  ② 해당 소 트웨어의 성질, 그 객  이용 

상황, 제공방법 등에 비추어 해당 소 트웨어를 입수한 자 에서 외 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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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고재 소 결에는, Winny가 효율성, 익명성 등에 의하여 침해

 이용을 진하고 실제로 이용의 40% 정도가 작권 침해로 추측되므로, 

객 으로 침해 으로 이용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인이 침해 으로 이용될 험성을 인식하고 Winny의 법 이용에 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침해  이용을 억제하기 한 아무런 수단도 강주하

지 않은 채 제공행 를 계속하 다는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침해  이용

에 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식, 인용하 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 의견이 있

었다.

다. Winny 사건에 한 평가

일본 내에서 항소심의 논리에 하여는 Winny의 실 인 이용 상황을 고

려하기 어렵고, 가치 립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를 방조의 특별유형으로 취

하게 된다는 학설상의 비 이 있었는데, 최고재 소가 이러한 비 을 받아

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36) 

한 소 트웨어를 이용한 침해행 의 경우 소 트웨어의 제공을 방조로 

처벌한다면, 표 의 자유 향유를 해 필요한 정보통신 도구 개발행 가 형

벌에 의해 축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치 립 인 행 에 

한 방조범 성립을 한정할 이론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며 본 결을 지지

하는 견해도 있다.437) 즉,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 를 말하

할 수 없을 범 의 자가 해당 소 트웨어를 작권침해에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제공자 역시 이를 인식, 인용하면서 소 트웨어를 공개,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이를 이용한 작권침해행 가 발생한 경우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436) 穴沢大輔, 註 433)의 논문, 100면.

437) 門田成人, 註 433)의 논문, 127면. 반면,  최고재 소 결에 하여는, 무리한 

해석론에 의해 고의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林幹人, 註 433)의 논문,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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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하여 결과 으로 인과 계가 있는 행 에 하여, 

정범행 가 수행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객  가치 립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객  제상황을 명시하여, 일공유 소 트웨어의 성질( 법행

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이나 객  이용 상황을 분석한 에서 

정 으로 보고 있다. 

본 결은 가치 립  소 트웨어 제공에 한 형사 사안으로, 동일한 민

사 사안에 비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방조범 성립 여부에 해 

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치 립 으로 제공된 도구에 하여는 

일반  방조행 에 비하여 보다 신 하게 방조범 성립 여부가 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 은 민사  책임을 추궁할 때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구의 제공행  자체부터 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도구

가 오로지 순수하게 기술 , 립 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방조의 성립을 부

정하여야 할 것이다.438)

第5節 小結 - 공동불법행  이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단과 구체 인 주의의무 

도출의 필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의 침해자의 

행 에 가담한 정도나 방식 등에 따라 달리 단될 것이고, 이 때 민법상 불

법행  이론이 용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의 침

해자를 배제하고 단독 인 침해자로 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만을 근거

438) 참고로 토 트 로그램의 개발자는 순수한 기술 제공자로서 책임이 추궁된 바 

없으나, 토 트 사이트 운 자나 토 트 사이트를 등록시켜  도메인주소 리자 

등에 하여 책임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치 립  도구 제공자에 한 와 

같은 이 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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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일반 불법행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제3의 침해자와 객  행 공

동성이 인정될만한 여가 있었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의의 공동불법

행 가,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제3자의 불법행 에 도움을  경우

에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인정될 것이다. 이

상에서는 이러한 이론구조에 따라 국내외의 사례들에 해 살펴보았는데, 

부분의 사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불법행 에 소극 으로 

여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종의 리의무 반으로 이유로 한 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그 구체 인 

사실 계를 불법행  이론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결론 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 에도 간 책임이나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경

우를 찾아볼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향을 

끼치기도 하 다. 다만, 외국의 사례들 에는 각국의 불법행 법 구조에 따

라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론구성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  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를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두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구체  기 을 도출하기 하여는 여 히 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하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으로 이

론구성한 사례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이론구조를 취한 사례들 역시 구체 인 

기  도출에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을 바꾸어, 지

까지 살펴본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구체

인 기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59 -

第5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한 구체  기  

설정

第1節 통일 으로 용될 수 있는 구체  기  마련의 필요성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는 과실로 인한 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 인 책임

요건에 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불법행 자의 책임을 단할 때에

도 해당 사안에 용될 수 있는 구체 인 기 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

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 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의의 

공동불법행 가 성립한 경우와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가 성립한 경

우에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례

상으로도 공동불법행 에 하여 다룬 사안은 다수 존재하나, 의의 공동불

법행 와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를 엄격히 구별하여 단한 사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한 비교법 으로도 공동불법행 와 

련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것은 독일민법과 그 향을 받은 일본  

우리 민법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439) 반면, 형법에서는 공동정범이나 교사

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보다 필요 으

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제32조 제2항), 방조범에 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의 례와 학설은 작권침해, 명 훼손  상표권침해 분야에서 

각각 활발한 논의를 해 왔으나, 이러한 역을 통일 으로 규율할만한 기

439) 박성호, 註 138)의 논문,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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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한 조항은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고, 그에 따라 각 역

별로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논의가 이어져 온 것이 실이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가 궁극 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있다는 

을 확인한 이상 개별 역에서 통일 으로 용될 수 있는 구체 인 책임 

기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작권침해와 련하여서는 작권법과 DMCA에 의해 

규율되어 온 반면, 명 훼손과 련하여서는 통신품 법에 의해 규율되는 등 

이원 으로 취 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성문법 규정에 의한 경

우라고 하더라도 그 연원은 불법행 에 한 보통법상 원칙에 의해 발 된 

것으로, 두 법리는 그 세세한 표 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

으로는 공통 인 하나의 법리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440) 

각 역별로 나타나는 사실 계상의 차이만으로 통일  기 을 마련할 필요

성이 희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피침해자가 명 훼손 피해자와 작권자라는 다소 우연한 사정에 따라 책임

을 달리 정하기보다는 그 달자가 공통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사실

에 향후 더 을 두는 것이 법  안정성은 물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

가 상 으로 더 요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더 부합한다.441) 

이러한 입장에서 이하에서는 을 바꾸어 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단할 경우 용될 수 있는 구체 인 기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례에 한 분

석을 통해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

440) 박 석, 註 138)의 논문, 22, 23면.

441) 박 석, 註 10)의 책,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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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 행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와, 직 행 자는 아니나 여러 간 책임 이론에 의해 제3의 이용자

의 행 에 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직 행 자가 아니고 제3자의 불법행  등 권리침해 행  자

체를 인식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무조건

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하지 않다. 국내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을 부정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가 행한 권리 침해행 에 

하여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민법이나 형법에 의하여 그 책임의 법  근거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이나 작권법 등은 이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성립한 것을 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책임을 면제하

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면제조항들은 권리자와 그 이용자들  온라

인서비스제공자 간의 이해 계 균형442)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로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 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불법행 에 한 민법 규정이 원용될 수밖에 없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등이 창작한 정보에 한 매자 는 

여자인 것이 보통이므로, 이용자 등의 행 에 하여 공동불법행 에 한 

민법 제760조가 근거 규정이 된다.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가공ㆍ편집 등을 통해 스스로 공표하 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의의 공동불법행 에 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이, 그 외 법한 정보를 방

치하고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조항

인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용된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442) 우지숙, 註 137)의 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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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기 하여는 민법의 불법행  법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서비스제공 방식이나 지 , 역할 등에 비추어 는 표

의 자유의 우월  가치를 하여 무조건 면책된다는 사고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느 경우에나 고의 는 과실, 책임능력, 법성, 

인과 계, 손해발생이라는 불법행  성립 요건에 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제

3자의 행 에 여한 방조자로서 불법행 책임을 진다. 다만 여기서 책임능

력이나 인과 계, 손해발생 요건은 충족 여부를 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고, 고의 는 과실을 인정하기 한 주의의무와 행 의 법성 평가 기 가 

되는 작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건이다.443) 평가  개념인 

주의의무 내지 작 의무의 내용과 범 를 정함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표 의 

자유 보호를 한 헌법상 원리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부작 에 의한 불법행 책임을 인정하기 한 제로서의 작 의무는 법

령이나 계약, 조리에서 연원한다. 법령에 근거하는 작 의무는 앞서 언 한 

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련 규정에서 구할 수 있다. 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과 체결한 계약상의 이용약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명 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를 게시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와 같은 약

 규정도 작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의 작 의무는 

무 추상 ㆍ포 이고, 계약에 기한 작 의무는 회원이 아닌 이용자와의 

계에서는 용하기 어려운 이 있어, 조리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

의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를 기술 으로 방

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는 , 부작 와 상당인과 계가 있는 손해는 

443) 여기서의 과실이란 작 의무를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뜻하므로, 주의의

무와 작 의무의 단이 복되는 면이 있어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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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에 의해 확 된 손해에 국한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부담액이 상

으로 크지 않다는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제3자의 침해

행 에 여하여 경제  이익을 얻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손해 일부

를 분담해야 한다는 에서 작 의무의 발생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444) 

국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에 한 례

가 축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례들에 나타난 구체 인 사실 계와 법

리를 분석함으로써 한 역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으로 용될 수 있는 주

의의무의 기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있어왔던 종

래 논의에서는 작권침해 사안, 명 훼손 사안  상표권침해 사안 등 각 

역별로 사안을 따로 검토해 왔고, 각 사안을 어떤 통일 인 기 에 의해 

분석하려는 시도가 행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용되는 개별 법령에는 다소 차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가 민법 제760조 제3

항에 있는 만큼, 그 책임 역시 일 된 기 에 따라 단될 필요가 있고, 여러 

분야에 걸친 결례를 통일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에

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그러한 주의의무의 구체  기 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第3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  

요건

1. 주의의무의 요건 :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

이상 살펴본 국내외 례에서 나타난 기 에 의하면, 구체 인 주의의무 

444) 황찬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 훼손에 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사법논집 

제31집(2000), 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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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요건은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사실에 한 주  인식

가능성 요건과 침해행 에 한 객  회피가능성 요건이라는 2가지 큰 틀

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인식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이 인정될 것인가 여부는 구체 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

하에서는 여러 분야에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통일 인 기 을 도출해 

보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로서 제기된 미국 작권법상의 

유인이론  일본의 직 행 자로 의제하는 이론을 참고하여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범 를 확정해 보도록 하겠다. 

2.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

가. 침해행 의 존부에 한 인지(認知)의 에서의 인식가능성

(1) 과실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인정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이나 유해물의 존재에 한 고의가 있는 

경우 여기서의 책임 요건이 충족됨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는 못하 으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다. 

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

제하는 이론에 따른 여러 사례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직 인 리의무 반을 인정한 사례들에서는 모두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고의가 인정됨을 제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이론에 따른 사례에서는, 

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특정한 개별 침해행 에 하여는 인식

하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법

행 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의성이 인정될 것이고, 직 인 리의무 반을 

이유로 한 사례들에서는 피해자로부터의 삭제요구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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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미국의 기여책임은 침해행 를 알았거나 알았다고 볼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하므로, 과실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은 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용도  상당부

분이 비침해 인 경우에는 실제  인식까지 필요하다는 Sony 사건 결 법리

에 의해 수정되고 있으므로, 아래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인이론에 

의하여 인식 범 가 확장되지 않는 이상, 우리법상 인정되는 폭넓은 과실의 

개념까지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민법상 방조 조항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하여 단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침해행 에 한 인식이 있거나 침해행

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시하 다. 명 훼손 사안에서 일부 견해도 명 훼손이 명백하거나 구라

도 합리 으로 이를 추인할 수 있어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는 때는 주  인

식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445) 이에 반하여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내용을 직  작성하거나 게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그 책임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이 침해행 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하

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이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삭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446)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까지 주의

의무의 발생을 확장할 경우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법  측가능성이 히 

445) 오용규, “명 훼손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재 과 례(제12

집), 구 례연구회(2004), 433-434면 ; 이인석, “명 훼손에 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민사책임”, 스티스 67호(2002. 6.), 196면 ; 황찬 , 註 444)의 논문, 

275-276면.

446)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언론과 인격권(2012), 164면, 166면; 김재

형, “인격권에 한 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2005. 3.), 38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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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궁극 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가됨으로써 표 의 자유를 축시켜 정책

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의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447) 후자의 견해는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게시물의 존재

를 통지함으로써 인식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불

리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각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를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두는 

이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단에서 과실을 배제하고 오로지 고의에만 

한정하는 것은 행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과실

에 의한 책임을 배제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히 최소한의 주의의무

도 기울이지 않아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

실에 의한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과실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하여 과도하게 이용자의 사용행태를 감시하거나, 

반 로 아  이용자에게 무제한 인 자유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리․통제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

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원칙 으로 고의에 

의한 책임만 인정된다고 보면서, 다만 피해자가 법한 차에 따라 침해물

에 한 통지를 발신하 음에도 그러한 통지를 수신하지 않아 침해물의 존재

를 알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오로지 고의를 회피하기 해 주의의무를 

히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에 의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추정  인식에 의하여 고의를 확 할 여지가 있으므로, 과실의 범 를 좁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이처럼 과실 범

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높은 측가능성을 부

447) 권 , 註 102)의 논문,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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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 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표 의 자유  알권리 보호라는  다른 상 의 가치도 성취

될 수 있다. 

(2) 침해물의 존재에 한 특정한 인식의 필요 여부

과실에 의한 인식가능성과 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시한 당해 게시물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

당 게시물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성질을 갖는 게시물에까지 인식가능성이 있

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침해물의 

존재에 한 특정한 인식까지 필요한지 는 일반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살펴 본 Tiffany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별 인 침해행 에 

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침해행 가 지속 으로 발생한다는 일

반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Inwood 테스트의 “침해행 를 알 수 있었음”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이러한 일반  인식만으로는 책임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하여 피고에게 일반  인식에 따

라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는 일반  인식

에 근거하여 어떤 사용자가 주로 침해행 를 하는지, 어떤 정보가 침해물에 

해당하는지를 악할 수 있고 이로써 침해행 에 한 특정한 인식을 갖출 

수 있으므로 와 같은 법원의 단에 하여 비 하는 견해가 있다.448) 그러

나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오 마켓에서 일반  인식에만 근거

하여 이를 쉽게 특정  인식으로 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례 에서는 K2 사건에서 “인식” 여부에 하여 시하 는

데, “오 마켓 운 자가 그 침해행 의 발생 내지 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448) Ellie Mercado, op.cit.(382), pp.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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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권리침해행 라고 주장되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의 행태, 기간, 횟수, 오 마켓 운 자가 권리자에 의해 

권리침해행 라고 주장되는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

부, 피해자의 오 마켓 운 자에 한 매 지요청 등 구체 인 권리침해방

지의 노력과 그와 련해 오 마켓 운 자가 취한 조치의 내용, 피해자와 침

해자 이외의 제3자가 볼 때에 해당 상품의 등록과 매 등이 부정경쟁행  

등 권리침해행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의 권리침해신고로 특정되어 한정한 상품 

외에 피고의 오 마켓에서 매되고 있는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

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특정한 인식이 

원칙 인 기 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특정한 인식 여부가 인식가능

성의  기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  인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 하는 웹사이트 등의 규모나 서

비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여를 통한 충분한 리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는 침해행  태양이 매우 명백하고 침해행 가 량으로 반복 으

로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일반  인식을 쉽게 특정한 인식으로 환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면

책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례도 일반 으로 특정한 인식에 

한정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악되며, 이에 하

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을 인정하

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449)  

불법행 에 한 민법 제760조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방조

책임을 지우는 이상 반드시 고의에 해당하는 “특정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정한 침해 게시

물에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지 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동일․유사한 침해 

449) 박정훈, 註 47)의 논문, 5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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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량으로 반복 으로 게재되어 피해가 크게 확 되고 있는 상황이

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

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인식이 아닌 일반  인식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유인이론 유추 용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확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침해 게시물이 빠른 속도로 규모로 확산하여 게재되는 경우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로서는 이를 일일이 악하여 삭제․차단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  회피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인식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다지 부당한 

결론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싸이월드 사건의 별개의견은 특정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명 훼손행 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에서 범 하고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개의 명 훼

손행 를 구체 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

자에 하여 어떠한 사항과 련하여 어느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

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러한 정도만으로도 명 훼손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 ㆍ경제 으로 가

능하다면, 이러한 정도로 특정하여 삭제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그 특정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3) 피해자로부터의 삭제 등 조치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일반 으로는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를 받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만약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최 의 요구

가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하 다는 것

을 제로 침해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즉,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치요구가 없고, 피해자가 침해물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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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여 히 침해물 제거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의 삭제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차단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험원을 

리하면서 경제  이익을 얻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과도하게 보도하는 

반면 피해자 보호를 경시하는 결과가 되고, 의 용이․신속성  익명성 등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할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권

리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계기로 참작하면 충분하

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성 인식과 별도의 요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고 보는 견해가 있다.450) 한 피해자의 삭제  차단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터넷게시물에 한 삭제  차단 요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삭

제  차단 의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451) 이 견해는 싸이월드 사건 다수

의견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선 실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

구 없이 침해물의 존재  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이 의 용이․신속성  익명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단 

몇 시간 동안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시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고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침해물의 존재

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인종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 이나 음란

물 등과 같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법성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겠으나, 명 훼손이나 상표권, 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설명이나 신고 없이 제3자가 법성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를 들어 명

450) 박원근, 註 226)의 논문, 247면.

451) 김재형,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한 례 동향”, 언론 재(2010. 여름),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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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성이 조

각되는 법한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마  있는데, 구체 인 사실 계를 알

지 못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도 히 인식할 

수 없다.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험원을 

리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인터넷 게시공간은 그 자체로 가

치 립 인 도구에 불과할 뿐 험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에서도 

부당하다.

한편, 싸이월드 사건의 다수의견은 “사업자가 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 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 ㆍ개별 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

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 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

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 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

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 상 명백히 드러나며, 한 기술 , 경제

으로 그 게시물에 한 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

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

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라고 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단 

피해자로부터 최 로 신고가 있다는 것을 제로 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당

해 게시물 이외 유사한 게시물에 하여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해자의 최  

신고 자체가 없는 상황에까지 극 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싸이월드 사건 다수의견이  견해를 뒷받

침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하여는 피해

자로부터의 최  1회의 삭제 등 조치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어떤 게시 에 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치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 이 법성이 극히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그 침해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는 그 침해물이 음란

물 등 세 인 법성이 있을 뿐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라면, 달리 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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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러한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4) 침해물의 존재를 악하기 한 극 인 감시의무의 부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 인 침해 게시물의 존재에 하

여 통지를 받는 등 침해물의 존재를 실 으로 인식한 경우나, 설령 특정한 

침해물의 존재는 인식하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포 인 신고가 

있거나 침해행 가 규모로 일어나는 등의 사정으로 침해물의 존재를 일반

 추정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처음부터 법행 에 방조할 목 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의 존재

를 악하기 한 극 인 감시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하여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사건에서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보

충의견에서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 다수의견

은 (i) 피해자로부터 특정된 게시물은 물론 (ii) 피해자로부터 특정되지는 않았

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게시물에 

하여는 삭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하 으나, (iii) 스스로 침해 게시물을 

검색하여 삭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별개의견에서는 

피해자가 개개의 명 훼손행 를 구체 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하여 어떠한 사항과 련하여 어느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유효한 삭제요구

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iii) 스스로 침해 게시물을 

검색하여 삭제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adidas 사건에

서도 “ 조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 한 거래

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보다는 상

표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 으로 극  필터링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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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극히 외 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  감시까지는 강제할 

수 없다고 본 에서 싸이월드 사건과 같은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특히 작권침해와 련하여, 권리자 이외의 자들은 모두 일반 으

로 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부작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작

의무를 반하여 작권을 침해한 자(  이를 방조한 자)를 상 로는 특별

한 통지 없이도 침해정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작권법의 일반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필터링 방식에 의하여 서비

스를 운 하지 않는 한 이는 법한 행 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통

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칙 으로 방조책임을 부담하게 된

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52) 그러나 방조책임을 부담하기 하여는 고의 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지나 침

해 단 요구 등을 받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고의 는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부인되어야 한다. 극  필터링 방식은 일종의 사  감

시에 해당할 것인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불법 인 목

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상되는 P2P 서비스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높은 수 의 주의의무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극  필터링이나 사  감시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 에서의 인식가능성

(1) 침해 법익의 성격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의 침해법익의 성격과 침해물의 내용에 따라 인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디지털 일 형태의 작권 침해물이 게재된 경우, 일정

한 기술  조치를 통하여 그것이 작권 침해물에 해당한다는 을 비교  

452) 이병규, 註 400)의 논문, 165면,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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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악할 수 있다. 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단하기 하여는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성, 상표의 명성부터 

해당 상품이 병행수입 등의 경로로 법하게 유통되는 것은 아닌지 등 상당

한 수 의 법률  단이 필요하다. 한 명 훼손  게시 의 경우 피해자

가 특정되었는지, 표 물이 구체  사실을 시하고 있는지, 법성 조각사유

로서의 공공성, 진실성 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한 상당성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명 훼손 성립 요건  법성조각사유에 한 검토가 있어야 한

다. 한편, 작권 침해물의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원본을 그 로 복제한 

침해물이 아니라 원본을 다소 변형하거나 원본의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라면, 

여 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성 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하여는 상표권침해와 작권침해를 비교하여, (i) 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직  조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물리 인 

제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어야 한다는 , (ii) 조품이 가 없이 무료로 소

비자들 사이에서 “공유”의 형식으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 (iii) 작권

침해 복제물은 수백만부 이상 제작될 수 있지만 조품은 아날로그  수단을 

통해 개별 으로 제조될 수밖에 없다는  등을 제시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

자 스스로 오 마켓에서 조품을 유통시키고자 할 가능성보다는 작권침해

를 유도하는 웹사이트 등을 운 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453) 이 역시 침해되는 법익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도 내지 인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타당한 분석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은 침해된 권리

의 성격과 침해물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재까지 축

되어 온 각 역의 례는 일견 유사해 보이는 사안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 는데, 그러한 차이는 법익의 성격에 따른 인식가능성 측면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453) Annette Kur, op. cit.(418), 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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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행 의 명백성과 구체  인식의 계

침해행 의 불법성이 명백할수록 인식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침해행 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

한 침해행 의 존재를 구체 으로 인식하 다면 주의의무 반이 성립하기 

쉽고, 반 로 침해행 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 

수 이 낮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454)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을 

단할 때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1)항의 설명 역시 

이러한 기 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침해행 의 명백성과 구체  인식의 

필요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콘텐츠의 인기 정도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가

한편, 국의 사법 실무상으로는 소비자의 심을 끌기 마련인 인기 화, 

TV 드라마의 경우, 일반 인 화, TV 드라마에 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더 높은 수 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455) 국의 법원은 인기 

화, TV 드라마의 권리자는 일반 으로 이러한 작품이 인기리에 방 되고 

있을 때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일반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합리 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높은 인기를 끄는 콘텐츠의 경우 권리자가 이를 인터넷상에서 무

료로 유통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더라도, 논리 으로 반드시 그

러한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인기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유

통을 통해 보다 리 확산시킨 뒤 이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층을 발굴하는 마

454) 김재형, 註 451)의 논문, 86면.

455) 후카이 ㆍ손한기ㆍ김용, “ 작권 침해책임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

건의 용”, 계간 작권(2012. 호), 20면,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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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진출을 노리는 연 인

이라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내에서는 보다 렴한 가격 내지 심지어 무료

로 종래의 실연물을 배포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의 콘텐츠라고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이 항상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어떤 콘텐츠가 인기있는 것인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쉽게 단하기 어

려울뿐더러, 작권침해 이외의 분야, 를 들어 상표권 침해나 명 훼손의 

경우, 인기있는 콘텐츠 에는 진정상품이나 병행상품, 인기있는 뉴스 등 권

리침해물이 아닌 법한 콘텐츠의 비 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신의 서비스에 유입되는 이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고, 어떤 상품을 자주 검색하는지 등을 악하고자 노

력할 것이기 때문에, 인기 콘텐츠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를 인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기있는 콘텐츠인지 여부는 구체  사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

능성을 입증할 때 증거로서 제시될 수는 있겠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인식가능성의 수  자체를 낮추는 도구로 사용되어

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인식 범 의 증감

(1) 유인이론에 따른 인식 범 의 증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에 해 인식하 는지 여부와 련하여, 미

국 간 책임 법리에서 발 한 유인이론을 참고할 여지가 있다. 유인이론은 

작권침해를 조장할 목 으로 어떤 장치를 배포한 자는 그 장치의 합법 인 

이용에 계없이 그 장치를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한 결과 인 작권 침해행

에 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론인데, 유인이론의 취지를 유추 용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과 범 를 확 해석할 수 있다.



- 277 -

즉, 처음부터 불법행 를 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 를 지를 것이라는 은 일

반 인 경우에 비해 명백하고 히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설령 개별  

구체  침해물의 존재에 하여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인식을 리 인정함으로써 주의의무 반의 요건인 인식가능성이 충족된

다고 할 수 있다.456)  P2P 로그램이나 웹하드는 포털 사이트 등과 비교할 

때 그 성질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 가 자행되기 쉽고, P2P 로그

램이나 웹하드의 경우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일부 P2P 

로그램 배포자나 웹하드 운 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작물을 입수할 수 있다

는 을 홍보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의 경우 보다 쉽

게 일반  인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포털 사이트 등의 경우에는 게시  서비스나 오 마켓 서비스 외

에도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한 가지 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인식가능

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방조자의 서비스 내용을 ① 침해 용물, ② 정형  침해기

여물  ③ 우발  침해기여물로 나 어 책임 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457) 이 견해는 ① 게임 소 트웨어 개변사용을 한 메모리카드

나 특정한 화나 조각 등의 모조품을 작성하기 한 이나 모형 등이 침해

용물에 해당하고, ② 가라오  리스 사업이나 P2P 소 트웨어, 요리도리미

도리 사건의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 시스템 등이 정형  침해기여물에 해

당하며, ③ 비디오 코더 등 복제기능을 가진 일반  가정용 자제품 등이 

456) 이러한 경우 미필  고의를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례는 P2P 

로그램이나 웹하드에 한 사례에서 형식 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실질 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유인이론 유사한 논리에 따

라 미필  고의에 의한 방조 내지 교사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457) 정태호, “ 작권의 간 침해의 유형별 단기 에 한 고찰: 일본의 례를 

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2호(2011. 6.), 98~1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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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침해기여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방조자의 서비스 내용을 

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책임 여부 단을 달리한다는 

에서 시사 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가 제시한 구체 인 시가 반드시 그

러한 분류기 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를 들어 이 견

해가 침해 용물로 들고 있는 메모리카드의 경우, 특정한 게임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해당 게임 소 트웨어의 개변사용을 해서만 제작된 것이

라면 침해 용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범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카

드라면 침해 용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비디오 코더와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의 경우에는, 작물의 복제행 가 아날로그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법리 인 측면에서 결정 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비디오 

코더는 우발  침해기여물, 원격 디지털 비디오 장장치는 형  침해기

여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에 따

라 인식 범 를 단하되, 보다 정 한 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여 정도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감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 비디오 장장치에 한 사안에서는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는 이론에 의해 그 책임이 인정

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례들도 인식가능성의 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원

격 비디오 장장치를 통한 이용자의 복제행 가 사 이용을 한 복제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458), 이러한 행 가 명백히 작권 침해에 해당한

다고 가정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원격 비디오 장장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서비스 반에 깊숙이 여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인식가능성을 인

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459) 

458) 원격 비디오 장장치를 이용하여 방송 로그램을 녹화하는 이용자 스스로의 행

는 사 이용을 한 복제( 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자체가 법하다고 단하기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행법상으로는 작권법 제35조

의 3으로 신설된 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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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능동  여유형과 수동  여유형으로 

나 어 보는 견해가 있다.460) 다만, 이 견해는 자의 경우에는 직 행 자로 

보고 있고, 후자만을 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악하고 있는데, 여 정도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 가 달라진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인식가능성의 기 으

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오 마켓의 원칙 인 형태는 오 마켓 측이 매자

에게 가상공간만을 제공하고 매행 에는 일체 여하지 않는 방식일 것이

나, 실제로는 불공정행 가 문제될 정도로 매자의 개별 매행 에 여하

는 경우도 많으므로,461) 인식가능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경제  이익과 인식가

능성

미국의 책임은 어떤 자가 타인의 불법행 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침해행 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으로, 즉 침해행 에 한 인식가능성이 없더라도 당해 침해행

로부터 직  경제  이익을 얻는 경우 인정된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인식가능성이 부정된

다면 설령 직  경제  이익을 얻고 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 등 주의의무 기 을 

별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로 인하여 직  경제  이익을 얻

고 있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 이 될 여지는 있다.

례는 오 마켓에서 조품이 유통된 경우 오 마켓 운 자의 책임을 논

459) 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침해행 에 한 회피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

는 에서 여 히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460) 정태호, 註 457)의 논문, 94면~98면.

461) 註 416)의 기사 참조.



- 280 -

하면서, 오 마켓이 조품 유통의 가로 등록수수료, 매수수료를 징수하

는 등 경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는데(서울 앙지방법원 

2009. 2. 10.자 2008카합3997 결정 등), 오 마켓 등의 경우 거래에 여하면

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직  경제  이익을 얻고 있고, 특히 오 마켓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활발할수록 정확히 비례하여 더 많은 경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어디까지나 회원수 증  등을 통한 간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한 포털 사이트 등의 경우와는 달리 단될 필요가 있다. 한 웹하드 

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다운로드 하는 용량에 따라 이용료를 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의 다운로드를 진하기 해 작물을 량으로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므로, 이용료 과  등이 없는 

P2P의 경우에 비하여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작권법 제102조 제1항 3호는 호스  서비스의 경

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 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 로부터 직 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의 논의와 유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침해행 에 한 회피가능성

가. 침해행 에 한 법률  회피가능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이 객 으로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다면 그에 한 책임

을 물을 수 없다. 이와 련하여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침해물에 

하여 법률 으로 리ㆍ통제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통상 으로 이용자와의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이용약 에 

기해 법률  리․통제권을 갖게 된다. 를 들어 네이버 이용약 은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작권법 등 련법에 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게시물의 게시 단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462) 이

462) 례는 PC통신업체가 정한 이러한 취지의 이용약 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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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률  리․통제권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와 같은 이용약 이 없거

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약 에서 와 같은 권한을 명시 으로 

포기한 경우 법률  리․통제권이 부인될 것인지 문제된다. 사 자치의 원칙

상 와 같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리․통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

신의 험부담으로 리․통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리․통제권 여하를 불

문하고 제3의 피해자에 한 책임은 여 히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한편,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메일, 일 등의 송수신을 통한 침해나 

제3의 사이트에 한 링크를 통한 침해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률상 리ㆍ통제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침해행 에 한 기술  회피가능성

(1) 순수한 기술  측면에서의 회피가능성

(가) 순수한 기술  측면에서의 회피가능성 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법률상 리ㆍ통제권과 아울러 기술  제거가

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행 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불가능을 

요구하거나 합리  수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조항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시한 바 있다( 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3721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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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기술  측면에서는 재의 기술 수 으로 최선을 다한 경우 회피

가능성이 부인될 수 있다.463) 다만, 여기서 재의 기술 수 이란 반드시 당

에 동원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까지 모두 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

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고, 최신의 기술은 타인의 지 재산권으로 보호되어 실제로는 사용에 제

약이 있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의 기술 수 이란 당해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보편 으로 용하고 있는 기술  가장 최신의 것을 기 으로, 당해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격과 규모,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하 심 결464) 에는 오로지 기술  회피가능성만을 근거로 

하여 주의의무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안은 일교환 로그램의 일

종인 ‘푸르나’에 한 것인데,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작인 권을 침

해하는 MP3 일교환 과정에 깊이 여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작인 권 침

해행 를 방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작권법상 면책규정이 용되어야 한

다465)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하여는 “ 작권법에서 기술  조치에 드는 비

46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재의 기술 수 으로 최선을 다하 음에도 불구하고 권

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황경환, 註 391)의 논문, 218면},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권리남용의 항변

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64) 서울 앙지방법원 2006. 3. 13.자 2005카합4187 결.

465)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에 한 제로서 회피가능성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성립함을 제로 작권

법상 면책규정의 용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아래 제6장에서 검토

하는 바와 같이, 작권법상 면책규정은 책임 성립을 근거로 하여 책임의 범 나 

정도만을 감면하는 엄격한 의미의 면책규정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

인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면책규정의 해석과 련한  례를 회피가

능성과 련하여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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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난이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DRM 기술  최 인 기술조치를 확

인하여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 다. 그러나 민법상 방조책임은 과실책임을 제로 하므로, 회

피가능성 단에 있어서도  기술  가능성 외에 재의 기술수 을 반

한 경제 으로 합리 인 기술  회피가능성을 기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례의 와 같은 엄격한 기 은 마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무과

실 책임을 부여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며466), 일반 으로 용될 수는 없

다고 하겠다.

(나) 작권법상 기술  조치의 개념

한편, 우리 작권법 등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정하면서, 

“ 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한 기술조치로서 … 표 인 기술조치”

(제102조 제1항 1호 라목), “그 업계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는 기술”(동조 제1

항 2호 마목)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불법 인 송

을 차단하는 기술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4조 제1항) 등의 용어를 사

용하고 있고, 한편, 제104조의 2 이하에서는 “기술  보호조치”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련하여 각각의 경우 정확한 개념 범 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104조의 2 이하에서 말하는 기술  보호조치란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작물

466) 다만,  결에서는 피신청인이 작인 권 침해에 해 경고문을 게시하고 음

원에 해 칙어를 등록한 것만으로는 작인 권 침해를 방하는 데 실질 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음악인식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DRM 기

술의 발달로 실효 인 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등도 병렬 으로 시하고 있

어, 어느 정도 실 으로 용 가능한 기술조치를 기 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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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한 근을 효과 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는 권리에 

한 침해해 를 효과 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

의 동의를 받은 자가 용하는 기술  조치로(제22조 28호),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면책 요건이나 책임 요건과는 무 한 개념이다.467) 특히 디지털 일

과 련하여서는 Digital Rights Management(DRM)라고 불리는 것으로, 권리자

가 자신의 작물이 함부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해 취하는 사  보호조

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

는 지되며, 형사처벌의 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표 인 기술  

조치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기술 인 조치의 계도 

문제된다. 먼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표 인 

기술  조치란 ① 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

방 이고 자발 으로 정하여진 것이고, ② 합리 이고 비차별 인 이용이 가

능하며,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는 정보통신망에 실질 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 3). 즉,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인 기술  조치란 순수한 기술  측면에서 가능한 모

든 기술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측면 등 효율성을 고려한 기

술  회피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면, 특수한 유형

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기술 인 조치는 ① 작물등의 제호등

과 특징을 비교하여 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인 조치, ②  조치

467) 다만, 김경숙, “웹하드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 표 인 기술조치를 심으로 

- ”, 산업재산권 제41호(2013), 319면~321면은 양자 모두 효과 인 기술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불법 인 송을 차단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권리침해를 방

지 는 억제하는 것이 목 이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실질 인 개념이 서로 같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보호조치와 기술  조치는 순수한 기술 인 

측면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으나, 법률 인 평가 측면에서는 서

로 달리 인식되어야 하며, 행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에서 보더라도 실질

인 개념이 서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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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인지한 작물등의 불법 인 송신을 차단하기 한 검색제한 조치 

 송신제한 조치  ③ 해당 작물등의 불법 인 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작물등의 송자에게 작권침해 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

의 발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인 기술  조치에 비해 경제  효율성

에 한 고려가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경우, 그 서비스를 통해 작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 인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보다 높은 수 의 기술  회피가능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작권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논하는 경우 완 한 의미에서 순수하

게 기술  측면에 한정한 회피가능성을 검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당  

련 업계에서 표 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술  조치를 기 으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구체 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보다 높은 수 의 기술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가치 단을 으로 배제한 

완벽한 기술  회피가능성을 기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반

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경제  측면에서의 기술  회피가능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회피가능성은 경제 인 측면에서 합리 이

라고 단되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작 의무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그 재정능력이나 인터넷 공간 운 으로 인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합

리 인 수 의 비용 내에서 회피가능성이 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P2P

에 한 소리바다 5 가처분 결정에서는 사실상 ‘ 극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는 한 회피가능성이 충족되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하 는데, 그

러한 경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자체를 완 히 폐쇄하는 결과

에 이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결과에 이를 정도로 회피가능성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극  필터링의 경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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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콘

텐츠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방식의 기술  조치라고 할 수 있다.468)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

는 서비스의 정 인 측면과 권리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해 볼 때, 

부분의 경우 극  필터링은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기는 어렵다.

참고로 adidas 사건에서 법원은 “ 조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 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 마켓 운

자의 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

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 으로 극  필터링 등

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기 은 경제  측면에서의 기

술  회피가능성을 단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계

한편,  2. 라.항에서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목  자체가 

오로지 불법행 를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것이어서 불법행 에 한 인식가능

성이 히 높은 경우라면, 반 로 기술  회피가능성 요건은 다소 완화하

여 주의의무 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만약 어떤 서비스 내에서 불

법행 가 자행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처음부

터 불법행 를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목 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서비스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기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반 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상 단순한 알고리

즘의 설정 등으로도 효과 으로 불법행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

면, 해당 서비스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쉽게 인식가능

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68) 황경환, 註 391)의 논문,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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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정될 것인데, 두가지 요건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의무의 기 을 단하기 해 하게 연 된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

리 작권법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보다 높은 수

의 기술  회피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

을 것이다.

第4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책임 단

1. 키워드 고의 경우

가. 문제의 제기

검색 고의 하나인 키워드 고는 고주가 인터넷 포털 업체로부터 특

정 키워드를 구매하거나 이러한 키워드와 련된 인터넷 공간을 구매하여,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 검색결과화면에 고주의 사이트가 표

시되거나 고주를 홍보하는 내용의 배 고가 게재되도록 하는 온라인 마

 기법이다.469)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단어에 한 검색을 실행

하면, 통상의 검색 결과(natural results) 목록과 함께 고주가 가를 지 하

고 구매한 고 목록이 나타난다.470) 키워드 고가 문제되는 것은, 검색 사

469) 키워드 고 일반에 한 설명은, 강상구, “키워드 고의 잠재  법성 – 상표

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  등을 심으로 –”, Law & technology 제10권 제3

호, 서울 학교 기술과 법센터(2014. 5.), 26면, 27면 참조.

470) Lazaros G. Grigoriadis, “COMPARING THE TRADEMARK PROTECTIONS IN 

COMPARATIVE AND KEYWORD ADVERTI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Spring 2014), pp. 

151~155 참조. 참고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Google의 “AdWords”가 자주 이용되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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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와 고주가 타인의 유명상표를 키워드로 매매하여, 고주는 검색 사이

트 이용자들이 당해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자신의 사이트로 이용자

들을 유인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검색 사이트는 이러한 키워드를 유상으로 

매함으로써 직 인 경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다. 그런데 많은 경

우에 있어서 유명상표의 키워드를 구매하는 고주의 사이트는 당해 유명 상

표와 경쟁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에서 타인의 유명상표를 허락 없이 

키워드 고에 이용하는 행  자체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문제 이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다른 사안에서와는 달리, 키

워드 고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제3자의 행 에 수동 으

로 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키워드를 키워드 구매자에게 매한다

는 보다 극 인 행 로 개입하게 되므로,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

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국내 사례 : 세콤 사건471)

(1) 사실 계

피고 넷피아닷컴은 한 인터넷주소를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로서, 피고가 배포한 도우미 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의 이용자가 

특정한 한  문구(한 인터넷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피고에게 미

리 수수료를 지 한 신청자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었다. 한 피고는 인기 키워드에 한 한 인터넷주소의 등록수수료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매방식을 사용하기도 하 다. 

워드 고 로그램이고, 국내에는 네이버 “ 워링크”, 다음의 “ 리미엄링크” 등

이 이용된다.

471) 서울 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가합9138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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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비보안서비스업을 하는 원고 에스원은 자신의 업표지로 ‘세

콤’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는  무 한 업체로 무인경비

서비스나 상감시장비를 매하는 경쟁업체들이 ‘세콤’, ‘쎄콤’ 등의 한 인

터넷주소를 구입하 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한 인터넷주소 사용을 

한 구동 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주소창에 ‘세콤’을 입력하면 원고가 

아닌 경쟁업체들의 사이트로 연결되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와 같은 경

쟁업체의 행 가 상표권 침해행   부정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고, 한 인터넷주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 역시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

  부정경쟁행 에 한 공동 는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 다.472)

(2) 법원의 단

 사안에서 법원은 우선 ‘세콤’ 등의 한 인터넷주소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경쟁업체의 행 에 하여, (i)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한 인터넷주소를 등록ㆍ사용하는 것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

당하기 하여는, 등록한 사람이 한 인터넷주소에 연결한 웹사이트의 내용

472) 그 외에도 원고는 ① 피고가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기도 하 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공하는 한 인터넷주소 서비스는 한  인

터넷주소를 미리 지정된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다른 사람들이 

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복제ㆍ 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므

로, 피고를 작권법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 고, 한 ②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피고

가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를 등록해주고 등록인들이 이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통

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동일ㆍ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정경쟁행 를 

함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하여는, “등록인들의 

부정경쟁행 는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가 제공

하는 것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등록인들의 웹

사이트는 피고의 리ㆍ지배 범 를 벗어나 있는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

보통신망법 규정에 정한 ‘해당 정보를 취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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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 태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한 인터넷주소가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자신의 상품 는 서비스

업에 하여 고ㆍ선 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한 인터넷주소가 일반인들을 그 한 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

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 인터넷주소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여 상표로서의 사용을 부정하고 상표권 침

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ii) 타인의 업표지인 ‘세콤’이라는 한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그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연결한 경쟁업체의 행 에 하여

는 에스원의 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업표지로서 사용한 것에 해

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이트 자체에는 ‘세콤’ 등의 표시가 없음을 들어 양

자 사이에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고, (iii) 다만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

가 에스원의 주지 명한 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 다고 인

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단

하 다. 

반면, 법원은 한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한 넷피아닷컴과 련하여서

는, (i) 넷피아닷컴이 한 인터넷주소 사용을 한 구동 로그램을 제작ㆍ배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쟁업체들의 부정경쟁행 는 피고에 한 이 사

건 한 인터넷주소 등록  사용자의 당해 한 인터넷주소 입력에 따른 넷피

아닷컴의 연결 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해당 

한 인터넷주소에 연결한 각 웹사이트의 내용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게 되

는 것이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행 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웹사이트의 내

용은 넷피아닷컴의 리ㆍ지배 범 에서 완 히 벗어나 있으므로 경쟁업체가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행하는 부정경쟁행 를 

공동하여 하고 있다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단하 다. 한 

(ii) 넷피아닷컴이 인기 키워드에 하여는 자동 ㆍ기계  등록이 아닌 경매

방식에 의한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자 문의에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

한 단어를 등록할 것을 극 권유하는 등의 행 를 통하여 한 인터넷주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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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이용에 여하 으므로 이에 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해서는, 넷피아닷컴이 ‘게임’, ‘성인’, ‘부동산’ 등과 같은 일반명사 약 2,000

개에 하여 경매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가 경

매방식으로 등록된 것이라는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한 인터넷주소가 경매방식으로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넷피아닷컴이  한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경쟁업체들과 공동하여 부정경

쟁행 를 하 다거나 이를 방조하 다고 볼 수는 없으며 넷피아닷컴이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한 인터넷주소 등록을 극 권유하 다는 을 인정하기

에 부족다고 단하 다. 

다. 미국의 사례

(1)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473)

피고 Netscape Communication은 포털 사이트 운 자로, 피고는 인터넷 이

용자가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결과로 나타난 페이지에서 고를 매하고 있

다. 원고는 ‘playboy’와 ‘playmate’ 등의 상표권자인데, 피고의 사이트에서  

단어를 검색할 경우 원고와 경쟁 계에 있는 성인사이트의 배 고가 나타

나자,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고 희석하 다고 주장하며 비  지명

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playboy와 playmate를 상표로서가 

아니라 일반명칭(generic words)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상표 으로 

사용하 다고 할 수 없고, 설령 ‘playboy’  ‘playmate’가 상표로서 사용되었

다고 할지라도 원피고는 경쟁 계에 있지 않고, ‘playboy’  ‘playmate’의 검

색결과 나오는 배 고가 원고로부터 후원을 받는 등 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단하 다. 그 후 Playboy사가 항소를 하 으

나,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 결을 유지하 다.474)

473) 55 F. Supp. 2d 1070 (C.D. C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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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475)

원고는 유명 보험회사로, 피고의 검색 엔진에 원고의 상표인 “GEICO”를 

입력할 경우 일반 인 알고리즘에 따라 원고의 사이트 등만이 검색될 뿐 아

니라, 피고가 제3자에게 “Sponsored Links”로 매한 원고의 경쟁업체 사이트

까지 검색되자, 피고를 상 로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  등을 이유로 제

소하 다.

이에 하여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할 경

우 원고의 경쟁업체 사이트 등까지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되도록 키워드를 

매한 피고의 행 는 상표를 거래상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하 으나, 다만 

이러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침해의 요건인 혼동가능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 다고 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 다.

(3) Rescuecom Corp. v. Google Inc.476)

이 사건의 원고는 RESCUECOM이라는 상표  도메인주소를 보유하고 컴

퓨터 수리 서비스 랜차이즈 사업을 운 하는 회사로, 피고가 AdWords 로

그램을 통해 고주로 하여  키워드 구매에 입찰하게 하고, 구매한 키워드

를 이용자가 입력할 경우 “Sponsored Links”로 검색결과에 표시되도록 한 행

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피고의 검색어 추천 도구

(Keyword Suggestion Tool)를 통하면, 원고의 경쟁자에게 “rescuecom”을 포함한 

단어가 키워드로 추천되었다. 

474) 202 F. 3d 278 (9th Cir. 1999).

475)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 330 F. Supp. 2d 700(E,D.Va. 

2004).

476) 1심 :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 SUPP. 2D 393 (N.D.N.Y. 2006); 2심 

: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2nd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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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1심에서는 피고의 행 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으나, 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

를 검색어로 매하고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표시하 으며, 특히 검색어 

추천 도구를 사용해 고객에게 원고의 상표를 추천하 으므로, 피고의 행 는 

상표를 내부 으로 사용(internal use)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상업 으로 사

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혼동가능성 등에 해 추가 으로 심리하도록 1

심으로 환송하 다.477)

라. 유럽의 사례: Louis Vuitton v. Google478)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키워드 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하여는 외국에서도 아직 확실한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가운데 키워드 고의 법성 여부가 정면으로 문제된 

요한 사건이 유럽사법재 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단된 바 있다. 

 사건은 Google의 랑스 소재 법인인 Google France SARL(이하 “Google”)

이 운 하는 랑스  Google 사이트에서 Louis Vuitton의 모조품을 매하

는 고주가 “Louis Vuitton”을 키워드로 구입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가 

“Louis Vuitton”을 키워드로 입력할 경우  고주의 사이트가 “sponsored 

link”에 게재되어  고주의 사이트로 링크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다. Louis 

Vuitton은 2003. 8. 6. Google의 키워드 매  고로 인해 상표권이 침해되

477) 그 후 2010. 3.경 원피고간 합의로 더 이상 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478) ECJ Case C-236/08, Google France S.A.R.L and Google Inc. v. Louis Vuitton 

Malletier SA, 2010 E.C.R. I-2417. 이 사건의 경 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Kathryn S. Hatfield, “GOOGLE'S “USE” IS YOUR ILLUSION: PROPOSING AN 

AGENCY ANALYSIS TO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ONLINE ADVERTISING SERVICE PROVIDERS GOOGLE V. LOUIS VUITTON 

MALLETIER SA”,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Fall 2011) 참

조. 한편, 유럽사법재 소에서는 이 사건 외에 여러 건의 유사한 사건이 병행하여 

심리되었는데,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Lazaros G. Grigoriadis, op. cit.(470)“, pp. 

174~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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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주장하며 Google을 상 로 소를 제기하 는데, 이에 하여 랑스 

리 지방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Louis Vuitton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을 

선고하 다. 그러나 이어 제기된 상고심에서 기원은  사건과 련된 EU

자상거래지침상의 법률  쟁 , 특히 키워드 고가 상표  사용에 해당하

는지, 그리고 상표권자가 희석화 조항에 근거하여 키워드 고의 사용을 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법률해석을 유럽사법재 소에 의뢰하 으며, 이에 

하여 유럽사법재 소는 2010. 3. 23.자로  사안에 한 결정을 하 다.

유럽사법재 소에 의견조회된 본 사안에서는 고주는 당사자가 아니고 

Google만이 당사자 으나, 유럽사법재 소는 Google과 고주에 하여 개별

으로 상표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 다. 우선 Google에 하여는, 키

워드 고에 련된 Google의 행 는 유명상표를 키워드로 장해 두고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키워드 검색시 자동 으로 고주의 고가 게재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행 는 상표권 침해에서 요구하는 ‘사용’ 행 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나머지 상표권 침해의 요건에 하여 더 살펴볼 필

요 없이 Google의 키워드 매행 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

하 다. 반면 고주의 행 에 하여는, 우선 고주가 검색 사이트로부터 

유명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한 고 링크가 게재되도

록 하는 행 (즉 일종의 ‘invisible use’)가 상품 는 서비스에 한 상표의 ’

사용’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하여 유럽사법재 소는 

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해 규정하고 있는 「상표에 한 회원국 법률을 유

사하게 하려는 1989년 12월 21일 제1차 평의회 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89/104/EEC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이하 “EEC상표규칙”)」 제5조479) 제3항의 규정은 시

479) Article 5 Rights conferred by a trade mark

1. The registered trade mark shall confer on the proprietor exclusive rights therein.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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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입법 당시 재와 같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

은 것이라는  등을 감안할 때 키워드 고를 통한 타인의 상표 사용이 

‘invisible use’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시하 다. 

(b) any sign where,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 and the sign,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between the sign and the trade mark.

2. Any Member State may also provide that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latter has a 

reputation in the Member State and where use of that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

3. The following, inter alia, may be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and 2:

(a) affixing the sign to the goods or to the packaging thereof;

(b) offering the goods, or putting them on the market or stocking them for these purposes 

under that sign, or offering or supplying services thereunder;

(c) importing or exporting the goods under the sign;

(d) using the sign on business papers and in advertising.

4. Where, under the law of the Member State, the use of a sign under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1 (b) or 2 could not be prohibit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entered into force in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rights conferred by the trade mark may not be relied on to 

prevent the continued use of the sign.

5. Paragraphs 1 to 4 shall not affect provisions in any Member State relating to the 

protection against the use of a sign other than for the purposes of distinguishing goods 

or services, where use of that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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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사법재 소는 키워드 고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훼손하

는지 여부480)에 하여, 그러한 상표의 기능은 키워드의 입력에 의해 게시된 

제3자의 고로 인하여 상표권자와 해당 고주가 어떠한 경제  련성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  주의력을 가진 인터넷 이용자

들로 하여  상표권자와 키워드를 구매한 고주의 동일성 내지 경제  련

성 여부에 하여 즉각 인 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는 정도로도 훼손될 수 

있다고 단하 다. 이러한 단을 종합하여 보면, 사안에서 “Louis Vuitton” 

상표를 키워드 고에 이용한 고주의 행 는 “Louis Vuitton” 상표권을 침

해한 행 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사법재 소는, 

사안에서 “Louis Vuitton”을 키워드로 이용한 고주의 행 는 “Louis Vuitton” 

모조품의 매 진을 하여 “Louis Vuitton” 상표의 고객흡인력, 평   명

성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EEC 상표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 희석화행 에도 해당한다고 시하 다.

다음으로 유럽사법재 소는, 고주에 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Google이 제공하고 있는 키워드 고 서비스가 EU 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Hosting’ 서비스에 해당하여 Google이 일정한 경우, 즉 

Google의 사이트를 통하여 장, 송되는 정보에 하여 Google이 통제력을 

행사할 치에 있지 않고, 단순히 기능 , 자동 , 수동  역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에 하여도 단하 다. 이와 련하여 유럽사법재 소는, Google이 가를 

지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Google로부터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면제의 이익이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조항의 해당 여부에 한 궁극 인 단은 각국의 법원이 할 

사항이라고 함으로써 명시 인 단은 유보하 다.

마. 검토

480) 이는 우리법상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요건인데, ‘상표  사용’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하여는 박 석, 註 139)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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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검색엔진의 키워드 매행 에 하여 ‘상

표  사용’인지 여부에 집 하여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키워드 

매행 가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면, 검색엔진은 직 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 우선 미국의 사례는 검색엔진이 키워드 매와 

련하여 직  침해자(primary infringer)로서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키워드 매행  그 자체가 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와 상표권자 사이에 상업  계가 있다는 환 (illusion)을 야기하는 행 에 

해당하고, Playboy 사건에서 법원은 묵시 으로 피고의 상표사용 행 가 인터

넷 사용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을 인정하 으며, Rescuecom 사건

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 Google의 직 행 자성을 인정하 다는 이유로 다

소 직  침해자로 보는 경향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481) 다만 이 견

해는, 미국 례가 검색엔진에 하여 직 책임과 기여책임  어느 것을 근

거로 하 는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여 히 기여책임 법리도 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미국 사례의 경우 고주의 행 를 기 로 검색엔

진에 해 2차 인 기여책임이나 책임 여부를 직  단하지 않고 오로

지 상표사용론을 토 로 검색엔진의 직 책임 여부만을 단하 는데, 작

권에 한 DMCA 규정과는 달리 상표권과 련하여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구조를 취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키워드를 매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디까지나 간

책임자로서 취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마찬가

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역할을 하 는지 여부에 따라 EU 자상

거래지침상 면책규정 용 여부가 검토되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키워드 

고라는 서비스를 능동 으로 제공하고, 고주에 한 키워드 매행 의 

주체로서 키워드 매행 에 여하고 있으나, 결국 키워드를 선택하여 구매

481) Sophie Stalla-Bourdillon, “SHOULD SEARCH ENGINES BEGIN TO WORRY?”, 

Journal of Internet Law(2010. 11.), pp.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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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직 인 행 는 고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키워드 고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역할을 하 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간 책임만을 문제삼은 유

럽사법재 소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키워드 매 역

시 검색엔진 측의 일방  행 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

주의 행 가 개입되어야만 침해행 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에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간 책임만을 인정하면서 인식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 측면에서 

구체 인 책임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는 도메인

등록업체 측이 직 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는 명시 으로 

단하지 않았으나, 경쟁업체를 직 침해자로 보면서 도메인등록업체에 하

여는 의의 공동불법행  내지 방조행  인정 여부만을 살펴 으로써 직

침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앱스토어

앱스토어의 유통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휴 화 제조사인 앱스토어, 어

리 이션 개발자, 그리고 이용자의 3주체이다. 이 3주체의 계약 계는 서로 

얽  있어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핵심 으로는 앱스

토어와 개발자간의 ‘어 리 이션 공 계약’,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어 리

이션 최종사용계약’ 그리고 이용자와 앱스토어간의 ‘앱스토어 이용계약’으

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다. 이 3개의 계약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앱스

토어의 유통은 불가능하게 된다.

구체 으로는 개발자는 앱스토어에 개발자 등록을 하고 어 리 이션을 

심사받아서 공개하게 된다. 앱스토어는 이용자에게 계정을 설정하게 하고 신

용카드로 결제수단을 확보한 뒤 이용자가 유료 어 리 이션을 다운받으면 

그 을 결제한다. 이용자는 개발자가 개발한 애 리 이션을 앱스토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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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운받아 자신의 단말기에 설치하되 은 앱스토어에 지 한다. 앱스토

어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어 리 이션 을 개발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

우 앱스토어는 마치 자상거래 에서의 통신 매 개자와 매우 유사한 역할

과 기능을 하지만, 거래의 객체가 유형의 물건이 아닌 디지털재화인 어 리

이션이라는 에서 본질 인 차이가 있다. 한 앱스토어는 형 인 통신

매 개자와 달리 거래 상인 어 리 이션에 한 심사 차를 비교  엄격

하게 두고 있으며, 수익배분에서도 비교  높은 수 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앱스토어의 개발자가 제공한 어 리 이션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482), 앱스토어 측에게까지 그 책임이 확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일 뿐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침해주체로 의제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조 등 간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

다. 그런데 앱스토어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한 방조자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사이에 해당 어 리 이션의 구매계약을 체결하

는 계약의 당사자의 지 에 이르게 되므로483), 제3자에 한 권리침해 사안에

482) 를 들어, 사진에 찍힌 인물과 닮은꼴인 연 인을 찾아주는 “푸딩얼굴인식”이라

는 어 리 이션의 경우 연 인의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상권 침해에 해당한

다는 결이 있었는데{1심: 서울 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결, 이 사건에 하여는 

피고가 상고하 으나, 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이 선고되어( 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9364 결) 2심 결이 그 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이 배포된 각 앱스토어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안에서는 문제된 어 리 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한 

회사가 KT 계열 자회사로, 승소 결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의 자력

을 보유하 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신원을 알기 어려운 세 개발자가 배포한 

어 리 이션이 문제될 경우라면 피해자로서는 앱스토어에 해 책임을 추궁할 가

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83) 다만, 오 마켓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오 마켓에게 물품 을 지 하나, 오

마켓 운 자와 개별 매자  가 계약상 매도인의 지 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앱스토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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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통상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한층 강화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 이다.

앱스토어 측은 자상거래에서 통신 매 개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직 으로 어 리 이션의 개발 과정이나 내용에까지 여하는 것

은 아니다. 일반 으로 앱스토어 측은 어 리 이션이 용된 휴 화와 

련하여 호환성 등 기 인 부분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술지원을 

하기는 하나, 구체 인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발자에

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설령 앱스토어 측에서 어 리 이션 매와 련하

여 높은 수수료를 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

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제시한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의 기 에 따

라 단해 보면, 여 히 앱스토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앱스토어에 어 리 이션을 등록하는 경우, 앱스토어 측에서는 

해당 어 리 이션을 심사하는 차를 거친다. 그러한 차가 형식 인 사항

에 그치는지 실질 인 내용까지 심사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484) 결론

이 달라질 것이나, 어 든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상 일응 인식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심사거 이나 등록취소 등을 통한 회피가능성도 있으므로 

오 마켓이나 검색엔진과 같은 완 한 제3자  지 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

다. 한 앱스토어는 단순히 매량이나 이용자의 호응에 따라 개별 어 리

이션을 앱스토어 사이트 등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어 리 이션’ 

484) 재 일반 으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상 타인의 지 재산권 침해 등 법률 인 

사항에 하여는 어 리 이션 제작사가 합법성을 보장하며 으로 책임을 지고 

제3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어 리 이션 제작사가 앱스토어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앱스토어 측이 어 리 이션의 실질 인 내용까지 심사하더라도 

이는 기술 ㆍ 로그램  측면에 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법률

인 법성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 리 이션의 내

용 자체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명백히 견하는 경우, 를 들어 불법 인 작물

의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어 리 이션인 경우 등에는 여 히 앱스토어 측이 법률

인 법성까지 인식하 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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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항목을 통해 어떤 어 리 이션을 보다 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매에도 여하고 있으므로, 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앱스토어의 책임 여부는 앱스토어가 실제로 운 되는 구조나 계

약 계에서 사용된 문구 등을 토 로 개별 사안마다 단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는 앱스토어-개발자-이용자의 3면 계약 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앱스토어 - 카카오톡 등 SNS – 개발자 - 이용자의 4면 계약 계도 등

장하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등 SNS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어 리 이션에 불과하나, 스스로 게임 등 다른 어 리 이션 개발자와 계약

을 맺고 이를 배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앱스토어뿐 아니라 SNS 역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앱스토어로서는 SNS를 매개로만 해

당 어 리 이션을 등록ㆍ심사하게 된다는 에서 해당 어 리 이션과 련

하여서는 앱스토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일반 인 경우보다는 

완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토 트 – 책임주체의 확  경향

 

토 트 로그램을 이용한 작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는 토 트 

로그램을 실행하여 일을 직  주고받은 이용자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의 행 가 개입된다. 우선 토 트 로그램을 제작ㆍ배포하여 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한 자가 문제될 수 있으나, P2P 서비스에서 P2P 사이트 운 자

는 자신이 직  제작하여 자신의 P2P 사이트에서만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과 달리 토 트 로그램 자체는 그야말로 립 인 

성격을 지니므로, 토 트 로그램 제작ㆍ배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토 트 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시드

일이나 URL 주소를 배포하는 목 으로 개설된 소  토 트 사이트의 경우

에는, 설령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직  작권침해행 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

고, 토 트 로그램 실행을 한 단서로서 시드 일, URL 주소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 히 작권침해에 하여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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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 트 

사이트는 오로지 작권침해를 한 목 으로 개설된 경우가 부분이므로, 

토 트 사이트 운 자에게는 보다 가 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토 트 사이트를 단속하여 형사상 내지 행정상 책임을 추궁한 

사례는 있으나485), 아직까지 이들의 민사책임이 문제된 바는 없다. 다만 해외

에는 P2P에 한 Grokster 결 이후 등장한 규모 토 트 사이트에 하여 

법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트토 트 웹사

이트인 IsoHunt에 한 구  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명하기도 하

다.486)

그런데 토 트 로그램을 이용한 작권침해 사안에서 토 트 사이트 운

자에 한 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 트 사이트의 도메인

을 등록하여  도메인등록업체에 하여까지 책임을 확장한 결이 선고되

기도 하 다. 이 사안에서 원고 유니버설 뮤직은 자신이 리하는 작물의 

음원 일이 독일에 기반을 둔 거  토 트 사이트인 h33t.com을 통하여 배포

되는 것을 막기 해 이 도메인의 등록업체인 키시스템즈(Key-Systems)를 상

로 소를 제기하 다. 원고는 키시스템즈가 무단 배포를 방지하기 한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키시스템즈는 자신은 기술 인 

서비스만을 제공하 을 뿐 등록된 도메인 주소 하에서의 불법행 에는 여

한 바 없다고 항변하 다. 종래 소송에서는 비록 특정 도메인에서 침해행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 가 명백

485) 동아일보, “반년 걸리던 토 트 단속, 2주안에 끝낸다” 2014. 9. 5.자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40905/66236010/1, 최종방문 2015. 6. 20.); 아시아경제, 

“문체부, 토 트ㆍ스트리  등 불법 사이트 169개 발”, 2014. 5. 15.자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1510144205100, 최종방문 2015. 6. 

20.) 등 참조. 

486) 김용성, “[미국] 비트토 트 웹사이트 IsoHunt에 한 美 하 심의 구  지명

령(Permanent Injunction) 결”, 작권 동향 제13호, 한국 작권 원회 산업연구  

정책자료(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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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쉽게 인식가능하지 않은 한 일반 으로 도메인 등록업체에게는 침해책

임이 없다고 단하 다.487)

그러나 독일의 자르 뤼  지방법원은 도메인 등록업체는 작권침해를 

통보받은 후에는 그에 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고, 작권침해가 명백한 경

우에는 침해를 바로잡기 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키시스템즈는 작권

침해가 있다는 통지를 여러 차례 받은 뒤에도 작권침해를 바로잡기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하 다.488) 

이 결에 하여는 독일에 기반을 둔 모든 도메인등록업체가 부당한 법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도메인 주소 등록사업 체가 험에 처하게 될 것

이고, 무엇이 명백한 침해인지에 한 법원의 침해가 지나치게 범 하여 

불명확하다는 비 이 있다고 한다.489) 그러나 에서 살펴본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법  책임 근거가 되는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 기 에 비추어 볼 

때, 자르 뤼  지방법원의 단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도메인 등록업체는 이미 작권자로부터 토 트 사이트로 운 되고 

있는 특정 도메인주소에 해 통지받았고, 해당 사이트가 토 트 사이트로 

운 되면서 작권침해를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인식가능성

을 인정할 수 있다. 한 도메인 등록업체로서는 해당 사이트와 사이의 도메

인 주소 등록에 한 계약상 해당 사이트가 법률 반행 를 한 경우에는 도

메인 주소를 말소할 수 있을 권한도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높고490), 작권자 

측에서 통보한 것은 오직 하나의 도메인 주소로, 이를 말소하는 데 별다른 

487) BGH, Urteil vom 17.05.2001, I ZR 251199{김혜성, 註 38)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488) 김혜성, 註 38)의 보고서 참조.

489) 김혜성, 註 38)의 보고서 참조.

490) 참고로 국내 도메인 주소 등록업체인 가비아의 경우, 약 을 통해 도메인 이름

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스팸메일 량발송 등의 불법 인 목  는 공서양속을 

해할 목 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단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도메인 통합약  제6조 제4항 https://www.gabia.com/agreements/index 

.php#, 최종방문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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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ㆍ기술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회피가능성도 인정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도메인 등록업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 

반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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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계

第1節 문제의 제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확정하기 하

여는 그 책임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  행 자로 의제하려는 일본의 이론이나, 미국 례 법리로 발 되어 온 

기여책임 등을 용하기보다는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를 정한 제

760조 제3항을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내 학설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제로, 그 근거에 하여는 더 

이상 탐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책임 제한론에 하여만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91)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은 결

국 책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책임 근거론에 

하여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채 책임 제한론만을 살펴보는 것은 부당하

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견해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기여책임이나 

책임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권침해 책임에 하여 논하면서도, 

DMCA상 작권침해에 한 상세한 면책요건에 하여 다시 단되는 사례

는 별로 없다고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검토하기 하여는 책

임 근거론이 보다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타인의 행 로 말미암은 책임이 어떠한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행 에 해 책임을 지지 않고 면책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책임 근거와 기 을 확정한다면 

면책이 되는 요건도 정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491) 박 석, 註 138)의 논문, 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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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개별 법령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 하여만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근거나 기 보다는 면책되는 근

거나 기 이 보다 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에 해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실질 으로 분석해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로 볼 

수 있는 방조행 의 내용이나 방조행 의 기 가 되는 주의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화한 것이거나, 그 주의의무를 완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조항은 책임제한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 인 내용은 일단 성립한 책임의 범 나 정도만을 완화하는 진

정한 의미의 책임제한이 아니라, 책임의 성립 자체와 련되는 책임근거에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론과 

책임제한론이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어 왔다고 할 것이고, 그 구별 없이 단

된 경우가 다수 있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근거  구체 인 책임기 을 명확히 함으로써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책임제한이라는 표제를 달고 규정된 이상 책임근거와 구체  

기 을 밝히지 않은 채 책임제한에 한 내용만을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논

리 으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작권법 제102조 이하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고 

있는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 으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규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제로 그 항변사유로 작용하여야 할 것인데,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발생 요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논리 구성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으로 ‘침해행 의 존재  성립여부에 하여 

실제 인식하지 못하 을 것’과 ‘자료를 통제할 권리  능력이 있는 때에는 

침해행 로 인하여 직 으로 경제  이익을 얻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기여책임이나 책임의 요건과 표 상 일치하며, 이 

경우 책임요건으로서의 기여책임이나 책임이 일단 정되어 버리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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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면책요건은 배척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고 례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고 한다.492)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  주의의무 기 과 이러

한 책임제한 규정 사이의 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계에 한 각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

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에 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

다.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계에 한 각국에서의 논의

1. 미국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  종래 례의 태도

미국에서는 작권법 분야  명 훼손 련 사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제한에 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493) 각각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DMCA가 용되는 작권법 분야에서, 종래 미국의 례는 책

임, 기여책임  유인이론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하여

는 상세히 살피면서도, 책임제한을 규정한 DMCA 제512조에 하여는 불분

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를 들어 Napster 사건에서는 ① 기여책임

과 련하여 인식과 기여 여부가, ② 책임과 련하여는 능력과 권한  

경제  이익 여부가 단되었는데, DMCA 제512조 (c)(1)은 온라인서비스제공

492) 윤종수, 註 398)의 논문, 44면, 45면.

493) 상표법 분야에서는 그러한 책임제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Inwood 사

건에서 정립된 기 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단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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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거나, 침해행

가 명백하다는 을 추론할 만한 사실이나 정황은 인식하지 못하 으며, 그

러한 인식이 있는 경우 즉시 작물을 삭제하거나 근차단하고, 침해행 를 

통제할만한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직 인 경제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기여책임과 책임에 한 

Napster 결의 단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DMCA 조항에 

하여, 오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 책임에 하여만 DMCA 면책 조항 

용 여부가 문제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  책임에 하여는 DMCA 면

책 조항이 애 에 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94) 그러

나 DMCA가 용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 도 , 캐싱, 호스   검

색엔진 등으로 DMCA는 이들의 서비스를 통한 제3자의 침해행 를 제로 

규정되어 있고,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침해행 를 한 경우라면 당

연히 인식가능성이나 통제가능성이 인정되어 면책조항의 용이 배제될 것이

므로, 이러한 견해는 DMCA상 책임제한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요건의 계를 혼동한 것을 넘어서 간 책임에 한 불법행  이론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Napster 결에서는 기여책임 요건과 면책조항의 면책요건의 기 이 

서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아, 기여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면책조항의 면책효

과를 부여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았으나, 2심은 이러한 단에 반 하 다. 그 

이후 Perfect 10 사건 1심에서는 Google이 책임이나 기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DMCA 항변에 해 고려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는 공정사용이나 2차  책임 여부에 한 단은 DMCA 항변과는 무 계하

고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Google 검색엔진의 공공 편익에 집 하

다.495) 결국 이에 해 명확히 정리된 결은 없으며, 미국의 법원이 DMCA

494) R. Anthony Ree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P SAFE HARBORS 

AND THE ORDINARY RULES OF COPYRIGHT LIABILITY”,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2009) 참조.

495) Susanna Monseau, op. cit.(338), pp. 103~104.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통지 후 삭제조치 이행이 작권 침해를 감시할 의무를 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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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석함에 있어 면책조항을 가  피고에게 우호 으로 용하려는 입장

이라는 견해가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에 한 주장입증 없이 

면책조항에 의한 책임면제 단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496)

한편, 통신품 법이 용되는 명 훼손 련 사안에서는 작권법 분야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여 히 통신품 법이 면책조항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신품 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와 련하여 발행인이나 발언자로 취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

230조 (c)(1)}, 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유해 정보 유포에 실질 으로 

여한 경우에는 정보의 발행인 내지 발언자로 간주하여 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 을 때 발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이 될 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뒤 

통신품 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통

신품 법이 명 훼손과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

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한 

기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Viacom v. YouTube 사건497)

이러한 상황에서 Viacom 사건에서 DMCA의 면책조항에 해 비교  상세

히 단된 바 있다. 미국의 미디어 재벌인 Viacom은 YouTube를 상 로, 

YouTube가 이용자들의 무단 TV 로그램 게재를 방치하고 경제  수익을 거

두었다는 이유로 작권침해 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498) 이

인지 여부에 하여는 명확히 단하지 않았다고 한다{Susanna Monseau, op. 

cit.(338), p. 107}.

496) 박 석, 註 10)의 책, 96~98면; 박 석, 註 140)의 논문, 121면~123면 참조.

497) 1심 :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718 F.Supp. 2d 514 (S.D.N.Y. 

2010); 2심 :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2012 WL 1130851 (2d Cir. 

2012; 기환송심 :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2013 WL 1689071 

(S.D.N.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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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YouTube는 DMCA에 규정된 면책조항으로 항변하 다. 2010. 7. 23. 

선고된 제1심에서는 불법 작물이 서비스 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일반  인지

(general awareness)만으로는 YouTube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고, 특정한 개별 항목에 한 특정하고 동일성이 확인되는 침해(specific and 

identifiable infringement of particular individual items)에 한 인식이 요구되며, 

침해물에 한 통지  차단조치(notice & takedown) 의무를 이행하 다는 이

유로499) YouTube의 항변을 받아들 다. 

그러나 2012. 4. 5. 선고된 2심에서는 YouTube에게 실제  인식이 없었더

라도 만약 이용자의 작권침해행 를 의도 으로 외면(willfully blind)하 다

면 이는 실제  인식을 구성할 수 있고, DMCA가 모니터링 의무를 지함으

로써 의도  외면 이론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YouTube가 고의 으

로 외면하 는지 여부에 해 더 심리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환송하

다. 2013. 4. 18. 선고된 기환송심에서는 Viacom이 YouTube에게 작권침

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만을 통지하 을 뿐 각각의 침해 상에 해 구체

 정보까지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YouTube가 이용자의 구체 인 불법행

를 실제로 인지하 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YouTube가 작권 침해행 를 의도 으로 외면한 바도 없으며, 침해행 에 

498) 유럽 각국에서도 YouTube와 련한 법  분쟁이 이어졌는데,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우선 스페인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YouTube가 승소하

으나,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YouTube가 패소하 고, 랑스에서는 소송이 계속 

이기는 하나 주로 작권자와 YouTube 사이의 계약체결로 해결되고 있다고 한

다. 유럽 사례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Emerald Smith, “LORD OF THE FILES: 

INTERNATIONAL SECONDARY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Fall, 2011), pp. 1573~1579; 독일 사

례에 한 설명은 박희 , “[독일] YouTube, 침해 상물 차단  필터링 책임 부

담”, 작권 동향 제9호(2012. 5.) 참조.

499) 실제로 YouTube 측이 DMCA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  차단조치 차를 이

행해 왔기 때문에, Viacom 측에서는 YouTube가 침해에 해 실제  인식이 있었

음에도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과 YouTube가 그 이용자들로 하여  작

권 침해를 조장하 다는 에 해 주로 주장하 다고 한다{Emerald Smith, op. 

cit.(498), p. 15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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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제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500) 

Viacom 사건에서 DMCA 면책조항에 해 단되기는 하 으나,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Napster 사건이나 Tiffany 사건 등 기여책임이나 책임이 

문제된 종래의 사례와 실질 인 단 기 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apster 등 종래 사례에서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 이 되었고, 특히 상표권 침해와 련한 

Tiffany 사건 등에서는 특정한 인식 여부 단과 함께 의도  외면이 있는 경

우 특정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을 언 하기도 하 는데, DMCA 면책조

항에 한 Viacom 사건에서도 여 히 이러한 기 에서 책임 여부가 단된 

것이다. 이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MCA가 실질 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기인하 다고 할 것이

며, DMCA가 다른 형태로 개정되지 않는 한 기여책임  책임의 요건과 

DMCA 면책조항의 계가 혼동될 가능성은 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에서 DMCA가 면책조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질 으로는 기여책임이나 

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범  단이 요구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명확한 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면책조항으로서 

제 로 작동하지 못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 론이 제기되고 있다.501) 특히 

500) 이 사건의 경 와 당사자들의 주장에 하여는, Lior Katz, “VIACOM V. 

YOUTUBE: AN ERRONEOUS RULING BASED ON THE OUTMODED DMCA”,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2011). 다만. 이 견해는 YouTube와 

같은 작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는 Grokster 사건 

결 기 에 따라 실제  인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Tiffany 

사건과 같은 기 을 용하 고, 더욱이 YouTube는 DMCA 면책조항의 용을 받

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반복 침해자들에 해 합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YouTube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 하고 

있다. 한편, Viacom 사건에 해 DMCA 면책규정을 히 용하 다고 옹호하

는 입장으로는, Robert J. Williams, “THE SECOND CIRCUIT SERVES UP SOME 

KNOWLEDGE IN VIACOM V. YOUTUBE”, New England Law Review(Spring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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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com 사건에서 법원이 DMCA의 해석과 련하여 의도  외면을 실제  인

식과 동일하게 으로써 그러한 문제 을 가 하 다고 지 하기도 한다.502) 

이는 근본 으로는 DMCA 면책조항이 기여책임이나 책임의 실질  요건

을 입법화하 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 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

사한 쟁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작권에 한 Napster 사건과 

Grokster 사건  Perfect 10 사건, 상표권에 한 Tiffany 사건 등을 통해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에 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 온라

인서비스제공자 측에서 DMCA 면책조항  통지 후 삭제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송상 DMCA 면책항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사례에서는 기여책임이나 책임에 한 

측면보다는 DMCA 조항 해석의 측면에서 인식가능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상된다.

2. 유럽의 경우 

가. EU 자상거래지침의 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해 유럽에서는 EU 자상거래지침에 의해 

침해행 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원 인 체계로 규율하고 있다. EU 자상거래

지침은 우리 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반 인 검열 의

무를 질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구체 인 기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단지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01) John Blevins, “UNCERTAINTY AS ENFORCEMENT MECHANISM: THE NEW 

EXPANSION OF SECONDARY COPYRIGHT LIABILITY TO INTERNET 

PLATFORMS”, Cardozo Law Review(2013. 6.) 참조. 

502) Jessica Di Palma, op. cit.(317), pp. 824~828; Fiona Finlay-Hunt, op. cit.(317), pp. 

934~938; Timothy Wiseman, “LIMITING INNOVATION THROUGH WILLFUL 

BLINDNESS”, Nevada Law Journal(Fall 2013), pp. 221~228.



- 313 -

그런데 EU 자상거래지침의 책임제한 조항도 미국의 DMCA와 유사한 규

정형태를 취하고 있어, 역시 실질 으로는 면책조항이 아닌 책임 기 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EU 자상거래지침은 를 들어 호스 의 경우, 

법한 행 ㆍ정보에 한 실 인 인식이 없고 법한 행 ㆍ정보가 명백하

게 된 사실ㆍ상황에 한 인식이 없으며, 그러한 인식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ㆍ 근 지를 한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4조), 

이는 인식가능성과 즉각 인 조치의무 이행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나 일

본의 례가 방조책임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EU 자상거래지침에 한 유럽의 재 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하여는 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 확정되고 난 다음, 그러한 책임을 감면하기 해 

면책조항의 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논리 이다. 그런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자상거래지침이 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유럽의 

재 례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즉, 유럽

에서는 EU 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제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한 행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실로 알지 못하 는지의 여부 등 면책요건을 단하기 

이 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단지 기술 이며, 자동 이며 그리고 

수동 인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

가 단지 기술 이며, 자동 이며 그리고 수동 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EU 자상거래지침에 의해 면책받을 수 있다고 한다.503)

이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극 인 역할(active role)을 수행하 는

지 여부에 의해 면책조항의 용 여부를 먼  단하고, 그 이후에야 면책조

항을 용하여 책임 여부를 가리는 유럽 법원의 입장은 표 으로 L'Oréal 

503) 박 규, “ 작권 침해에 한 YouTube의 책임”,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2012. 4.),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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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504)50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 High Court는 eBay가 이용

자의 상표권 침해행 에 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해 유럽사법재

소에 의견조회하 고, 유럽사법재 소는 이 문제는 eBay에게 EU 자상거래지

침상 책임면제 조항이 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조항의 용을 받기 하여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에 

하여 립 이고 수동 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간매체 제공자(intermediary 

provider)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 다. 유럽사법재 소는, 매 제안 정보를 

장하고, 고객약 을 정하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이용자에게 일반  정

보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극  역할을 수행하 다고 보기에 부족하지만, 

eBay가 매 제안의 표시를 최 화하거나 매 제안을 진하기 한 조력을 

한 이상 더 이상 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립 인 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매 제안에 한 정보에 해 인식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EU 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른 면책

이 용될 수 없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하 다. 이러한 단

에 덧붙여 유럽사법재 소는, 설령 eBay 운 자가 극 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행 에 한 실제  인식이 없는 경우에만 면

책조항의 용을 주장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행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한  제4장 제2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인권재 소의 Delfi 

사건 결 역시 Delfi 측이 극 인 역할을 수행하 다는 이유로 면책조항의 

용을 배제한 바도 있었고, 랑스의 Louis Vuitton v. eBay 사건이나 심지어 

504) L’Oréal SA and Others v eBay International AG and Others., C-324/09 12 July 

2011.

505) L’Oréal과 eBay 간에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 각국의 소

송 경과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Graeme B. Dinwoodie, “SECONDARY 

LIABILITY FOR ONLINE TRADEMARK INFRINGEMENT: THE INTERNATIONAL 

LANDSCAP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Summer, 2014), pp. 484~493; 최

재 , “오 마켓에 있어서 상표권 보호에 한 연구 : 오 마켓 운 자의 법  책

임을 심으로”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2012. 8.), 62면~70면 참조.



- 315 -

키워드 고에 한 Louis Vuitton v. Google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  이론에 의하더라도, 만약 온라인서

비스제공자가 제3의 이용자의 불법행 에 해 극 인 역할을 수행하 다

면 직 책임 내지 방조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제한 조항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론 으로는 유럽의 

재 례에 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와 같은 재 례에 의할 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행 가 극  역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규범  단에 따라 

면책조항이 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신의 행 가 극  역할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알 수 없어 EU 자상거래

지침상 면책조항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에서, DMCA에 한 미국 학계의 

비 이 EU 자상거래지침에 하여도 그 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분야를 

불문하고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기

을 충족하 다고 하여 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니며, 구체 인 작 의무의 존재나 인과 계 등 불법행  성립 요건에 하

여는 여 히 일반 이론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반 불법행

 요건 충족을 제로,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 발신자로서 책임제한 조항 

배제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가라오  법리에 의하여 직 행 자로 의제하는 이

론이 발달하 는데, 직 행 자로 단되는 경우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상의 

항변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악된다. 이에 따라 가라오  법리가 작

권자 등의 이익을 수호하기 하여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규정을 잠탈하는 

목 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506) 앞서 살펴본 Chupa Chups 사건에

506) 성태, 註 207)의 논문, 54면, 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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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용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Chupa Chups 

사건 항소심 결이 제시한 기 은 결국 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과 복된다고 볼 수 있고, 항소심이  규정을 참작하여 시하 다

고 추측되며,  항소심 결이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로바이

더 책임제한법의 용은 배제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507) 

4.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기 이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근거한 방조책임 규정  여러 

례 사안 등을 통해 그 주의의무의 구체  기 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인

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명될 것이다. 를 들어 작

권법 제102조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규정들이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규정에 따른 책임감면을 주장

하지 못할 뿐 그 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정되지는 않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이 아닌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이유 때문인데, 입법부가 특수한 책임제한․감면 요건의 법

률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아울러 더 구체 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508)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를 별함에 있어서, 논리 으로는 

먼  방조책임의 성립요건 충족을 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해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례 부분에서는 방조책임이 성립될 

경우 면책조항에 따른 항변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 로 일단 방조책임

의 성립을 정한 다음 면책단계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사안에서

도 아  방조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등 주의의무 반을 통한 방조책임

507) 駒田泰土, 註 431)의 논문, 260면.

508) 박 석, 註 58)의 논문,  50면,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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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과 책임조항의 계가 제 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509) 특히 

작권법 제102조 제2항과 같이 복제․ 송의 단 등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이유로 한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면책이 인정된 사례도 발견되

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례를 분석해 보면, 면책조항이 상세히 규

정되어 있는 작권침해 사례나, 면책조항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명

훼손, 상표권침해 등의 사례에 있어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한 법리  단을 

하고 있을 뿐 차이 이 없다는 에서도 책임제한 규정을 둔 실익을 찾기 어

렵다.510)

이러한 문제 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작권법 등 면책조항을 규정하

고 있는 법률규정이 미국의 DMCA나 유럽의 EU 자상거래지침과 마찬가지

로, 실질 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 을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 작권법 제102조 제1항 3호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  호스 과 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송신행  등

을 개시하지 않았고, 작권 침해행 를 방지하기 한 기술  조치를 취하

으며, 침해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 즉각 침해방지 조치를 취한 경

우에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한 같은 조 제2항은 기술  조치를 취하는 것

이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주의의무 기 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과 거의 유

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식가능성과 회피가

능성이 인정되어 주의의무 반이라고 단될 경우라면, 와 같은 작권법

상 면책조항의 용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반 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부정된다면 면책조항의 용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하여는 

작권법 등의 조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해 특별히 새롭게 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의 으로 규정하되 그 성

립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나,511) 해당 법률 규

509) 박 석, 註 140)의 논문, 118면, 122면  123면 참조. 

510) 김 경, “ 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한 비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1집(2010. 11.),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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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도입된 경 나 법률의 문언상 표  등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단순한 손해

배상책임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第3節 小結 - 책임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재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작권법상의 항변사유를 받아들여 면책한 사례를 발

견할 수 없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성부 

단과 책임제한 조항과의 계를 명쾌하게 설명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고, 

양자의 계는 여 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오히려 국내외의 결 태도에 

비추어 해당 조항의 문언을 해석할 때,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책임근거에 해 법제화한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것이다. 

즉,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의 각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질 인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근거에 한 기 인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두고 진정한 의미의 책임제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

의 책임제한 규정이란, 를 들어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과 같이, 일단 성립한 책임에 하여 정책 인 

이유 등으로 그 책임 범 만을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련한 책임제한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작권법이나 정보통

신망법에서 권리자의 통지에 따라 즉각 인 속차단조치를 취할 경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단 성립한 책임을 

511) 김상 , “이용자의 불법행 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법학연구 

제27집(2007. 8.), 553면 참조. 이 견해는 와 같이 보면서, 통일  입법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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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진정한 면책항변으로 독자 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책임제한요건을 둔 의미를 고려할 때, 책임제한요건으로서의 기술  

가능성은 책임발생요건으로서의 기술  가능성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512) 즉,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한 요건으로서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이용자에 한 통제 가능성은 ‘제지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책임제한요건으로서의 기술  가능성은 ‘침해부분만의 구별 가능성’으

로 엄격히 해석하여, 를 들어 P2P 로그램이 그 서비스의 설정상 이용자

들의 침해행 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를 단하거나 사업모델

을 구조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침해행 를 단시킬 수 있다

는 의미에서 통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책임의 제가 충족될 

수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 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단하는 기술  조치를 

다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더 이상 침해부분만의 구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행 에 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견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조

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여 기술 으로 여할 수밖에 없어 논리 으로 이

용자들의 행 에 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513)에서 책임제한요건으로

서의 기술  가능성이 구체 인 타당성과 기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익형량

에 근거한 균형 있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책임제한요건으로서

의 기술  가능성은 책임요건의 경우보다 규범  해석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행법상 책임제한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을 한 요건과 책임제한 요건은 서로 다른 평면에서 용되는 것

512) 윤종수, 註 398)의 논문, 45면.

513) 윤종수, 註 398)의 논문, 45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 기술하고 있으나, 논리  흐름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어 

달리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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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석함이 원론 으로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기술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면제를 규정한 작권법 제102조 제2

항 등 책임제한 규정을 실질 으로 살펴볼 때 그 내용은 결국 방조책임의 인

정근거인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실효성이나 이론상의 의미에 하여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이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로 하여  정보를 리하고 이용자를 통제할 때 어떠한 기 에 의하여야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기 으로서는 여 히 

의미가 있다.514) 향후 법원에서 실제 구체  사례를 단할 때에는 설령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성립을 한 통제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사후 인 통제와 리 등을 통해 침해물의 제거에 극 으로 나선 경

우 등에는 에서 소개한 견해와 같이 양자에서 말하는 통제가능성의 범 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아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양자간의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에 하여는 민법상 불법행  

이론에 기 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고, 

책임제한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측가능성 있는 행동기 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14) 신승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작권법(DMCA)상의 면책 규정과 이에 

한 최신 례 동향 연구”, 이화여자 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2013. 3.), 316

면, 317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제한 규정을 따르기만 한다면 책임성립 여

부에 한 어려운 법  평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권리자 측에서 소송

을 통해 직 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환시키고 있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321면~323면에 걸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규정의 혜

택을 리기 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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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結 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하여 국내에서는 작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망법, 자상거래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일 인 입법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DMCA와 통신품 법에서 작권법  명 훼손

과 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해 규정하고, 유럽에서는 EU

자상거래지침에서, 일본에서는 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서 법익 역을 가

리지 않고 통일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해 규정하고 있으

나, 역시 그 책임근거에 하여는 언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 앱스토어, 포털 사이트  토 트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임 근거론  구체 인 책임 기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간은 약 에 의한 계약 계로 규율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의 행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불법행  규정이 용될 것이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행 에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  이론 구조에 따라 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불법행 에 하여는 추상 인 일반조항만 존재하므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구체 인 기 은 국내외의 구체 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한 일반론을 검토하

여 논리구조를 확정한 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다수 사례의 사실 계와 시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논리구조와 사례 분석에 의할 때,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하여는 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침해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고, 직  침해자가 아닌 간 인 가담

자에 불과하다고 단될 경우에는 직  침해자와 사이에 객  공동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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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식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을 근거로 방조책임 인정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한 행 법률 규정은 주로 책임제한에 집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 으로 책임근거를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칙 으로는 

와 같은 책임근거에 따라 책임 여부를 확정한 뒤 책임제한 조항을 용하여

야 할 것이나, 국내외의 례는 양자의 계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제한에 한 규정을 개선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높은 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한 통일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를 들어 독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통신서비스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로바이더 책임제한법도 포 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통신서비스법과 일본의 로

바이더 책임제한법은 작권 침해 뿐 아니라 명 훼손 기타 불법행 에 모두 

용된다. 반면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하여 통일 인 형태로 

입법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입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제한에 하여 미국과 같이 개별 입법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개별 입법에 의한 침해에 한정되며 명 훼손

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책임 제한 

조항이 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515)

그러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  이론에 기 하여 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의 불법행 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해석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기 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 여러 국내 선례들과 방조책임에 한 

515) 권상로, “인터넷 토론게시  운 자의 책임에 한 연구 – 독일, 미국, 일본의 입

법례와 련 례를 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2007),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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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기 에 따라 단될 것이므로, 통일 인 새로운 입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 과 함께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형태의 

통일입법을 마련한다고 하여 장래 새로 등장할 서비스를 완벽히 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작권침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책임이 빈번

하게 문제되는 역에서는 별개 입법을 통하여 이를 규율하고, 기본 으로는 

민법상 불법행  법리에 따라 구체  타당성을 고려하여 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 단을 하여는 민법상 방

조 규정에 근거하여 먼  책임 부담 여부를 확정한 뒤, 개별 법령이 정하는 

책임 제한 사유를 용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 로 한 주의의무를 그 

기 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

성을 넘는 포 인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립 목  자체가 오직 타인의 권

리침해를 주목 으로 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불법행 에 한 인식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 행 자로 의제될 만큼 이

용자의 행 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면 회피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 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범 를 

다소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하여도 이러한 기 과 책임 구조를 그 로 용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 인 기  마련으로 련 업계에 해서도 측가능성과 법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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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DMCA에 의해 개정된 미국 작권법 제512조

§ 512.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a)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provider’s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for, material through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or by reason of the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at material in the course of such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if—

  (1) the transmission of the material was initiated by or at the direction of a 

person other than the service provider;

  (2) the transmission, routing, provision of connections, or storage is carried 

out through an automatic technical process without selection of the material by 

the service provider;

  (3)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select the recipients of the material except 

as an automatic response to the request of another person;

  (4) no copy of the material made by the service provider in the course of 

such intermediate or transient storage is maintained on the system or network in 

a manner ordinarily accessible to anyone other than anticipated recipients, and no 

such copy is maintained on the system or network in a manner ordinarily 

accessible to such anticipated recipients for a longer period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 routing, or provision of connections; and

  (5) the material is transmitted through the system or network without 

modification of its content.

(b) SYSTEM CACHING.— 

  (1) LIMITATION ON LIABILITY.—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material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n a case in which—

   (A) the material is made available online by a person ot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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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vider,

   (B) the material is transmitted from the pers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 through the system or network to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t the direction of that other person, and

   (C) the storage is carried out through an automatic technical process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to users of the system or network 

who, after the material is transmitted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request 

access to the material from the pers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 if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2) are met.

  (2) CONDITIONS.—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at—

   (A) the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is transmitted to the subsequent 

users described in paragraph (1)(C) without modification to its content from the 

manner in which the material was transmitted from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B) the service provider described in paragraph (1) complies with rules 

concerning the refreshing, reloading, or other updating of the material when 

specified by the person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onlin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industry standard data communications protocol for the system 

or network through which that person makes the material available, except that 

this subparagraph applies only if those rules are not used by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to prevent or unreasonably impair the intermediate storage to 

which this subsection applies;

   (C)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interfere with the ability of technology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to return to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the information that would have been available to that person if the material had 

been obtained by the subsequent users described in paragraph (1)(C) directly from 

that person, except that this subparagraph applies only if that technology—

    (i) does not significantly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r with the intermediate storage of the material;

    (ii) is consistent with generally accepted industry standard communications 

protocols; and

    (iii) does not extract information from th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ther than the information that would have been available to the person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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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graph (1)(A) if the subsequent users had gained access to the material 

directly from that person;

   (D) if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has in effect a condition 

that a person must meet prior to having access to the material, such as a 

condition based on payment of a fee or provision of a password or other 

information, the service provider permits access to the stored material in 

significant part only to users of its system or network that have met those 

conditions and only in accordance with those conditions; and

   (E) if the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A) makes that material 

available online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of the material, 

the service provider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subsection (c)(3), except that this subparagraph applies only if—

    (i) the material has previously been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a court has ordered that the material be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that access to the material on the originating 

site be disabled; and

    (ii) the party giving the notification includes in the notification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material has been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court has ordered that the material be 

removed from the originating site or that access to the material on the originating 

site be disabled.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1) IN GENERAL.—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that resides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A) (i)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n activity 

using the material on the system or network is infringing;

    (ii)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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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iii)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B)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and

   (C)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3),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2) DESIGNATED AGENT.—The limitations on liability established in this 

subsection apply to a service provider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has designated 

an agent to receive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described in paragraph 

(3), by making available through its service, including on its website in a 

location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by providing to the Copyright Office, 

substantially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address of the 

agent.

   (B) other contact information which the Register of Copyrights may deem 

appropriate. The Register of Copyrights shall maintain a current directory of 

agents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in 

both electronic and hard copy formats, and may require payment of a fee by 

service providers to cover the costs of maintaining the directory.

  (3) ELEMENTS OF NOTIFICATION.—

   (A) To be effective under this subsection, a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must be a written communication provided to the designated agent 

of a service provider that includes substantially the following:

    (i) A physical or electronic signature of a person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an exclusive right that is allegedly infringed.

    (ii) Identific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claimed to have been infringed, 

or, if multiple copyrighted works at a single online site are covered by a single 

notification, a representative list of such works at that site.

    (iii) 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and that is to be removed or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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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to be disabled, and information reasonably sufficient to permit the 

service provider to locate the material. 

    (iv) Information reasonably sufficient to permit the service provider to 

contact the complaining party, such as an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if 

available, an electronic mail address at which the complaining party may be 

contacted.

    (v) A statement that the complaining party has a good faith belief that 

use of the material in the manner complained of is not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its agent, or the law.

    (vi) A statement that the information in the notification is accurate, and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complaining party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an exclusive right that is allegedly infringed.

   (B) (i) Subject to clause (ii), a notification from a copyright owner or 

from a person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copyright owner that fails to 

comply substantially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t be 

considered under paragraph (1)(A) in determining whether a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or is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ii) In a case in which the notification that is provided to the service 

provider’s designated agent fails to comply substantially with all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but substantially complies with clauses (ii), (iii), and (iv) of 

subparagraph (A),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applies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promptly attempts to contact the person making the notification or takes 

other reasonable steps to assist in the receipt of notification that substantially 

complies with all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d) INFORMATION LOCATION TOOLS.—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provider 

referring or linking users to an online location containing infringing material or 

infringing activity, by using information location tools, including a directory, 

index, reference, pointer, or hypertext link, if the service provider—

  (1)(A)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ctivity is 

infr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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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C)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2)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and

  (3)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subsection 

(c)(3),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except that,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3)(A)(iii) shall be identification of the reference or link, to material or activity 

claimed to be infringing, that is to be removed or access to which is to be 

disabled, and information reasonably sufficient to permit the service provider to 

locate that reference or link.

(e) LIMITATION ON LIABILITY OF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1) When a public or other nonprofit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s a 

service provider, and when a faculty member or graduate student who is an 

employee of such institution is performing a teaching or research function,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a) and (b) such faculty member or graduate stud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a person other than the institution, an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s (c) and (d) such faculty member’s or graduate student’s knowledge 

or awareness of his or her infringing activities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e 

institution, if—

   (A) such faculty member’s or graduate student’s infringing activities do not 

involve the provision of online access to instructional materials that are or were 

required or recommended, within the preceding 3-year period, for a course taught 

at the institution by such faculty member or graduate student;

   (B) the institution has not, within the preceding 3-year period, received 

more than 2 notifications described in subsection (c)(3) of claimed infringement 

by such faculty member or graduate student, and such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were not actionable under subsection (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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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he institution provides to all users of its system or network 

informational materials that accurately describe,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copyright.

  (2) INJUNCTIONS.—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limitations on 

injunctive relief contained in subsections (j)(2) and (j)(3), but not those in (j)(1), 

shall apply.

(f) MISREPRESENTATIONS.—Any person who knowingly materially 

misrepresents under this section—

  (1) that material or activity is infringing, or

  (2) that material or activity was removed or disabled by mistake or 

misidentification,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including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by the alleged infringer, by any copyright owner or copyright 

owner’s authorized licensee, or by a service provider, who is injured by such 

misrepresentation, as the result of the service provider relying upon such 

misrepresentation in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the material or activity 

claimed to be infringing, or in replacing the removed material or ceasing to 

disable access to it.

(g) REPLACEMENT OF REMOVED OR DISABLED MATERIAL AND 

LIMITATION ON OTHER LIABILITY.—

  (1) NO LIABILITY FOR TAKING DOWN GENERALLY.—Subject to 

paragraph (2),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claim 

based on the service provider’s good faith disabling of access to, or removal of, 

material or activity claimed to be infringing or based on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material or 

activity is ultimately determined to be infringing.

  (2) EXCEPTION.—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material 

residing at the direction of a subscriber of the service provider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that is removed, or 

to which access is disabled by the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 notice provided 

under subsection (c)(1)(C), unless the service provider—

   (A) takes reasonable steps promptly to notify the subscriber that it has 

removed or disabled access to the material; 

   (B) upon receipt of a counter notification described in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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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ly provides the person who provided the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c)(1)(C) with a copy of the counter notification, and informs that person that it 

will replace the removed material or cease disabling access to it in 10 business 

days; and 

   (C) replaces the removed material and ceases disabling access to it not 

less than 10, nor more than 14, business days following receipt of the counter 

notice, unless its designated agent first receives notice from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c)(1)(C) that such person has filed an 

action seeking a court order to restrain the subscriber from engaging in infringing 

activity relating to the material on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3) CONTENTS OF COUNTER NOTIFICATION.—To be effective under 

this subsection, a counter notification must be a written communication provided 

to the service provider’s designated agent that includes substantially the following: 

   (A) A physical or electronic signature of the subscriber.

   (B) 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that has been removed or to which 

access has been disabled and the location at which the material appeared before 

it was removed or access to it was disabled.

   (C) A statemen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subscriber has a good 

faith belief that the material was removed or disabled as a result of mistake or 

mis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to be removed or disabled.

   (D) The subscriber’s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a 

statement that the subscriber consents to the jurisdiction of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the address is located, or if the subscriber’s 

address i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judicial district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may be found, and that the subscriber will accept service of 

process from the person who provided notification under subsection (c)(1)(C) or 

an agent of such person. 

  (4) LIMITATION ON OTHER LIABILITY.—A service provider’s 

compliance with paragraph (2) shall not subject the service provider to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with respect to the material identified in the notice 

provided under subsection (c)(1)(C).

(h) SUBPOENA TO IDENTIFY INFRINGER.—

  (1) REQUEST.—A copyright owner or a person authorized to act on the 



- 332 -

owner’s behalf may request the clerk of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to issue 

a subpoena to a service provider for identification of an alleged infringer in 

accordance with this subsection.

  (2) CONTENTS OF REQUEST.—The request may be made by filing with 

the clerk—

   (A) a copy of a notif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3)(A);

   (B) a proposed subpoena; and

   (C) a sworn declaration to the effect that the purpose for which the 

subpoena is sought is to obtain the identity of an alleged infringer and that such 

information will only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rights under this title. 

  (3) CONTENTS OF SUBPOENA.—The subpoena shall authorize and order 

the service provider receiving the notification and the subpoena to expeditiously 

disclose to the copyright owner or person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the alleged infringer of the material described in 

the notification to the exten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to the service provider.

  (4) BASIS FOR GRANTING SUBPOENA.—If the notification filed satisfies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3)(A), the proposed subpoena is in proper form, 

and the accompanying declaration is properly executed, the clerk shall 

expeditiously issue and sign the proposed subpoena and return it to the requester 

for delivery to the service provider.

  (5) ACTIONS OF SERVICE PROVIDER RECEIVING SUBPOENA.—Upon 

receipt of the issued subpoena, either accompanying or subsequent to the receipt 

of a notific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3)(A), the service provider shall 

expeditiously disclose to the copyright owner or person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ubpoena,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service provider responds to 

the notification.

  (6) RULES APPLICABLE TO SUBPOENA.—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is section or by applicable rules of the court, the procedure for issuance and 

delivery of the subpoena, and the remedies for noncompliance with the subpoena, 

shall be governed to the greatest extent practicable by those provisions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governing the issuance, service, and enforcement 

of a subpoena duces te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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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DITIONS FOR ELIGIBILITY.—

  (1) ACCOMMODATION OF TECHNOLOGY.—The limitations on liability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ervice provider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A) has adopted and reasonably implemented, and informs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and

   (B) accommodates and does not interfere with standard technical measures.

  (2) DEFINITION.—As used in this subsection, the term ‘standard technical 

measures’ means techn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copyright owners to identify 

or protect copyrighted works and—

   (A) have been developed pursuant to a broad consensus of copyright 

owners and service providers in an open, fair, voluntary, multi-industry standards 

process;

   (B) are available to any person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 do not impose substantial costs on service providers or substantial 

burdens on their systems or networks.

(j) INJUNCTIONS.—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the case of any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under section 502 against a service provider that is 

not subject to monetary remedies under this section:

  (1) SCOPE OF RELIEF.—(A) With respect to conduct other than that 

which qualifies for the limitation on remedies set forth in subsection (a), the 

court may grant injunctive relief with respect to a service provider only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i) An order restraining the service provider from providing access to 

infringing material or activity residing at a particular online site on th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ii) An order restraining the service provider from providing access to a 

subscriber or account holder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is 

engaging in infringing activity and is identified in the order, by termin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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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s of the subscriber or account holder that are specified in the order.

    (iii) Such other injunctive relief as the court may consider necessary to 

prevent or restrain infringement of copyrighted material specified in the order of 

the court at a particular online location, if such relief is the least burdensome to 

the service provider among the forms of relief comparably effective for that 

purpose.

   (B) If the service provider qualifies for the limitation on remedies 

described in subsection (a), the court may only grant injunctive relief in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forms:

    (i) An order restraining the service provider from providing access to a 

subscriber or account holder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is 

using the provider’s service to engage in infringing activity and is identified in 

the order, by terminating the accounts of the subscriber or account holder that 

are specified in the order. 

    (ii) An order restraining the service provider from providing access, by 

taking reasonable steps specified in the order to block access, to a specific, 

identified, online loc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2) CONSIDERATIONS.—The court, in considering the relevant criteria for 

injunctive relief under applicable law, shall consider—

   (A) whether such an injunction, eith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such injunctions issued against the same service provider under this subsection, 

would significantly burden either the provider or the operation of th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B) the magnitude of the harm likely to be suffered by the copyright 

owner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if steps are not taken to prevent or 

restrain the infringement;

   (C) whether implementation of such an injunction would be technically 

feasible and effective, and would not interfere with access to noninfringing 

material at other online locations; and

   (D) whether other less burdensome and comparably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or restraining access to the infringing material are available.

  (3) NOTICE AND EX PARTE ORDERS.—Injunctive relief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available only after notice to the service provider an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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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for the service provider to appear are provided, except for orders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or other orders having no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provider’s communications network.

(k) DEFINITIONS.—

  (1) SERVICE PROVIDER.—

  (A) As used in subsection (a), the term ‘service provider’ means an entity 

offering the transmission, routing, or providing of connections for digital online 

communications,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a user, of material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modification to the content of the material as sent or 

received.

   (B) As used in this section, other than subsection (a), the term ‘service 

provider’ means a provider of online services or network access, or the operator 

of facilities therefor, and includes an entity described in subparagraph (A). 

  (2) MONETARY RELIEF.—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monetary 

relief’ means damages, costs, attorneys’ fees, and any other form of monetary 

payment.

(l) OTHER DEFENSES NOT AFFECTED.—The failure of a service 

provider’s conduct to qualify for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ar adversely upon the consideration of a defense by the service provider that 

the service provider’s conduct is not infringing under this title or any other 

defense.

(m) PROTECTION OF PRIVACY.—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condition the applicability of subsections (a) through (d) on—

  (1) a service provider monitoring its service or affirmatively seeking facts 

indicating infringing activity, excep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a standard 

technical measure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i); or

  (2) a service provider gaining access to,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material in cases in which such conduct is prohibited by law.

(n) CONSTRUCTION.—Subsections (a), (b), (c), and (d) describe separate and 

distinct functions for purposes of applying this section. Whether a service 

provider qualifies for the limitation on liability in any one of those subsections 

shall be based solely on the criteria in that subsection, and shall not affect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at service provider qualifies for the limita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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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under any other such sub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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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47 U.S. Code § 230 - Protection for private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a) Findings

The Congress finds the following:

(1) The rapidly developing array of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vailable to individual Americans represent an extraordinary advance in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resources to our citizens.

(2) These services offer users a great degree of control over the information 

that they receive,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even greater control in the future 

as technology develops.

(3)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offer a forum for a 

true diversity of political discourse, unique opportunities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myriad avenues for intellectual activity.

(4)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have flourished, to the 

benefit of all Americans, with a minimum of government regulation.

(5) Increasingly Americans are relying on interactive media for a variety of 

political, education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b)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1) to promot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and other interactive media;

(2) to preserve the vibrant and competitive free market that presently exists 

for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unfettered by Federal or 

State regulation;

(3)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which maximize user control 

over what information is received by individuals, families, and schools who use 

the Internet and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4) to remove dis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blocking 

and filtering technologies that empower parents to restrict their children’s access 

to objectionable or inappropriate online material; and

(5) to ensure vigorous enforcement of Federal criminal laws to deter and 

punish trafficking in obscenity, stalking, and harassment by means of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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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d) Obligations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A provider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at the time of entering an 

agreement with a customer for the provision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and 

in a manner deemed appropriate by the provider, notify such customer that 

parental control protections (such as computer hardware, software, or filtering 

services) are commercially available that may assist the customer in limiting 

access to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uch notice shall identify, or 

provide the customer with access to information identifying, current providers of 

such protections.

(e) Effect on other laws

(1) No effect on criminal law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the enforcement of 

section 223 or 231 of this title, chapter 71 (relating to obscenity) or 110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f title 18, or any other Federal 

criminal statute.

(2) No effect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limit or expand 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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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3) State law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State from enforcing 

any State law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No cause of action may be 

brought and no liability may be imposed under any State or local law that is 

inconsistent with this section.

(4) No effect on communications privacy law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or any of the amendments made 

by such Act, or any similar State law.

(f)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ection:

(1) Internet

The term “Internet” means the international computer network of both Federal 

and non-Federal interoperable packet switched data networks.

(2)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he term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means any information service, 

system, or access software provider that provides or enables computer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 including specifically a service or system 

that provides access to the Internet and such systems operated or services offered 

by librarie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3)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The term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is 

responsible, in whole or in part, for the creation 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e Internet or any othe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4) Access software provider

The term “access software provider” means a provider of software (including 

client or server software), or enabling tools that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filter, screen, allow, or disallow content;

(B) pick, choose, analyze, or digest content; or

(C) transmit, receive, display, forward, cache, search, subset, organize, 

reorganize, or translat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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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EU 자상거래지침

Section 4  :  Liability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Article 12  ‘Mere conduit’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transmitted,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

 (a) does not initiate the transmission;

 (b) does not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

 (c) does not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2. The acts of transmission and of provision of ac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n so far as this takes place for the sol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transmission in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not stored for any period long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3  ‘Caching’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that information, 

performed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more efficient the information's onward 

transmission to other recipients of the service upon their request, on condi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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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provider does not modify the information;

 (b) the provider complies with conditions on access to the information;

 (c) the provider complies with rules regarding the updating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 manner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d) the provider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ful use of technology,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to obtain data on the use of the information; 

and 

 (e) the provider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it has stored upon obtaining actual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at the initial source of the transmission has been removed from the 

network,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ordered such removal or disablement.

 2.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Article 14  Hosting

 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service provider is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on condition that:

 (a)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b)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n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i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r the control of the provider.

 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Member States' legal systems, of requiring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 nor does it affect the 

possibility for Member States of establishing procedures governing the remov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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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ing of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15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1. Member States shall not impose a general obligation on providers, when 

providing the services covered by Articles 12, 13 and 14,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they transmit or store, nor a general obligation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2. Member States may establish obligations for 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promptly to inform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of alleged illegal 

activities undertaken or information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ir service or 

obligations to communicat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t their request,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recipients of their service with whom 

they have storag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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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lives, it is indispensable to run through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OSPs’) to use intern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SPs and the users of OSPs as providers or customers of information is 

generally governed by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OSPs, and it is clear that OSP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wrong 

doing actions. However, because OSPs usually do not directly distribute the 

information to the internet and just provide a tool to distribute the information, 

and there is a third party who initiates the actual distribution of infringing 

information, on what ground the OSPs are determined liable for such third 

party’s action is the key part of the discussion of the liability of OSPs.

In Korea, there are no unified legislations on the OSPs but only particular 

acts were established including the Copyright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In addition, these particular acts do not include any legal basis or criteria 

about the liability of the OSPs, but codify only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for the OSPs. In the United States, Digital Mill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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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ct stipulates the liability exemption provisions for the OSPs on the 

copyright area and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on the defamation 

area. In Europe,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and in Japan, Act on the 

limitation of the compensation of the certai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senders respectively regulate on 

the limitation of the OSPs’ liability regardless of legal areas, but do not mention 

about the ground of the responsibilities. In recent years, as there appeared new 

types of the OSPs such as cloud computing services, AppStores, portal sites and 

torr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and concrete criteria 

on the liability that can be applied to all these new types of the OS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SPs and their users are regulated by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SPs and the OSP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third party’s damage occurred by their own wrong doing 

actions. On the other hand, if there are third parties’ separate illegal actions in 

which OSPs participate by providing services, the nature of the OSPs’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by Civil Act torts theory. In conclusion, it is proper, to 

confirm first whether the OSPs are the sole infringer or not depending on the 

substance of the OSPs’ acts, and then to determine whether the OSPs are joint 

tort-feasors in narrow sense or accessori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relation between the primary actors and the OSPs.

There have been many cases around the world on the liability of OSPs. This 

paper classified and examined the cases according to the procedure analyzed as 

above by civil act torts theory. (i) First, in Japan, there are cases such as “File 

rogue case”, “RokuRaku case” and “MYUTA case” expanding the legal principles 

so-called “Karaoke theory” developed through the “Cat’s eye” case to the O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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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ground that the OSPs’ services are equivalent to primary infringements. In 

Korea, “Ental case” and “MyTV case”, in the United States, “Cablevision case” 

and “Aereo case” made decisions on the 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with regard to primary infringements of the OSPs. On the other hand, (ii) in 

Korea, “Hitel case”, “Chungdogun case” and “Cyworld case” on defamation found 

the OSPs liable by reason of the negligence of administration duty, even though 

the OSPs’s the very acts did not directly constituted illegal infringements. This 

tendency could be seen in Japanese “NiftyServe case” and “Animal Hospital 

case”, in French “Louis Vuitton v. eBay case” and also in the recent “Delfi v. 

Estonia case”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the liability of the OSPs with respect to defamation has been entirely exemp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iii) In the United 

States, contributory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as secondary liability in full 

meaning have been in issue in relation with the OSPs, and in “Grokster case”, 

by the inducement theory, the pure P2P service provider were held liable. But in 

recent “Perfect 10 case”, the liability of the portal site were denied. (iv) In 

Korea, mainly Article 760 clause 3 of Civil Act on accessorial torts has been 

applied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such 

as “Hinoki case”, “K2 case” and “adidas case” on trademark, “Soribada case” 

and “Yahoo case” on copyright, and “Twist Kim case” on the personality right. 

In particular, after the accessorial liability of the OSPs was expressly 

acknowledged in a series of Soribada cases, Yahoo case reconfirmed this position 

by deciding in sequence on the issues whether the OSPs are evaluated as the 

primary infringers, joint tort-feasors in narrow sense or just accessories, and 

consequently denied the liability of the OSPs.

The liability of the OSP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ivil Act torts theory. 

As there are only the abstract stipulations in the Civil Act, the concrete criteria 

on the liability of OSPs has to be established by analysis of above cases.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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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separately for individual legal areas, but 

unified standard must be introduced as long as the liability of the OSPs is based 

on the Civil Act torts regardless of the legal area at issue. Because the liability 

of the OSPs is mostly on their negligence to the third parties’ infringements, the 

criteria of the liability would be comprised by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and 

avoidance.

If the OSPs have actual knowledge or reason to know on the existence of 

any particular infringing material, the awareness requirement is satisfied. However, 

mere constructive knowledge is not enough. Also the initial report from the 

victim is needed and any active general monitoring duty to identify the infringing 

materials is denied. The nature of the infringed rights or the obviousness of the 

infringing acts could influence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If the degree of  

induc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OSPs for the infringements is high,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may increase. The fact that the OSPs benefit from the 

services, which might be one of the factor to acknowledge the liability of the 

OSPs, does not always approve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The second 

requirement is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in both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in technical perspective includes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does not mean the pure technical aspect only.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and avoidance are not just separate requirements but closely related, so 

for example, when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is significantly high, the level of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to decide the OSPs liable could be decreased.

These requirements of the liability may be applied to new types of OSPs, too. 

While the Korean “Secom case” related to the domain address and keyword 

advertising did not directly focus on the issues about the keyword ads, the 

legality of the keyword advertising has been determined in the United States’ 

“Playboy case”, “GEICO case” and “Rescuecom case”, and in European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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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itton v. Google case”. In these cases, whether the OSPs were the primary 

infringers or not was the first issue to examine because the OSPs are one of the 

contractual parties in keyword sales. In addition, in connection with the new 

types of the OSPs such as AppStores and torrent programs, the liability of the 

OSPs is discussed in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es.

Based on the torts theory,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of 

the OSPs in national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ed only after confirming that 

the OSPs were liable. However, because the substance of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is usually composed of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and 

avoidance,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could be accepted as 

nothing less than the reverse aspect of the liability basis. “Viacom v. YouTube 

case” of United States, European “L'Oréal v. Google case” and Korean “Soribada 

case” examined in detail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of the OSPs. Nevertheless, the relationship of the basis of 

liability and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is not clearly settled. In this 

circumstance, the effectiveness and theoretical meaning of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are uncertain. It would be advisable to improve the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for the direction furnishing predictability to the OSPs.

Keywords : Online Service Provider, Civil Act Torts Theory, Accessorial 

liability, The basis and criteria of the liability of the OSPs, The liability 

limit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of the OSPs

Student Number : 2009-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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