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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1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부터 줄곧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

는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규정화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세부적인 사항들

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우리 저작권법은

추상적인 개념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해석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논문의 주제인 저작권법 제28조의 경우,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조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공정이용으로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

는 저작권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제28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권리 제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

나 2011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비슷한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제28

조의 요건과 조문의 해석, 조문의 적용 범위 등을 이전보다 축소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일본이 미친 영향이 지대했던 까닭에 제

28조의 요건과 초기 판례는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본 저작권법상 인용조항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본 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의 초기 판례는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간 주종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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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것과 피인용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로부터 분명하

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86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

된 이래 미국법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90

년대 중·후반부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하

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한 세부

요건들을 고려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우리 법

원은 선행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주종관계 요건보다는 미국 저작

권법 제107조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는 저작

권법 제28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공정이용으

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이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의 추상성과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

입에 따른 제28조의 요건 및 적용 범위 축소에 관한 문제는 지금

까지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본 조의 요건

및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에서 논의

가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자세

히 연구한 문헌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고민해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독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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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의 지향점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대한 판

단기준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

다.

주요어 : 인용조항, 공정이용조항, 독일 저작권법 인용조항, 영국 저

작권법 인용조항,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인용조항

학 번 : 2015-2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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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저작권이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이다. 문화와 과학은 특정인의 창작성이나 천재성에 의해 발전되기

도 하지만, 인류역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선조들의 문화유산 또는 발명

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누적적으로 약간의 창작을 보태어서 문화와 과

학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1) 우리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창작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저작물의 총량을 증가

시켜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

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저작물을 널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물

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저작권의 행사

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인용 등에 수반될 수 있는 상

당한 거래비용의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문화산업 전체의 총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2)

우리 저작권법은 1957년 1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부터 줄곧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적인 저

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작권이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을 규정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형화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권

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5판)」, 홍문사, 2020, 396면.
2) Ibid,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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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

서…’ 등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3) 따라서 이러한 추상

적인 개념들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그 해석의 기준에 관해서는 우

리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이 연구

의 주제인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의 경우,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

행’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조문의 핵심 부분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지금까지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권리 제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4) 그러나

2011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인 공

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과 그

해석, 그리고 적용 범위 등을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에는 우리 법원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으로서의 인용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일본이 미친 영향이 지대

했던 까닭에, 초기에는 인용조항의 요건과 그 해석도 일본과 매우 흡사

하였다. 실제로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은 일본 저작권법상 인용조항5)

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본 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나

라 초기 판례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간 주종관계가 성립할 것과 명료구분성 요건을 요구하였다. 주종

관계 요건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종(從)적

인 위치에 머물러야 할 것을 요구하며, 명료구분성 요건은 인용되는 저

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뿐만 아니라 1986년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

3) Ibid, 398면.
4)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

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173면.
5) 일본국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고, 또한 보도·비평·연구·기

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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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중후반부

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6)에 제시된 세부 요건들을 함께 고려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제2장에서 살펴볼 대학 입시용 문

제집 사건에서의 경우,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

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행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주종관계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는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12월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제35조의57)인 공

6) 미합중국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와

제106조의A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

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A에서 규정한 그 밖

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이용이 영리적 성격의 이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 교육 목적인지를 포

함하여,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이 특정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질;

④ 이러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

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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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열거적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모

두 아우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조를 도입하

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8) 그러나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합의사항들이 대부

분 저작권 강화에만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이용자들의

권익을 지켜 저작권법의 목적이 지향하는 균형점을 지키기 위한 대항조

치였다고 보는 우리 학계의 견해도 있다.9)

공정이용 일반조항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제시하는 요건들을 대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데, 이는 본 조항의 도입 이전

제28조의 해석에 있어 법원이 고려했던 요소들과 많은 부분 비슷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제28조 인

용조항의 요건과 그 적용 범위를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 저작권법 제

28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문의 핵심

적인 부분이 추상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

대 제28조에 명시된 인용의 목적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경우, ‘…

등’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네 가지 목적 이외의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등과 같이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

다.1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일임해왔다. 그러

나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

치에 미치는 영향.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32면.
9)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

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194면.
10) Ibid,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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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저작권법 제28

조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축소할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의 추상성과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제28조의 요건 및 적용 범위 축소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왔던 주제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요건 및 그 해석과 적

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어떠한 방법으

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문헌도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도

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의 인용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분석해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

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

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권의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미국과 같이 포괄적 규정으

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는 국가들의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

는 것보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의 도출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제28조의

법적 요건과 그 해석의 범위를 고민해보고, 제28조의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의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설정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

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영국, 그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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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저작권 제

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논문의 주

제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도 한국보다 그 요

건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의 요건

과 판례들을 분석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외에도 영

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도 다룬다. 영국의 경우 개별적 조항을 통해 저작

권 제한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영국 저작권법상 인용

조항에서는 공정사용(Fair Dealing)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도 함께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영국은 비교적 최근에 저작물의

인용이 저작권 제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

용한 판례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

해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국 법원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

떠한 접근방법을 택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인용조항을 적용할 때 영국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유럽연합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관한 법적 요건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은 유럽연합 개별 회

원국의 국내법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

보는 것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어

떠한 방법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제28조의 법적 요건과 관련 판례들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제28조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

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계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제2장에서 진행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살펴본 바를 이에 접목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어

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의 지향점에 관한 연구이므로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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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에 따라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으로 저작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이 논

문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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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일·영국·유럽연합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의의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일반조항

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권리 제한 조항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가

그 핵심적인 부분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제28조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 요건이 공정

이용 일반조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인용조항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는 아직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다.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한국과 같이 개별

규정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다루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유럽 내에서 비교적 풍성하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서의 인용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판단해왔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저

작물의 인용에 관한 법적 요건과 그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영국의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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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영국 저작권법의 제정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

는 것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

고 발전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여

러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최근 개정법에는 저작권의 행사에 따른 창작활

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는데, 그중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별도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 저작권법은 이

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저작물의 인

용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영국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저작권법에 비춰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저작권지침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침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법적 요건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

럽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

소의 경우 선결 판결을 통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을 국내법에 어떠한 방

식으로 적용할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데, 이를 우리의 사정에 비

춰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Ⅰ. 의의

독일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독일도 한국의 경우와 같

이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독일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보다 저작권 제한 사유를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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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의 성립 요건 또한

엄격하게 규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쓰

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제44조부터 제63

조까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제51조에서 다루고 있다.

본 조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저작물의 인용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특별

히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예시적 규정도 함께 제시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독일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

까지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구

체적인 몇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었다.12) 그러나 이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본 조의 해석의 폭이 다소 넓어

11) 하상익, “독일 저작권법 전문 번역 및 개관”, 2015.
12) 구 독일 저작권법 인용조항: 다음 각 호의 경우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중재현은 허용된다.

① 개별 저작물을 그것이 발행된 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학술저

작물에 수록되는 경우;

② 저작물의 부분을 그것이 공표된 후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에 이용되는 경우;

③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개별부분을 독자적인 음악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독일 저작권법 제51조11)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 목적을 위해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그러한 이용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는 특별히 아래의 경우에 허용된다.

① 개별 저작물이 그 공표 후에 내용의 해설을 위해 독자적인 학술적

저작물에 수록되는 경우

② 저작물의 구절들이 그 공표 후에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에 차용되는 경우

③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개별적 소절들이 독자적인 음악저작물에 차용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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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평가된다.13) 그러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독일 법원의 태도는 대체로 그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작권의 제한을 개별조항을 통해 규정하

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

향점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법적 요건의 검토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요건으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인용

목적을 위한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일 것, 그리고 ③ 특별한 목적을 위

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의 이용일 것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조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은 언제나 그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본 조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수 있는 저작물을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는 본 조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저작권자의 공표권14)을 침해하는 것

이 될 뿐이다. 본 조는 인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을 별도로 제한하

고 있지 않으므로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

저작물 등 모든 유형의 저작물이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표의 요

13) 이일호,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과 우리의 과제”, 계간저작권 82호, 2008, 29면.
14) 독일 저작권법 제12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 및 그 본질적 내용 또는 그에 대한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 아래 공표

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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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독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15)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인용의 목적일 것

본 조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제·배포·

공개재현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독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체

로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고자

료로 활용되거나 인용저작물에 대한 논의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

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내적으로 결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의 경우

내용의 해설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공정한 인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용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종의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란, 인용저

작물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인용저작

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논의의 기반으로서 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형식적 요건으

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내적인 결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의 이용일 것

인용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배

포·공개재현 하는 경우라면 본 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 성립될 수 있

15) 독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권리자의 동의 아래 저작물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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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법원의 경우 정당한 범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한국과

비슷하게 주종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독일 법원에 따르면,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저작물

의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참고자료 등

으로 이용되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16)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의 양적인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다. 인용되는 저작물이 학술저작물에 수록되는 경우 그 저

작물의 전체 인용이 허용되었던 반면에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이용

되는 경우는 일부 인용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인

용 분량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판단되면 저작물 전체가 인용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다만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하므로 인

용의 양적 범위가 넓을수록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그 범위가 좁을수록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일 법원은 인용의 질적인 측면도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보다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질 때

는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18)

4. 출처명시의무

독일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과 제2항19)은 인용 목적으로 저작물이 이

16) Literary Collage 사건, 본 논문 26-28면 참고.
17) 후술될 Literarische Collage 사건에서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은 인용된 신

문기사 전체가 콜라주 형태로 작성된 저작물에 인용된 것을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18) 후술될 Kinski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

하면 원저작물 자체만으로는 의미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며 공정한 인용을 인정

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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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 고아저작물과 같이 출처가 불분명하여 출처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출처를 언제나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제63조 제1항과 제2항뿐만 아니라

저작자임을 승인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3조20) 또한 위반하는 것이

된다.

5.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의 구별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21)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는 구별되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저

작물을 이용하되, 이를 완전하게 새롭게 변형하여 이용함으로써 원저작

물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승인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22) 저작물

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조항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일련의

19) 독일 저작권법 제63조(출처표시) ①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일부가 제45조 제

1항, 제45조a내지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그리고 제58조, 제59조, 제61조 및 제61조c에 따라 복제되는 경우, 언제나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공개 재현

이 허용되는 한, 거래관행상 출처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출

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6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2조a에 따른 공

개재현 및 제61조 및 제61조c에 따른 공중 접근의 경우 출처는 저작자의 성명

을 포함하여 언제나 표시되어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20) 독일 저작권법 제13조(저작자임의 승인) 저작자는 저작물상에 그가 저작자

임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붙일지 여부 및 어떤

표시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21)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자유로운 이용)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

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되고

활용될 수 있다.
22) 한지영,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미국, 영국 및 독

일의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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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저작자의 권리와 그 범위에 관한 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자체의 한계로서의 저작권의 제한으로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전혀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제한

및 예외 규정을 검토할 필요 없이 애초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다.23) 독일 법원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조항을 적용

한 변용적 이용에 의한 독자적인 저작물의 창작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저

작물로부터 채용된 본질적인 요소나 특징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충분히

희석되거나 소실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4)

이러한 점에서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저작물 이용

시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 인용조항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한국 저작권법상 인용조항 요건과의 비교

독일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의 법적 요건 중 우리나라 저작권법 인용조

항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용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저작권법

은 인용 목적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배포·공개재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규정된 인용의 목적은 그 의미가 개방

적인 것에 비해서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은 인용이라는

23) P.E.Geller, “A German Approach to Fair Use: Test cases for Trips

Criteria for Copyright Limitations?”,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Vol. 57, 2010, 903면. 박유선,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

한 연구”, 계간저작권 2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42면에서 재인용.
24) 박유선,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27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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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독일 판례의 태도는 대체로 인

용의 목적을 인용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피인용저작물을 통해

뒷받침하거나, 인용저작물이 그 내용의 설명을 위해 피인용저작물을 참

고하거나, 피인용저작물의 인용이 지적인 논의의 기반이 되는 경우 등을

인용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은 양적, 질적으로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

라에 비해서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

한 조항은 그 해석에 있어 인용의 정의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한국과 독일 저작권법 인용조항 법적요건 비교

법적 요건 한 국 독 일

공표 여부 공표 좌동

인용의 범위 정당한 범위 내 좌동

인용 관행 동일성유지, 출처표시 좌동

인용의 목적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인용되는 저작물 뒷받침

Ⅳ. 독일 판례의 태도

1. Germania Ⅲ 사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저작권법은 개별적 권리 제한 규정을 통

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

용과 그 해석에 있어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엄격하고 경직

된 독일 법원의 태도는 Germania Ⅲ 사건 이후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독일 기본법상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해 예술작품의 경우 인용의 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해석하였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의 기준, 특히 예술작품에 있어

허용되는 인용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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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 사실관계

독일의 유명 극작가 Heiner Müller는 1996년 GermaniaⅢ: Gespenter

am Toten Mann」이라는 희곡을 창작하였다. 이 희곡은 서막과 대미를

제외하고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총 75면 분량의 희곡으로, 1941년부터

1956년까지 독일 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다. Müller는 그 중 “Measures 1956”이라는 장에서 다른 작

가 Bertolt Brecht의 작품「Life of Galileo」와「Coriolanus」의 일부분

을 각각 2면 정도 인용하였다. 인용된 부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인용

저작물과 분명하게 구별하였으며, 부록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Brecht의 상속인들은 Müller의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서 허용하

는 인용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고,

이에 Müller의 상속인들은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라고 항변하

였다.

1심 판결을 담당한 뮌헨 지방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이용으로서

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2심25)을 담당한 뮌헨 고등법원은

이를 공정한 인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Müller의 상속인들은 법원이 저작권법 제51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하여 독일 기본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Müller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인용조항 항변에 대하여, 2심을 담당한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25) OLG München, 26. 3. 1998 – 29 U 57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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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뮌헨 고

등법원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만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은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일부분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일

뿐이고,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면 작품이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

는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26)

이후 피고인들은 2심 판결이 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27)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

하였다.28) 연방헌법재판소는29) 2심법원이 저작권법 제51조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 독일 기본법상 예술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와 그 적용 범위

를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

심에서는 인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

을 단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재판소는 이

에 대해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을 작성한 저작자의 생각을 뒷받침한다면 인용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즉,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예술작품에 반영된 저작

자의 생각을 피인용저작물이 뒷받침한다면,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 따

른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작품의 경우 공중에 공개된 순간 저작권

자의 처분하에만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편입되는 것이

고, 그 경우 그 작품이 사회적인 역할을 할수록 그 작품의 의미가 분명

26) E.Adeney·C.Antons, “The Germania 3 Decision Translated: The

Quotation Exception before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Vol. 35(11), 2013, 8면.
27) 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

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28)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Measures 1956”장에서 작가는 당시 독일 민주

공화국(German Democratic Republic)에서 자행된 부당함을 비판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Brecht의 작품을 인용하였다.
29) BVerfG, 29. 6. 2000 - 1 BvR 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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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저작물의 인용 목적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

어 예술작품의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이 단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인용

저작물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인용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가 전달하

고자 하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1조에 의한 공정한 이용

으로서의 인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원고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공공의 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른다면 공익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법적 요건별 검토

먼저, 첫 번째 요건인 인용되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에서 인용된 Brecht의 두 작품은 공표된 저작물이기에 저작권법 제51조

의 요건을 충족한다.

인용의 목적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인 뮌헨 고등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 간에 이견이 있다. 뮌헨 고등법원은 인용된 Brecht의 두 작

품이 Müller의 저작물 중 일부를 대체할 목적으로만 인용되었다고 보아

인용의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내적인 결부는

부족하지만, 인용된 Brecht의 두 작품이 Müller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다고 보아 Müller의 행위

를 정당한 인용이라고 보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

하여, 뮌헨 고등법원은 질적 주종관계의 미성립을 이유로 본 요건의 충

족 여부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뮌헨 고등법원에 따르면 인용된 부분

을 제외하면 Müller의 작품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요건에 대해

서 예술작품의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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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우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상업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주종관계 성립 여부는 부정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출처표시의무 요건과 관련해서 Müller는 인용된 부분을 이

탤릭체로 표시하였고 부록에 출처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건은 충

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는

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인용의 목적에 부

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용되는 저작물

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를 인용의 목

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의 경우 독일 기

본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용의 범위를 더 폭넓

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Das unlesbare Buch 사건30)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영국에 기반을 둔 한 잡지 출판사로, 이 출판사가

출간한 책자인「Das unlesbare Buch」에 아돌프 히틀러의 작품「Mein

Kampf」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1946년 독일

나치당 패망 이후 히틀러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독일 바이에른주로 귀

속되면서「Mein Kampf」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바이에른주 정부로 귀

속되었다. 바이에른주 정부는 이 책이 나치 정권의 패권 야욕과 유대인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책의 출

30) OLG München, 14. 6. 2012 – 29 U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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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피고는 이 책이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금

서로 지정된 까닭에 대중에 불필요한 신비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

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8면 정도로 구성된 제1부에서는

「Mein Kampf」에서 발췌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한 대학교수의 해

설과 병치 되어 있다. 히틀러의 책에서 인용된 부분은 부록에 출처를 명

시하였다. 이에 저작권자인 바이에른주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그 행위가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었다고 항변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인용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인용의 목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용

저작물이 그 내용의 설명을 위해 피인용저작물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인

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내

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책자는 여러 부분

에서「Mein Kampf」가 인용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의 책자의 “Brutale Ideen”라는 장에서는 히틀러가

그의 저서에서 그의 출생지인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인 Braunau am Inn

에서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 통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한 점

과 통일 후 초래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인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에서는 인용된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히틀러의 저서에서 인용

된 부분들과 책자의 해설이 내적으로 결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저작

권법 제51조에 따른 인용의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

가 “Gegen Den Vater”라는 장에서는 히틀러가 그의 저서에서 공직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의 뜻에 반감을 품고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회상한 장면과 화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한 순간을 그린 부분이 인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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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법원은 히틀러의 책으로부터 인용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자

의 해설을 완벽하게 할 목적으로만 이용되었으므로 공정한 인용의 목적

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Aus Geschichte Lernen”라는 장에

서는 히틀러가 그의 저서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는 장

면을 그린 부분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한 해설은 히틀러의 고찰에 관

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역사를 마주하는 것의 의미라는 일반적인 내용

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법원은 히틀러의 저서로부터 인용된 부분이 이

책자의 해설을 부연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인용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인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

단한 또 다른 이유로는, 피고가「Mein Kampf」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목적이 피고의 책자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히틀러

의 저서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피고가 책자를 발간한 이유는 히틀러의 저서가 실제로는

내용이 부실하고 문법도 올바르지 않아 가독성이 좋지 않은 책인데, 장

시간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까닭에 대중에 불필요한 신비감을 주고 있

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가 직접 읽고 확인해보라는 취지를 달성

하기 위함이었다. 즉 피고가 히틀러의 저작물을 인용한 행위는 피고의

책자에서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반 대

중이 히틀러의 저서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인용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법적 요건별 검토

먼저, 히틀러의 저서「Mein Kampf」는 나치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실

제로 출판되었던 책이었으므로 공표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

용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저작권법 제51조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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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건은 충족되었다.

피고의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의 책자에 담긴 내용을 뒷

받침하기 위해 히틀러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 아닌, ① 책자의 내용을

더욱 완벽하게 할 목적 및 ② 히틀러의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

을 용이하기 할 목적으로 히틀러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저작권법 제51조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인용의 목적 달성 여부를 살펴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Kinski 사건31)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독일의 유명 연극감독 Stefan Krause와 유명 배우

Hanno Dinger가 그들이 기획한 1인 공연인 “Kinski-Wie ein Tier in

einem Zoo”에서 독일의 또 다른 유명 연극배우 Klaus Kinski의 작품들

을 그 저작권자인 Kinski의 전처 Minhoi Loanic과 아들 Nikolai의 허락

없이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공연에는 Kinski

가 홀로 출연한 영화인「Jesus Christ Erlöser」와 그의 저서「All I

Need is Love」의 내용 일부분이 소폭 변형되어 인용되었으며, 그의 시

집인「Fieber」에서의 작품들 및 Kinski가 1979년 3월 15일 Stern이라는

잡지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 발언들 등이 인용되었다. 이 사건

의 공연에서 Kinski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

었으며,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인용이 이루어졌다. Kinski의 저작물의 저작

권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독일 기본법상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항변하였다.

31) OLG Köln, 31. 7. 2009 – 6 U 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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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한 쾰른 고등법원은 먼저 저작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언어저작물은 그 내용이

언어로 표현된 개인의 지적 창작물이며, 이는 예술 또는 과학과 같은 주

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도 저작권법의 보

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은

Kinski의 영화와 저서, 시집뿐만 아니라, Kinski가 잡지사와 진행한 인터

뷰에서 그가 한 즉흥적인 발언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법원은 저작물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의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

기 때문에,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개별적 부

분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저작물의 개

별적 부분이 양적으로 지나치게 적거나 짧아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을

담기 부족한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

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인용의 목적에 대해서 법원은 이전 판례와 같이 인용되는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지적인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목

적의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인용저작물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삽입되었을

뿐 인용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정

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의

작품이 완결성을 높일 목적으로 Kinski의 저작물을 인용저작물과 구분

없이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인용된 저작물의 출처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

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인용 목적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표시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

51조에 따른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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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피고가 Kinski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인

용한 것은 독일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32)에 규정된 저작물 변경금지 의

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인용되는 저작물은 기본

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편집 목적을 위한 최

소한의 변경만이 허용된다.

다. 법적 요건별 검토

먼저, 인용된 Kinski의 저작물은 이미 공중에 공개된 작품들이기 때문

에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저작권

법 제51조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법원은 인용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요건은 이 사

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Kinski의 작

품을 인용저작물의 완결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용했을 뿐, 피고의 작품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인용의 목적을 위해

Kinski의 작품들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Kinski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를 명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51조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출처표

시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제51조에 따

른 인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작품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변형하여 이용하

였으므로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 변경금지 요건을 위반

하였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 항변과 더불어 저

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자유로운 이용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는

데, 이용되는 저작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형하여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

에 법원은 피고의 자유이용 항변 또한 배척하였다.

32) 독일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

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제39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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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51조에 요구하는 인

용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이용되는 경우여야 저작권법 제51조에서 요구하는 인용의 목적을 충

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Literarischen Collage 사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Märkische Oderzeitung 이라는 독일 브란덴부

르크주의 지역 신문사이며, 피고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브란덴부르크

주 아이젠휘텐슈타트시 지방법원장을 역임했던 법관이다. 피고는 2003년

정년퇴임 후 그의 가족사, 개인사, 지방법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독일 통

일 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등의 내용을 담은 책 4권을 집필하였다. 이

중 마지막에 집필된 책에서 피고는 원고가 게재한 신문 기사와 사진 등

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의 저작물인 기사와 사진은 피고의 사설과 일

기, 그리고 다른 신문사의 기사와 사진 등과 함께 혼합되어 인용되었으

며, 인용된 신문 기사와 사진의 원본은 책 뒷부분에 “Dokumentation”이

라는 장에 수록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책 발간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나. 법원의 판단

2심33)을 담당한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인용 항변을

33) OLG Brandenburg, 9. 11. 2010 – 6 U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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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먼저 법원은 피고의 저서를 예술작품으로 보았다. 피고는 책

의 서언, 피고의 일기, 여러 신문 기사와 사진 등을 함께 붙여 책을 구성

하는 콜라주라는 예술 기법을 활용하여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에 삽입

된 각기 다른 요소들은 상호작용하여 예술적 효과를 생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당 주제에 관한 당시 신문사의 관점과 여론 등을 생생하게 전달

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예술작품인 피고의 책은 인용된 원고의 기사와

사진들을 통해 피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저작

권법 제51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법원은 피고의 인용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경우 인용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심34)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의 판결

을 뒤집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심과 달리 피고의 책

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책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콜라주라는 예술적 기법을 사용한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예술작품에 내재하는 내용적, 구조적 특징이 있어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의 책은 여러 요소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엮은 것

에 불과하여 예술작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법적 요건별 검토

인용된 원고의 신문 기사와 사진들은 이전에 발행된 것이므로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저작권법 제51조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피고의 행위를 인용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2심 법원과 연방대법

원의 견해가 다르다. 2심을 담당한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에 따르면 인

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사상을 뒷받

침한다면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인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2심 법원

34) BGH, 30. 11. 2011 – I ZR 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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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긍정하여 피고의 행위를 공정한 인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연

방대법원의 경우 피고의 저서를 예술작품이 아닌, 주로 설명 목적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피고의 생각을 단순히 덧붙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여 인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에서도 법

원은 저작권법 제51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의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5. Heintje 사건35)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는 Stern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독일의 한 잡지사

로, 1968년 Stern 제24호에 115페이지에서 네덜란드 출신인 11살의 어린

가수 Heintje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발행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가수로서 성공한 Heintje의 유년 시절과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그의

노래와 주된 청자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과정에서 Heintje의 곡

“Mama”의 후렴구를 인용하였다. 인용 과정에서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노래 가사 중 일부가 변형되었다. 이에 Heintje의 매니저는 저작권 침해

를 문제 삼았는데, 매니저는 이 사건의 기사가 노래의 핵심 부분을 인용

하고 있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여 원고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

쳤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정확한 보상 금액의 산정을

위해 이 사건의 기사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2심을 담당한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인용된 노래 가사가 이 사건의 기

35) OLG Hamburg, 5. 6. 1969 – 3 U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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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나아가 기사의 내

용을 보강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기사는 Heintje의 곡들이 주로 어떠한 내

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주요 청취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주로 몰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데,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곡들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실제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사에 쓰인 단어와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다. 법적 요건별 검토

이 사건에서 인용된 Heintje의 노래 가사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것이

므로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51조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두 번째 요건인 인용의 목적 달성 여부 또한 인용된 Heintje의 노래

가사가 이 사건의 신문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인용된 것이므로 법원은 노래 가사를

인용한 행위는 인용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

다. 독일 저작권법 제39조36)는 저작물 이용 시 저작물의 변경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전 동의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과 그 제목의 변경이 허용된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Heintje의 저작물을 변경하여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에 따

36) 독일 저작권법 제39조(저작물의 변경)

① 달리 약정된 바 없는 경우 이용권 보유자는 저작물, 그 제목 또는 저작자표

시(제10조 제1항)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신의성실에 비추어 저작자가 사전동의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

및 그 제목의 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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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인용의 목적

을 위해 반드시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저작

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는 저작권법 제51조의 적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2심 법원은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37)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이

변경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 저작물 변경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조

치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법원은 또한 인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배척되었는데, 피고는 별도의 문단에 원고의 저작물을 인용하였고

인용된 부분에 따옴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Heintje

의 곡이 인용되었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피고가 출처표시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후렴구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의 분량이며 이 분량으로는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

았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다소 변형되어

인용될 때도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 자체는 인정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의 행위가 원저작자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저작물의 인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일임될 것으로 생각된다.

37) 독일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

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제39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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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리

독일 법원이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

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행

위가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즉, 독일 법원

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펴본

다섯 가지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법원이 보는 합당한 인용의

목적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

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의 경우 독일 기본법상 예

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

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을 뒷받침한다면 공정한 인용의 목적을 위해 이

용되었다고 인정된다. 인용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

는 것을 살펴본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51조 인용조

항의 요건 중 인용의 목적에 관한 요건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단은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2] 인용조항에 관한 독일 판례별 판단기준 정리

번호 판 례 주요 판단기준

1 Germania Ⅲ 사건
1. 인용의 목적 (예술의 자유 고려)

2. 원저작물 시장대체 여부
2 Das unlesbare Buch사건 1. 인용의 목적

3 Kinski 사건
1. 인용의 목적

2. 동일성 유지
4 Literarischen Collage 사건 1. 인용의 목적 (예술의 자유 고려)

5 Heintje 사건

1. 인용의 목적

2. 동일성 유지

3. 출처표시

4. 시장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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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Ⅰ. 의의

영국은 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인

Anne 여왕의 법률(Statute of Anne)을 1710년 제정한 나라이다. 활자인

쇄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출판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저작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출판업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출판업자의

출판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도 점차 인정되기 시작하였

다.38)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이를 법제화하였다. 즉 영국 저작권법의 제정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현행 영국 저작권법의 모태는 1988년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권에 관한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인데, 이는

1988년 제정된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보기술

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그 이용 형태가 계속해

서 증가하였고, 영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0년 8월, 당시 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Ian Hargreaves 교수에게 영국 지식재산 체계 혁신에 대한 자문을 요청

하였다. 이에 Hargreaves 교수는 2011년 5월에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권

및 성장 검토’39)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저작권의 행사에 따른

창작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침

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단호하게 저항할 것, 저작물의

형식변경, 패러디, 비상업적 연구 등을 포함한 EU 체제 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것, 문자와 데이터 분석을

38)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5판)」, 홍문사, 2020, 254면.
39) I.Hargreaves,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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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제한 규정을 장려할 것,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고안하는데 영국이 주도적 역할

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작권 제한 규정이 계약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40)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

라 2014년 10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인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Ⅱ. 법적 요건

신설된 인용조항의 첫 번째 요건은 공중이 인용되는 저작물을 사용 가

능해 왔을 경우 저작물 인용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 제30조 제1A항41)은 본 요건에 해당하

40) I. Hargreaves,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2011, 51면.
41) 영국 저작권법 제30조 제1A항: 제1항과 제1ZA항의 목적상, 저작물은 다음

을 포함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다면, 공중에 이용제공하게 된 것이다.

(a)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발행;

(b) 전자검색시스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c)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여 또는 대출;

영국 저작권법 제30조(비평, 평론, 인용과 시사보도)

(1) 당해 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 혹은 저작물의 실연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충분한 출처 명시(실현가능성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가 수반되고, 공중에 이용제공하

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1ZA)(비평, 평론,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인용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공중이 그 저작물을 사용 가능해왔을 경우

(b) 그 인용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일 경우

(c) 인용의 정도가 그것이 사용되는 특정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정도를 넘

어서지 않는 경우

(d) 인용에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는 경우(실현가능성 이유로 불가능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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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저작물의 인용이 공정한 사용(Fair Dealing)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 저작권법에서 공정한 사용 요건은 제29조(연구와

사적 연구), 제30조(비평, 평론, 인용과 시사보도), 그리고 제32조(교육을

위한 예시)에 한하여 요구되고 있다. 공정이용을 위한 네 가지 요소를

명시한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영국 저작권법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문화하

지 않았기 때문에42) 공정사용 요건은 제29조, 제30조, 그리고 제32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다른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한 사용의 해석에 관한 영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정한 사용

의 판단에 있어 영국 법원이 주로 살펴본 요건으로는 ① 저작물 이용 행

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지와 ② 저작물의 이용 분량과 사

용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가 있는데43),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정의가 성

문화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로 영국 법원은 공정한 사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① 원저작물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② 원저작물이 어떻게 습

득되었는지 습득 경로, ③ 원저작물이 얼마나 이용되었는지의 이용된 양,

④ 원저작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는지, ⑤ 공정이용을 하게 된

동기, ⑥ 공정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⑦ 그 이용 목적이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

다.44)

(d)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실연, 전시, 재생 또는 현시;

(e)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

단, 동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가능한지 여부를 일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무단 행위는 고려에 넣지 아니한다.
42) 한지영,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미국, 영국 및 독

일의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235면.
43) UK IPO, “Exceptions to Copyright: Guidance for Consumers”, 2014, 8면.
44)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27면. 한지영,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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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와 관련해서 영국 학계는 인용의 의미와 인용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본 조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5) 이에 대하여 영국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이 유럽연합 정

보사회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를 참고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의 해석은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상 저작물의 인용

에 관한 해석과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6) 유럽사법재판소

에서는 Painer 사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바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Trstenjak 법무관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인용

을 글의 부분적 발췌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인용의 목적을 설명, 평론,

그리고 분석의 목적을 위해 다른 작품을 참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47) 따라서 영국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

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의 세 번째 요건은 인용의 정도가 특정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정

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 요건의 해석도 Painer 사건

에서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Trstenjak 법무관은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저작물 전체도 인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영국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의 네 번째 요건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 인용 시 그 출처를 충분히 명시할 것이 요구

된다.

즉,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은 공중에 공

개된 저작물을 인용의 목적을 위해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정도

는 인용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그 출처는 불가

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민사법의 이

론과 실무학회, 2014, 237면에서 재인용.
45) J. Parkin, “The copyright quotation exception: not fair use by another

name”, 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2019, 60면.
46) Ibid, 60면.
47) Ibid,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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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법상 인용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므로 아직까

지 이를 참고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인용조항 신설 전까지

는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

평 목적의 저작물 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

다.

Ⅲ. 영국 판례의 태도

1. Pro Sieben Media AG v Carlton UK Television Ltd and

another 사건48)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독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Pro Sieben

Media AG라는 방송국으로, 1988년 8월 29일에 “The Big Story-Selling

Babies”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해당 방송은 불임치료를 받고 난

후 8명의 태아를 임신한 영국 여성 Mandy Allwood에 대한 내용을 다뤘

는데, 방송에서는 Mandy와 그녀의 파트너 Paul Hudson과의 인터뷰와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방송 등이 포함되었다. 8명을 임신하였다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Mandy는 홍보대리인 Max

Clifford를 고용하여 여러 방송사와 방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Max

는 Mandy와 협의하여 원고에 독일 내에서 원고에 대한 방송을 독점적

으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피고인 Carlton UK Television 방송국은 원고의 수표 저널리즘 행태

를 비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방송 일부를 방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방송 일부를 이용하면서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원고의 채널명을

48) Pro Sieben Media AG v Carlton UK Television Ltd and another [1998]

ALL ER (D)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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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였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원고의 채널의 로고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영국 최고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영국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에 의

한 공정한 이용인지를 판단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영국 최고법원은 피고의 방송이 원고의 방송에서 묻어나는 수표 저널

리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

라 피고의 행위는 영국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이라

고 보았다.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

유로는 인용된 부분이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상당히 짧고, Mandy의 발

언이 전혀 송출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

작물을 인용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해 불평등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우측 하단과 상

단에 각각 피고의 채널명과 로고를 표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기 때문

에 출처표시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래 출처

를 표시할 때는 저작자의 정확한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TV 채널이 일반적으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로 로고를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영국 최고법원은 피고의 저작물 인용 행위가 공정한 이용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용의 목적과 인용된 저작물의 분

량,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그리고 출처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비록

신설된 인용조항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인용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 만

큼 영국 법원의 공정이용으로서의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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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hdown v Telegraph 사건49)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영국의 한 정당인 Liberal Democrats(이하 ‘LD’)의

당 대표를 역임한 Paddy Ashdown으로, 그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가 겪었던 여러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1997년 5월 1일 영국 총선에서 Labour Party(이하 ‘LP’)가 419석,

Conservatives가 165석, LD가 49석,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29석을 확보

하였는데, LP가 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세간에서는 영국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LP가 LD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로는 이를 협의하기 위해 LP와 LD 간의 비공개 고위급 회담이 1997년

10월 21일에 열렸다. 원고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

관하고 있었고, 이 속기록에 관한 내용도 원고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원고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남겨둔 기록을 엮어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

간에 알려졌다. 원고는 이를 1999년 2월경부터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이

미 자료를 분류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었다. 원고는 그의 기록

을 출판할 계획을 1999년 11월 16일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였

고, 출판할 자료 중 민감한 자료도 있는 관계로 총 2부로 나누어 출판하

고자 하였다. 원고는 1997년에 있었던 LD와 LP 간 고위급 회의의 속기

록을 포함한 초고를 총 8명의 언론인과 출판인들에 비공개 서약을 받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초고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Sunday Telegraph의

정치부 편집장인 Joe Murphy한테 전달되었고, Murphy는 이에 대한 기

사를 게재하였다. 게재된 기사는 1면에 실린 편집장의 글, 4-5면에 게재

된 ‘주요 내용(Major Story)’, 그리고 정치 칼럼니스트 Matthew

d’Ancona의 해설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중 ‘주요 내용’ 부분

49) Ashdown v Telegraph Group Ltd [2002] Ch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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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고의 속기록 5분의 1 분량 정도가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저작

권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사가 속기록에 대한 비평이 아닌, 속기록 작성

당시 총리와 LD 대표의 행위에 대한 비평이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영국 최고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인용된 원고의 속기록 그 자체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닌, 그때 당시 총리와

LD 대표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속기록을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속기록

자체에 대한 비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는 영국 저작

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도 신설된 영국 저작권법 인용조항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인용을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

각한다. 이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저작물을 인용의 형식

으로 이용할 때 그 저작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이용이어야 저작

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

Ⅳ. 정리

비록 영국의 경우 2014년 신설된 저작권법 제30조 제1ZA항을 적용한

판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제30조 제1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

보면서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영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영국 법원은 법조문 적용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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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했다. 제30조 제1항은 당해 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 혹은 저작물

의 실연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판례도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의 행위가 비평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신설된 인용조

항에 비춰보면, 영국 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서도 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 저작권법 인용

조항은 저작물의 인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국 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영국 공

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공

정사용의 두 가지 요건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지와 인용의

분량이 적당한 것인지이므로, 결국 이 두 가지 요건이 공정한 인용을 판

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저작권법에 인용조항을 추가한 것은 철저히 인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기 위함이지, 이를 확대해석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0)

50) A.Cameron, “Copyright exception for the digital age: new rights of

private copying, parody and quot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 9, 2014, 10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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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럽연합에서의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Ⅰ. 의의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은 학문과 예술영역의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

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10가지 지

침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51) 이 중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다

루는 것은 2001년에 제정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특정 관점에서의 조화를 위한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이하 “유럽연합 저

작권지침”)52)이다. 유럽연합 사법부의 입법 형식으로는 회원국의 국내법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칙(Regulation), 회

원국의 국내법 및 규제에 대한 개정을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지침

(Directive), 국가 및 기타 적용대상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

(Decision), 회원국, 대상기업, 그리고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하는 권고(Recommendation),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의견(Opinion) 등이 있는데, 저작권에 관

한 사항은 지침의 형식으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저작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국내법 및 규제를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따

라 개정하여야 한다.53) 또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67조54)에 따르면 유럽

51) 김문환, “EU인터넷저작권법(지침)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173), 한국법학원,

2019, 153면.
5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22.6.2001, L 167/10.
53) 그러나 지침의 경우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54)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67: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have

jurisdiction to give preliminary rulings concerning:

(a)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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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는 어떠한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법원들의 해석과

그 유효성에 대한 선결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의 법정에서 지침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유럽사

법재판소에 그에 대한 선결적인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

합 저작권지침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규율하는 요건

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규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법적 요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of the Union;

Where such a question is raised before 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that court or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a decision on the

question is necessary to enable it to give judgment,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thereon.

Where any such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that court or tribunal shall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If such a question is raised in a case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 regard to a person in custod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with the minimum of delay.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

회원국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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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먼저 인용의 대상을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

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아저작물과 같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 출처를 명확하

게 표시해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인 인용의 목적으로는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이라는

것을 예시적 규정으로 들고 있으므로, 비평 또는 논평이라는 목적이 아

니더라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인용되는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는 저작물의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고

인용이라는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한도 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내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조항도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문구가 그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개별 판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럽사법재

판소가 본 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d) 이미 합법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계되고,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

처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특별한 목적에 의

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인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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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의 태도

1. Painer v Standard Verlags GmbH 사건55)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진작가 Painer로, 주로 보

육원이나 아동 돌봄 시설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찍는다. 원고의 작품 중

오스트리아 태생 Natasha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는 그녀가 1998

년에 납치를 당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다. 원고는 이 사진들의 배경을 직

접 디자인하였고 인물의 위치나 표정 등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Natasha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다.

원고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진에 원고의 이름과 사업체 이름을

새겼다. 새긴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모든 작품에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

었다. 원고는 사진 작품들을 타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사진들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가 책정한 사진 작품의 가격은 그 작

품을 복제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위주로 책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문사 5곳

이다56). Natasha는 2006년 납치범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이후 2006년 9월

5일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

은 인터뷰 전에 Natasha에 대한 기사를 출간하였는데, 당시 Natasha의

최신 사진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작품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용한 원고의 작품

에 대한 출처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일부 피고

55) Eva-Maria Painer v Standard VerlagsGmbH, Case C-145/10.
56) 피고들은 Der Standard (독일 일간지), Suddeutsche Zeitung (독일 일간지),

Der Spiegel (독일 주간지), Express (독일 일간지), Bild(독일 일간지, 뮌헨버전

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판매) 이 있다. Bild의 경우 Die Welt라는 오스트리아에

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진행 중인 일간지도 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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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원고의 작품을 이용하여 그때 당시 Natasha의 추정 모습을 만들

어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오스트리아 법원에

제기하였고 오스트리아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는데, 질의사항 중 인용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질의는 EU 저작권지침 인용조항 적용에 있어 인용되는 저작물이 어문저

작물이 아닌 경우 제한을 받는지 여부였으며, 두 번째 질의는 인용 과정

에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조의 적용에 있어 제

한을 받지 않는가였다.

나. 재판소의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3

항 제d호는 본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

지 않다는 점, 본 조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점을 유추할 수 없

다는 점, 본 조의 개념적 기반이 되는 베른협약에서 저작물의 종류에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어문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본 조

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 재판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따라 출처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면 충분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본 조

에 따른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는 추가의견에서 인용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재판소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용이란 제3자의 저작물이 식별 가

능한 수준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복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용되는 저작물은 설명, 비평, 분석 등의 형태로 언급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용저작물을 뒷받침

하거나 그에 대한 평론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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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용도로만 저작물을 이용했

을 뿐이므로 본 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용은 인용되는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끌어

다가 쓰는 것이지만, 사진저작물과 같이 전체를 인용하지 않는 경우 왜

곡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저작물 전체를 인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

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고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에 따른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등 다른 요

건들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2. Pelham v Hutter 사건57)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독일의 전자음악 밴드 Kraftwerk의 구성원인

Ralf Hutter와 Florian Schneider-Esleben으로, 이들은 1977년 ‘Metall

auf Metall’이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는 음악앨범을 발표하였다. 피고

인들은 음악 프로듀서인 Moses Pelham과 Martin Hass로, 독일 힙합 가

수인 Sabrina Setlur의 곡 ‘Nur mir’을 작곡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들은 원고의 음악 ‘Metall auf Metall’의 일부분을 약 2초가량 샘플링하

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고, 피고인들은 독일 저

작권법상 보장된 자유이용이라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는데, 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을 요

청하였다. 질의 중 하나는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57) Moses Pelham, Martin Haas v Ralf Hütter, Florian Schneider-Esleben,

Case C-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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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소의 판단

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질의에 대해 먼저 인용의 목적을 살

펴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먼저 인용의 목적은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행한 샘플링이라는 행

위의 목적은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해 피인용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닌,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피인용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을 쉽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동일

성유지 요건과 출처명시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EU 저작권지침에 따른 공정한 인용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3. Volker Beck v Spiegel Online 사건58)

가. 사실관계59)

이 사건의 원고인 Volker Beck(이하 ‘Beck’)은 1994년부터 독일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하원의원을 지내기 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비폭력적인 성행위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동시

에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독일 형법 제176조의

폐지에는 반대하는 15면짜리 원고를 작성한 바 있다. 이 글은 한 출판사

가 1988년에「소아 성애 콤플렉스」라는 제목의 책에 수록하였는데, 그

58) Spiegel Online GmbH v Volker Beck, Case C-516/17.
59) 김혜성, “유럽사법재판소,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

용에 해당한다”, 저작권동향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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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 사건의 원고의 제목이 소폭 변경되고 문장 하나도 약간 축

약되었다.60) Beck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책에 수록된 원고의 내

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자 Beck은 이 원고와 거리를 두기 시

작했다.

이후 2013년 이 원고가 하인리히 볼 재단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고,

동년 9월 연방선거 후보가 발표되면서 Beck은 해당 원고가「소아 성애

콤플렉스」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그 제목과 내용이 무단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원고와 책에 수록된 원고를 여러 신문 편집자들에게 제공

하였다. 그러나 Beck은 이를 공표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자

신의 웹사이트에 ‘나는 이 기고와 관련이 없다. Beck’이라는 문구를 책에

수록된 원고의 각 페이지에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Beck은 이 사

건의 책에 수록된 원고의 각 페이지들에는 ‘이 문서의 출판은 허락된 것

이 아니고 출판자의 편집에 의해 무단 변조되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

하였다.

이에 Spiegel Online(이하 ‘Spiegel)은 실제로 Beck의 원고가 문제의

책에 수록될 때 출판업자에 의해 바뀌지 않았음에도 Beck이 대중을 수

년간 오도해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Beck의 원고와「소아 성

애 콤플렉스」에 수록된 원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Beck의 개인 홈

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이에 Beck은 Spiegel이 자

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Beck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Spiegel 은 독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요청하였는데, 선결 판결 요

청사항에 대한 질의 중에는 EU 저작권지침상 인용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61)도 포함되었다.

60) 해당 원고는 출판사의 책에 수록되는 과정에서“급진적 주장에 대한 개혁주

의적 각성-성(범죄) 정책의 현실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탄원”에서 “형법 개정?

성 정책의 현실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탄원”으로 변경되었다.
61) 삽입이나 각주의 형태로 인용된 저작물 또는 그 일부가 불가분하게 새로운

문서에 통합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문서와 별개로 PDF 파일을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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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소의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먼저 인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판소에 따

르면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의 경우 인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 인용의 본질

적인 특징은 저작권자 외의 이용자가 주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의 타당함

을 입증하거나, 저작물과 이용자의 주장을 비교할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

용하거나 이를 발췌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62) 본 조에서는 저작

물을 인용할 때 해당 저작물 자체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

로, 재판소는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도

인용의 한 종류로 보았다.

Ⅳ. 정리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결 판결을 한 세 가지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EU 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인용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용의 목적을 비평, 평론, 설명 등을 하기 위해 인용저작

물에 다른 저작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용이 이루어지

는 맥락은 보도, 교육, 연구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재판소는 인용 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EU 저작권지침 자체가 법적 확

실성과 유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63) 그럼에도 불구하

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면, EU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제d호의 인용 목적을 위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62) 김혜성, “유럽사법재판소,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

용에 해당한다”, 저작권동향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8면.
63) Martin, R.F.Senftleben, “Quotations, Parody and Fair Use”,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University of Amsterdam, 2012, 390면.



- 50 -

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은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에 영

향을 미치므로 위에서 살펴본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소결

독일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

당 저작물의 이용이 인용 목적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법원은 대체로 인용의 목적을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를 인용하는 저

작물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는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

로 내적으로 결부된 관계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저작물을 인용하는 목적을 비평,

평론, 설명 등을 하기 위해 인용저작물 내에 다른 저작물을 끌어다가 쓰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인용의 행위를 다른 저작물을

인용저작물에 끌어다가 쓰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목적으로 인용되었는지, 그것을 공정한 인용 목

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신설된 인용조항을 적용한 판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

나,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법원은 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용조항이 적용되려면 인용의 행위

가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하는데, 영국 저작권법 가이드라인은 인용에 따

른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와 인용된 분량을 위주로 공정한 인용

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인용에 관

한 조항을 추가한 것은 철저히 인용에 관한 사항만을 판단하기 위함으

로, 이를 확대해석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유럽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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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판단할 때, 각국 법원은 그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는

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용의 목적은 인용저작

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비평 등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

로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

용의 목적을 더 넓게 정의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와는 차이가

있는 점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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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제1절 의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개별적 조항을 통해서 규정

하고 있다. 그중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용이란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다가 쓰는 행위를 말한다.64) 이를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물의

인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다가 쓰는 행위를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나타나는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배

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므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함은 해당 저작물의 독

창적인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본 조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65),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64)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6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

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

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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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사

익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학문과 예술의 발전은 선

행 작품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비교·검토하고 이를 비판 및 평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타인의 저작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

배적인 견해이다.66)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의 요건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추상적인 문구들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오늘날까지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조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는 공정이용 사건에 대해 권리 제한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나,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그 요건과 적용 범위 등을 수정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제28조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안하는 것에 있는 만큼, 이 장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으로서의 인용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상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고 관련

판례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

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개정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 방

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28조와 공정이용 일반조항 간

의 관계를 검토해보는 것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발견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한 판례는 공

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통해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인해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를 살펴본다.

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6)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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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요건의 검토

Ⅰ. 공표된 저작물일 것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었을 것을 그 요건

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만 본 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는 본 조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을뿐더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67)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저작물의 공표 여부 외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공표된 저작

물이기만 하면 저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 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 공표의 개념은 저작권법 제2조 제25항68)에 따라 공중에게

공개되거나 발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중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32항69)

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한다. 나아가 발행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

24항70)에 따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6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

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

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

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공표

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

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68)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25항: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69)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32항: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0)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24항: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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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련 판례 1: 토플 시험문제 사건71)

이 사건에서는 영어능력시험인 토플(TOEFL)시험의 관리자인 피고가

이미 시행된 시험 문제들을 입수하여 해설과 함께 문제집을 발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인 토플시험 시행사는 피고에 대하여 공표권 및 저

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행위가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

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원고의 공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제한된 범위의 응

시생만 시험을 치렀다는 점과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

고 시험 종료 후 회수한 사실만으로는 시험문제가 공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

조 제32항에서 공중은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시험문제

의 복제물을 수험생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3항72)에

따른 배포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시험문제를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4항에 따

른 발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봤을 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건의 시험

문제가 공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가 있다.73)

2. 관련 판례 2: 족보닷컴 사건74)

이 사건은 원고인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1)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72)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23항: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

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3)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89-690면.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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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피고인 족보닷컴 운영자가 자료화한 후 유상으로 판매하여 저

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의 공

표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시험문제가 학교 내부 구성원인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시험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

하지 않았으므로 공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시험문제를 배포한 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과 앞서 살펴본 토플문제 사건과의 차이점은 저작물의 회수 여

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회수 여부의 차이는 대여와 양도의 차이일 뿐이

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공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가 있다.75) 살피건대, 양도와 대여 모두 저작권법 제2조 제23

항에 따라 배포로 볼 수 있으므로, 회수 여부를 공표의 요건으로 본 두

사건의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생각된다.

Ⅱ. 인용의 목적일 것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본 조는 인용의 목적을 보도·비평·

교육·연구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네 가지 목적 외 다른 목적으

로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공정한 인용이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

는 목적이어야 할 것이며, 인용하는 자가 단순히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거나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 가

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한 인용

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76) 나아가 저작물의 인용의 정당한 근

75)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89면.
76) Ibid, 6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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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창작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자체로서 제시하여 이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그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유이용을 인정하여 문화발전

에 기여하는 것에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비평의 대상, 자기 견해의

확증 혹은 참조용으로서 제시하는 것 등과 같이 자신의 표현물 가운데

타인의 저작물을 그 자체로서 제시하는 목적을 인용의 목적으로 정의하

는 견해가 있다.77) 이를 위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

작물 간 내적인 결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인용의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본 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

다. 본 조에 예시적 규정으로 나열된 네 가지의 인용 목적도 반드시 비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국책기관이나 대학에서 진

행하는 연구의 경우 비영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우가 많을 것이

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경우 대부분 영리적인 목적에서 진행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서 행해지는 교

육은 비영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설학원에서 출판하는 참고서적 등

의 경우는 영리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작물의

인용에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할 수 있

을 것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좁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 판례 1: 대학 입시용 문제집 사건78)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연세대학교, 고

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 문제를 피고

가 출판한 대학 입시용 문제집에 그대로 실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77) 김정완,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 한국기업법학회, 2011, 445면.
7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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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고인 각 대학 총장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

장하였고, 피고는 그 행위가 대학 진학지도라는 교육의 목적을 위한 것

이라는 점과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가 이 사건의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Ⅰ 9.9%, 수학Ⅱ 9.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라고 주장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제28조에 따른 인용의 목적을 위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행위가 문제집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개별 문제를 만들기 위해 대학 본고사 문제를 일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 부

분 늘릴 수 있었으며,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를 공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공정한 인용이 반드시

비영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인용일 경우

비영리적일 때에 비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

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일 것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

작물 간의 주종관계 성립 여부를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주종관계란 인용되는 저작물이 원저작물

에 대해 종(從)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다. 주종관계 요건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전부 고려한다.

주종관계의 양적인 측면은 저작권법 개정 전과 후가 그 요건이 다르

다. 개정 전 구 저작권법79)에서는 저작물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만

79) 대한민국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비침해행위) 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

음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를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② 자기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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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물을

전부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정당한

범위 내라는 요건만 있을 뿐 일부 인용만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저작물을 전부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저작물을 전부 인용하지 않으면 그 목

적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학술논문이나 소설, 영화

와 같은 저작물의 경우 일부만 인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사진이나 짧은 시 같은 경우는 그 전부를 인용하지 않으면 인용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일부만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작물을

훼손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저작물 전체가 인용

되더라도 공정한 인용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지

배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80) 다만 이 경우 지나치게 좋은 화질과 크

기 등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 인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주종관계의 양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주종관계의 원칙상 인용저작물이 주된 위치에 있고 피인

용저작물이 종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하므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더라

도 원저작물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져야 한다. 반대로 피인용저작물

은 인용된 부분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가 있지 못하며 인용저작물과의

연관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존재의의가 있어야 한다. 인용저작물과 피

인용저작물에 대한 가치판단은 주관적 영역에 일정 부분 머무르기 때문

에 결국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용

저작물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피인용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상당한 정

도로 감소한다거나 인용저작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된 이유가 저작자

작물중에 정당한 범위내에 있어서 절록인용하는 것.
80)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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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술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 저작물에 인용된 타인의 저작 부분

때문이라면 인용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인용이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지를 질적 주종관계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

다.81)

인용에 관한 최근의 우리 판례는 정당한 범위 요건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 시작하면

서82) 주종관계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추가로 고려되는 요소로는 ① 인용의 목적, ② 저작물의 성

질, ③ 인용된 내용과 분량, ④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⑤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그리고 ⑥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이

있다. 먼저 인용의 목적이라고 함은 본 조에 규정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열거된 네 가지 예시적 규정 외에도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

상발전과 부합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저작물

의 성질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저작물의 종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용의 내용과 분량은 본 조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일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는 뒤에서 살펴볼 인용이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은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을 감

상용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생각을 말

하는 것으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고려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83)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용의 행위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인데, 그 이유는 실제

로 인용이라는 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의 수요를 많은 부분에서 대체하는

81) Ibid, 411면.
82)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92면.
83) Ibid, 6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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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은 저작물의 인용에 따른 원저작

물의 수요 대체 여부를 큰 비중으로 살펴보았다.

Ⅳ.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의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요건은 주로 인용의 방법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다룬다. 본

요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① 인용된 부분이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 중

에서 어느 부분인지 명료하게 구별될 것, ② 인용의 출처를 명시할 것,

그리고 ③ 수정이나 개작이 아닐 것 등 세 가지가 충족될 것을 요구한

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저작물을 인용하려면 먼저 인용되는 저작물

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이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저

작물의 형태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의

경우 인용된 부분에 따옴표를 붙인다든지 다른 글꼴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으로 구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영상저

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인용된 부분의 화면 한 부분에 인용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를 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

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는 공정

한 인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4)

나아가 본 요건에 합치되는 인용은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85)에 따라

인용된 부분에 대한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저작권법

제138조 제2항86)에 따라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다만 이 요건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5가합64823.
85)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

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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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명시적인 저작권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 요건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저작재산권 제

한 사유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87) 그러나 출처명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공정한 관행

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 경우 출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공정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88)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출

처명시의무를 공정한 관행의 요건으로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중

요한 고려 요소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9)

마지막으로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수정해서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

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 제36조90)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제36조 제1항은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작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28조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작물 인용

의 경우 제36조 제2항에 따른 번역 이용만 허용된다.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를 요약해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상존한다. 이를 긍정하는

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87)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프리컴, 2007, 157면; 황적인·정순

희·최현호, 「저작권법」, 법문사, 1990, 301면;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

영사, 2017, 566~567면.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97면에서

재인용.
88) 박성호,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한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220면.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97면에서 재인용.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513706.
90)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

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4조, 제26

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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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내용이 장황하여 요약이 필요

한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요약을 통한 인용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경

우 불편을 초래하여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이루어졌다는 사

실만 명확히 밝히면 부분적으로 요약인용을 허용하는 것이 제28조의 취

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91) 반면 요약인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요약은 개작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제28조에 의한 인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년 공정

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요약인용의 허용 여부는 이제 공정

이용 일반조항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2)

생각건대, 인용되는 저작물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인용해야 하는 경

우 요약인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부분이 복제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을 단편적으로 다수 인용하는 것보다 저작물을 요

약하여 인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 하에 요약인용을 허용하는 것이 제28조의 취지를 충분히 살

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Ⅴ. 제28조와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구분된 이원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제2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대체

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제28조

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용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

91)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15면.
92)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6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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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 제28조는 저작물의 인용

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이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여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과 같이 제28조의 적용에 있어 주종관계 기준뿐만 아니

라 새로운 공정이용의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처명

시의무의 위반이라는 한 가지 사유의 지나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

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출처명시의무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 판

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만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으나93), 현행법상 저작인격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적극적으로 그 출처를 명시해주는 것이 올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저작물을 수정해서 인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8조에 대해 인용되는 저

작물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제28조와 동일성유지권은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나아가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94)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일성유

93) Ibid, 697면.
94)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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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요약인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데, 우리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5) 따

라서 우리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저작인격권을 침

해하지 않도록 출처명시의무를 공정한 관행에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약인용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제28조와 제35조의5 공정이용 일반조항과의 관계

2011년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저작권법에도 개방형 구조의

저작권 제한 규정인 현행법상 제35조의5 공정이용 일반조항96)이 도입되

었다. 본 조의 도입 이전 우리 법원은 제28조의 해석에 있어 직·간접적

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97)가 제시하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고,

한 판례98)에서는 제28조를 마치 공정이용 일반조항인 것처럼 풀이하기

도 하였다.99) 그러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양 규정 사이에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8조와 공정이용 일반조

항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도입을 두고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에 회의적

인 견해가 모두 존재하였다.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에

따르면,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이 우리 저작

권법 입법 당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넓은 범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가합83852.
96) 각주 7번 참고.
97) 각주 6번 참고.
9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99)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

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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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정 이래 권리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측면으

로 개정되어온 우리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권리자 측면으로 지나치게 기

울어 있는 상태의 균형을 맞출 추로서 일정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다.100)

또한 성문 규정의 개념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으며,

빈번한 법률 개정 작업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

다.101) 반면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도입하게 되면 오랫동안 한국이 터를

잡아온 대륙법계 저작권법 조항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와102)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 공정이용 항변의 남용에 따른 법원 부담

가중, 그리고 저작권 보호 위축 등의 단점도 지적되었다.103) 실제로 공정

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기 전,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된 대학 본고사

입시 문제 판결 등을 사실상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법리가 원용된 것이라

고 이해한 다음 이를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의 하나

로 삼은 견해도 있다.104)

저작권법 제28조의 핵심 부분이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있는 까닭

에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는 본 조가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

해왔다는 것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

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된 오늘날에는 제28조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

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

출되지 않았다.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잘 구성하여 규정하고 인용에 관한

100) 서계원, “공정이용 법리(fair use)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

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1(4), 2010, 169-172면.
101)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80면.
102) 박익환, “공정이용조항의 도입논의”, 디지털재산법연구, 세창출판사, 2007,

166-167면.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

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193면에서 재인용.
103)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80면.
104) 박익환, “공정이용조항의 도입논의”,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4호,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7, 26~29면.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148면 각주

37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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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개별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입법 정책상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105) 이를 위해서는 제28조

의 해석의 범위를 논하기보다는 제28조를 구성하는 추상적 규정들에 대

한 고민과 함께, 이를 더욱 명확한 언어와 구조로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후술되는 판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판례는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의 저작권법 제28조에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주종관계

를 전제로 한 ‘삽입형’ 인용만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달리 공정이용 일

반조항은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는 이용태양이 가능하다는 것, 즉 ‘전유

형’ 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106)

법 조문을 더욱 명확한 언어와 구조로 개정할 수 있다면 법 해석에 있어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

권법 제28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제3절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의 제28조 해석론

Ⅰ. 일본 잡지 누드사진 게재 사건107)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일본 광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제51

호에 이 사건의 원고가 제작한 사진저작물 11점이 원고의 동의하에 ‘한

국으로부터의 누드, 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는

데, 이를 국내 한 잡지사가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105)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제3판)」, 박영사, 2020, 482면.
106)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

19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148-149면.
10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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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으로 둔갑’이라는 제목하에 무단으로 전재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

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하면서 현행법상 제28

조에 해당하는 개정 전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진저작물이 수록된 기사 2면

중 사진을 제외한 해설기사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마

저도 플래쉬 잡지의 해설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인용저작

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의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

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종관계 요건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 중 인용의 정당한 범위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주종관계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사건인 것

에 그 의의가 있다.108)

Ⅱ.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109)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핵물리학자 이휘소」라는 소설의 편저자이고, 피

고인들은 원고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을 모델로 한 소설인「무궁화꽃이

108)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

28조 및 제30조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19(3), 한국정보법학회, 2015, 137면.
109) 서울고등법원 1997. 7. 9. 선고 96나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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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었습니다」의 저자와 그 책의 발행인이다. 원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발행하면서 자신의 책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

며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소설을 집

필하는 데 있어서 원고의 작품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공정

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부분을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인용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

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

정되어야 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

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용된 부분을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할 수 있

어야 하며,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소설「무궁화꽃이 피었습

니다」 총 854면 중 원고의 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은 약 10면 정도에 불

과하여 극히 일부분일 뿐 아니라 소설 구성상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용하였고, 인용된 부분과 창작 부분 사이의 행을 비우는 방법 등으로

인용된 부분이 창작 부분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종관계 요건과 명료구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의 소설은 1992년 7월 10일 제5판이 나온 후

신청인 스스로 이를 절판하여 그 이후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들의 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

았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이 공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판단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주종관계 요건과 명료구분성 요건을 살펴보는 것

에 더해, 인용으로 인해 원저작물의 수요가 대체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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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판결은 법원이 주종관계만을 공정한 인용의 성립 요건으로 검토

하였던 일본 잡지 누드사진 게재 사건과는 달리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 요건 중 하나인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

에서 주목할만하다.

Ⅲ. 썸네일 이미지 사건110)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인 사진작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임대

및 게시를 목적으로 자신의 사진저작물을 올렸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이를 썸네일이미지111) 형태로 변환한 후 포

털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

었다. 주식회사 B는 검색서비스 제공업체 C와 종합 검색서비스 제공계

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업체 C는 주식회사 B에 사이트, 웹문

서, 뉴스, 이미지 등의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이 중 이미지

검색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

지를 무작위로 검색 및 수집하여 필요한 이미지들을 가져와 해상도를 낮

추고 크기를 작게 축소한 썸네일이미지로 축소·변환시킨 후, 원본 이미

지는 삭제하고 썸네일이미지만 저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포털

이용자들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작품 31점도 썸네일이

미지로 변환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자인 사

진작가 A는 주식회사 B 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 등은 이를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라고 항변하였다.

11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111) 썸네일이란 그래픽 파일의 이미지를 소형화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

터넷에서는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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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1심112)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

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113)에서는 썸네일이미지로 게시된 사진 작품들이 원고의 개인 홈페이

지에 이미 공표된 점,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

적이 더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

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었을 뿐 원고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

하기 위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썸네일이미지의 크기가 원본과 비교해서 훨씬

작고 그 화질도 원본보다 현저히 낮아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썸네일이미지가 원고의 홈페이지

로 링크됨으로써 이용자들이 결국 원고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만큼 피

고가 원고의 사진을 제공한 것이 원고의 작품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

나 원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 어려

운 점, 그리고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원

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

단이 옳은 것으로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법적 요건의 검토

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표가 되어 있었

다는 점을 들어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제28조의 첫 번째 요건

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썸네일이미지를 공중에 제공한 주된 목적

은 더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고정1061.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노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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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목록화하여 이용자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인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 썸네일이미지를 제공한 목적이 위치정보의 제공에 있는 만큼

상업적인 성격을 부차적인 점, 썸네일이미지는 원본보다 크기가 훨씬 작

고 해상도도 현저히 낮아 원본 대신 감상이 어려운 점, 검색엔진이 제공

한 위치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이 사건의 사진 원본을 찾을 수 있고 이

는 오히려 피고의 작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

위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은 피고의 행위가 검색엔진 사용자들에게 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인용저작물과 피

인용저작물 간의 주종관계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고 종합적인 고려만을

통해 공정한 인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인용의 주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엄격하게 보자면 인

용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애당초 인용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114)

Ⅳ. 스타 UCC 사건115)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방송사업자 SBS는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

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

기자 이순재가 이 사건 영화 “대괴수 용가리”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SBS는 이 사건의 영화의 저

114)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

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192면.
1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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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자 허락 없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약 3분 정도 방영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2.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

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

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

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

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

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

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

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

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

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행위는 공정이용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의 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는 영리적 목적을 공정한 인용 여부의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의 하

나로 고려한 사례인데, 영리적 목적 여부는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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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손담비씨 노래 사건117)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2009년 원고의 다섯 살 된 딸이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

‘미쳤어’의 후렴구 일부분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원고가 촬영한 53

초 분량의 동영상을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이

노래를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던 피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의 동영상이 이 사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며 네이버에 원고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네이버는 원고의 동영상을 임시 게시중단 조치를 한 후 원고의 재게시요

청에 대하여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라

고 주장하며 피고의 게시중단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8조는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기존 저

작물의 인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저작물의 합리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

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제28조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

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

116)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713-714면.
1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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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경위를 봤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제

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딸이 이 사건의 저작물을 불완전

한 방법으로 가창한 점, 전체 저작물 74마디 중 인용된 부분은 약 7~8마

디에 불과한 점, 따라서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춰봤을 때 원저작물에 대

한 시장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 그리고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

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원고의 행위는 정

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종관계 외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정한 인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저작권법을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적용하면 저작권자의 실질

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영역에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하고 저작권법 제28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 적절

한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118)

Ⅵ.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전 우리 법원은 제28조 인용조항을 적

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

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인용조항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은 1990년대 초반

의 경우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주종관계 성립 여부와 명료구

분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에 들어

서는 미국식 공정이용 조항의 특색을 폭넓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별 조항을 통해 저작권 제한을 규정하는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기존

118)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2, 7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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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는 경우라도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는 제28조의 신축적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

단에 일임해야 하고, 사안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불러올 여지를 줄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표3]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 저작권법 제28조 판단기준

번호 사 건 공정한 인용 판단기준
1 일본잡지 누드사진 게재 사건 주종관계
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주종관계, 명료구분성, 원저작물 수요 대체
3 썸네일이미지 사건 종합적 고려
4 스타 UCC 사건 원저작물 수요 대체
5 손담비씨 노래 사건 종합적 고려

제4절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 제28조 해석론

Ⅰ. 리프레놀 사건119)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외국회사 A로부터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에서 추출되는

리프레놀 오일을 수입하는 한국회사 B가 리프레놀 상품을 판매하기 위

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슬관절 및 퇴

행성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

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기관 C의 임상 연구논문을 임

의로 복제한 후 첨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논문은 외국회사 A의 종전 거래처였던 회사

D가 위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연구기관 C에 작성을 의뢰한 것이었는데,

11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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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A와 회사 D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회사 B가 이를 수입하게 되

었고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

건의 논문을 임의로 복제하고 첨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

분은 회사 B의 행위를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리프레놀 상품 판매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

터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논문 전체를 복제하여 제출한 것은 첨부

한 논문이 작성된 목적과 같으므로 이는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가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

서에 첨부하였다는 점, 그리고 논문 복제 행위가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

권자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3. 법적 요건의 검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인용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

서에 첨부한 행위는 인용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는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첨부하였을 뿐,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를 공정한

인용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의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제한 것은 정당한 범

위 내의 인용일 것이라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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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문을 제외한 상품 판매 허가신청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범위

요건의 질적인 측면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경우 타인의 저작물만 있고 피고 자신의 저작물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주종관계의 양적인 측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된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지도 살펴보았다. 법원은 피고의 논문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인용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

지 않았다는 점, 논문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었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를 공

정한 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판매 허가

신청서 자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종관계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 Be the Reds 사건120)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Be the Reds!’라는 응원

문구를 도안화한 도안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사

진저작권자들과 사진 작품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사진의 임대 및 판매를

중개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홈페

이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의 도안이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당해 사진 작

12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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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도안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

하므로 이를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대

법원은 이를 부수적 이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도안이 이 사건에서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복제가 성립했을 경우 제28조에

근거한 항변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들을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사진들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들의 행위에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들었으므로 이를 인용이

아닌 단순히 대체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저작물이 원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문제의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여

저작권자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3. 법적 요건의 검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대체

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의 목

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어

야 한다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종관계 성립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저작물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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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

므로 원고의 도안과 피고인의 사진저작물 사이에 주종관계가 양적인 측

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사진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저

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용의 목

적 달성 여부, 주종관계 요건 성립 여부, 그리고 원저작물의 시장수요 대

체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Ⅲ. 메가스터디 사건121)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메가스터디

(이하 ‘메가스터디’)가 교과서, 문제집 등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주

식회사 창비(이하 ‘창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창비는

출판하는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해당 교재에 대한 출판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년 2월 17일 메가스터디와 일부 교재를 메

가스터디 동영상 강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

였다. 본 이용계약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창

비가 제공하는 교재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사용하기로 하

였으며, 창비는 그에 대한 계약금과 러닝개런티122)를 받기로 하였다.

계약기간 만료 후 메가스터디는 창비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에서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재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메가스터디가 계속해서 창비

교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수

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122) 러닝개런티란 계약금과 별도로 흥행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지급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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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인데, 이에 창비는 메가스터디의 저작권 침

해 행위를 문제 삼았다. 메가스터디는 이를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

정한 인용 또는 공정이용 일반조항123)이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

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항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 중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그리고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와 동시에 인용의 정당한 범위

는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

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한

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주종관계 성립

여부와 함께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

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메가스터디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법적 요건의 검토

먼저 법원은 메가스터디의 동영상 강의 제작 행위는 교육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로부터 가입비와 수강

료 등을 받고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의 허락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았다.

123) 당시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었으나 현재는 제35조의5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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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법원은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가 창비의 교재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발췌하여 낭독하거나 판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

다는 점과 교재 거의 전 부분을 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적 주종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또한 국어라는 교과의 특성상 교과

서 또는 문제집에 수록된 지문 등의 내용 자체가 강의에 있어 중요한 의

의와 역할을 가진다는 점, 인용된 창비 교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으로는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질적 주

종관계의 성립도 부정하였다. 즉 법원은 창비 교재가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가 창비 교재의 수요를 대체하

는지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의 동영상 강의는 메가스터디 서

버에 저장되어 일정 기간 계속해서 수강생들에게 제공된다는 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제공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

고 동영상 강의를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창비 교재의

저작권자가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 부

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창비 교재와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 간에 주

종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과 메가스터디 강의가 창비 교재의 시장수요

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메가스터디의 행위는 저

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미네르바 비방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과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인터넷 논객으로 유

명했던 B모 씨로, 2008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내 게시판인 ‘아고

라’에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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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글과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

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글 등 2편의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B모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하

여 유포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

인들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모 씨가 사실은 가짜 미네

르바라는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변호사의 보좌역이었던 P모 씨가 청와

대, 검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P모 씨가 사건 의뢰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등

의 내용 등을 담은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인터넷 사이트 Z에 ‘AA’라는 메뉴를 만들어 연번 1번 ‘AB’부터

연번 278번 ‘AC’까지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피해자의 글 278개

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

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게

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

았으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의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진짜 미네르바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타인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목적으로,

나아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의도로 게시

판에 글을 올렸고, 또한 게시판에 게시한 대부분의 글의 원본을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자의 묵시적 이용허락 또는 저작

권 포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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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항변에 대하여 1심 법원124)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려면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

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

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

원은 피고인의 인용조항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항소심125)에서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위 글을

올린 목적으로 경제 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타인으로 하

여금 자신의 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쓴 글에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생성, 복제물의 배포, 전시를 금

지하는 문구가 없었음은 물론 복제 등에 글쓴이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

구하는 문구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여 일반인들이 별도로 검색할 필요 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126)은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

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인터넷에 이 사건에서의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해당 글들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해당 글들을 복제·전파

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이에 파기환송심127)에서는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인용조항 항변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0고단3699.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2454.
12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1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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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게시물들을 모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한 행위에

는 인용저작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피인용저작

물이 해당 법리에서 인정하는 부종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였다.

이 사건에서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범위 요건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인용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에 주종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다.

Ⅴ. 전통주 강의교재 사건128)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2009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 사단법인

산하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통주 교육을 위해 전통주 강의교재 총 3권

을 작성·발행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는 2009년에 위 사단법인에 이사로

가입하였고, 동년에 제1기 전통주 교육에 수강생으로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에 H라는 책을 저작하여 동년 10월 25일에 발행하였는데, 이

책이 원고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저

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책이 원고

의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며, 설령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

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저작권법 소정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사단법인이

그 저작권자이거나 원고의 강의교재 작성에 참여한 피고를 비롯한 참여

구성원들의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또한 피고의 서적과

원고의 교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거

나, 사건 발생 당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있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가합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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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

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피고의 서적 중 원고의 강의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작

성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용조항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인용저작물이 피인용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만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

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

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

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피고의 서적을 작성 및 출판한 것은

전통주 제조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목적이 일부 가

미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는 피고의 서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그 이용의 근본적인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비영

리적인 교육 목적으로 원고의 강의교재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는 점, ② 피고의 서적에서의 원

고의 강의교재 중 인용된 부분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계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바, 피고는 이러한 인용 방

법으로 피고의 서적을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앞서 본 영리적·상업적 이용

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부

분에 원고의 강의교재를 인용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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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의 서적으로 인하여 원고의 강의교재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수요

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주

종관계 요건과 종합적 고려를 모두 요구하였으며, 종합적 고려에 있어서

는 인용 행위로 인한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

다.

Ⅵ. 통일토크 콘서트 동영상 사건129)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디지털방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로서, 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및 유튜브에 올려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당시 H모 씨와 S모 씨가 전

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인 통일토크 콘서트 영상을 촬영하였

다. 그러나 2014년 한 보수단체가 H모 씨와 S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가 제작한 인터넷 방송

진행 및 통일토크 콘서트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H

모 씨와 S모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로, S모

씨와 H모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S모 씨와 H모 씨가 문제가 된

인터넷 방송과 통일토크 콘서트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

였다는 내용 및 수사 진행 내용에 관한 뉴스프로그램 또는 S모 씨와 H

모 씨의 북한 관련 발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방

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영상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5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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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하였는

데, 그중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에 해당한다는 항변도 있었다. 피

고들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의 영상을 송출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인용조항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작한 일부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에 주종관계가 성립

하는지와, 원고의 저작물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

요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인용된 저작물의 출처가 표시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법원은 공정한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프로그

램들의 경우 인용된 부분이 피고의 프로그램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하게 될 정도이므

로, 인용된 저작물이 이를 인용한 피고의 프로그램에 대해 부종적 성질

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문제가 된 피고들

의 프로그램은 원고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

였기 때문에, 이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문제의 프로그램에서는 인용된 원고의 동영상이 큰 비중

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용 정도가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

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

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에 주종관계가 성립하는지, 인용의 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대체되는지, 그리고 인용된 부분의 출

처가 명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즉 주종관계 요건과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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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Ⅶ.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를 적극적으

로 해석하여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면,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 판례는 제28조

의 해석을 이전과 비교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제28조의 해석에 있어 여전히 주종관계 외에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있는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제28조의 추상적인 요건으로부터 오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라고 생각한다.

[표4]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 저작권법 제28조 판단기준

순번 사 건 공정한 인용 판단기준
1 리프레놀 사건 인용 목적, 주종관계, 시장대체
2 Be the Reds 사건 인용 목적, 주종관계, 시장대체
3 메가스터디 사건 주종관계, 시장대체, 종합적 고려
4 미네르바 비방 사건 주종관계
5 전통주 강의교재 사건 주종관계, 시장대체
6 통일토크 콘서트 동영상 사건 주종관계, 시장대체, 출처표시

제5절 소결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해왔던 제28조 인

용조항은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그 요건의 해석 범위가 이전

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28조

의 법적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이용 일반조항과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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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핵심 부분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에 그 해석

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

최근의 판례의 경우도 주종관계 요건과 함께 제반 요소들을 함께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인용의 목적에 대한 법

원의 해석이다.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

으므로, 우리 법원은 저작물을 인용한 목적이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지

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경우 인용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용의 목적을 지나치게 넓게 보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요건보다

인용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91 -

제4장 대안의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추

상적인 문구로 표현된 까닭에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전까지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도 제28조와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

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제28조가 적용된 가장 최근의 우리 판례130)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아직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기 위해

공정이용 일반조항과 같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양 조항 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28조

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제28조에 의한 공정한 인용이 성립되기 위한 주된 요건으로는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일 것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요건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반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는 상황에서 양 조

항 간의 중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제28조의 요건 중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한 부분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31)

이 연구는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연구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로 고

려하는 요건으로는 그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영국, 유럽연합

130) 본 논문 76-88면 참고.
131)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

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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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인용의 행위를 다른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끌어다가 쓰는 행

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용의 목적으로는 자신의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인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비평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참

고자료로 이용하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의

경우 저작물의 인용이 공정한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인용이라는 행위가 맞

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용의 개념적 정의로부터 인용의 목적을 도출한 연구132)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인용이라는 행위는 다음 여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인용이라는 명사는 인용의 행위 또는 인용의 행위에 따른 결과

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인용이란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용이란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인용의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서 인용하

고자 하는 부분이 복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용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말을 끌어다가 쓰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음악

또는 예술의 맥락에서 인용이란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이용된 구절, 곡조,

또는 사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인용된 저작물과 이를 인용한 저작

물이 같은 종류의 저작물일 것으로 간주된다.

위 여섯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보면, 인용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미

에서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를 복제하여 끌어다가 쓰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의 종류와 그 이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것도 상황

에 따라 인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연구

에 따르면 저작물의 인용은 인용되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복제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의미만 온전히 전달된다면 간접인용과 같이 소

폭의 변경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132) J. Parkin, “The copyright quotation exception: not fair use by another

name”, 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2019,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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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저작물의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인용 행위라

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인용의 목적

은 자신의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비평하는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과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이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하며, 인용되는 저작물은

이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우리 법

원의 태도와는 다르다. 우리 법원의 경우 인용이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

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의 목적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용의 행위가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예술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이 있는지 등을 위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제28조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용이라는 행

위 자체를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저작물에 끌어다가 쓰는 것

으로 한정하고, 인용의 목적도 자신의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타인의 저

작물을 비평할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를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제28조의 적용 범위 축소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

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인용의 행위를 저작권법 내에서 특정하지 않

고 있음에도 인용을 주동사로 놓고 있으며, 인용의 목적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는 제28조의 주동사를

인용보다는 저작권법 내에서 그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들로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인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를 복제하고, 이를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 등 세 가지를 인용조항의

주동사로 규정하는 것이 본 조의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더욱 유용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용의 목적도 1차적으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이

를 인용하는 저작물을 뒷받침하거나 인용되는 저작물을 비평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제28조의 해석을 축소하는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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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따라서 인용의 행위와 목적 등이 성립된 것을 확인한 이후 인

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는지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제28조의 해석의 범위를 좁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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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

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공정

이용 일반조항의 신설은 공정이용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개별 규정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체

계상 보호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와 중첩

되는 현상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국내 학계에서 꾸

준히 제기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외국 법령상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의 요건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자세히

살펴봤던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

리나라와 같이 저작권의 제한을 개별 조항을 통해 규정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지향점을 설정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 요건으

로 문제의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8조의 해석에

있어 주종관계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형식적인 검토에 머무를 뿐 실제로 이용되는 저작물이 인용의 목적을 위

해서 이용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상황에서 독일, 영국, 유럽연합의 사례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과

해석이 공정이용 일반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려면 1차

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인용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용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규정을 통해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해오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 96 -

포괄적 규정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되면서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해

결할 수 없었던 공정이용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조항들과 형

식과 그 해석상 상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다. 이 연구가 향후 저작권법 제28조 개정 시 참고될 수 있기를 희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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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on Fair Use

- A Comparative Study on Quotation
Clauses of Germany, U.K., European

Union, and Korea -

Kim, Youngsung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a detailed list

of copyright exception clauses since it was first enacted in January

1957. Each clause stipulates different types of copyright exceptions

that restrict the exercise of copyrights unlike the U.S. Copyright Law

which has the general clause of copyright exception which is applied

flexibly on a case-by-case basis. Yet, a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legislate for even more details, Korea’s Copyright Act had to r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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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abstract concepts, and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se

concepts on a case-by-case basis.

Among copyright exception clauses, Article 28 of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relies

on abstract expressions such as ‘fair scope’ and ‘fair practice’ as a

key part of the clause. For this reason, Article 28 has been relatively

easy to apply on cases that do not have any applicable copyright

exception clauses but that are sufficiently worth protecting as fair

use. However, with an introduction of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in

2011, the need to redu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has

risen among Korean legal academia.

Article 28 is very similar to that of Japanese quotation clause, as

the Copyright Act of Japan had an immense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The fact that Korea’s initial precedents show

that the courts demanded very similar criteria for quotation as a fair

use as Japan confirms this fact. Not only Japanese Copyright Act but

also the U.S. Copyright Law has increase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as well. In the mid to late 1990s, courts

started to conside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to determine whether a work is quoted as a fair

use. This shows that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ctually acting to some extent as a general clause for

fair us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in

2011.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n fair

use, cases worth protecting as a fair use but with no applicable

copyright restrictions can now be treated as fair us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today and to reduce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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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tractness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as well as the

need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8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l clause of fair use are topics that have

been addressed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However,

discussions are often concluded to the extent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and its interpretation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Regrettably, no specific measures have been proposed

until today. Moreover, there is virtually no comparative studies of

quotation clause of foreign countries that delve into how quotations

as fair use are t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ws and

precedents of cases of foreign coutries regarding quotation as fair use

and to carefully think about a future direction for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This study aims to set the direction of Article 28 of

our Copyright Act by looking at the cases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deal with copyright

restrictions through individual clauses like Korea.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clarifying an applicable criteria

for quotation as fair use.

keywords : Quotation of Copyrighted works, Fair use of

Copyright works, Quotation Clause of German Copyright Act,

Quotation Clause of UK Copyright Act, Quotation Clause of EU

Copyright Directive

Student Number : 2015-2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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