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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 년에 제정되어서 기타 선진국에 비하면 그 입법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이러하게 중국이 뒤늦게 저작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그

역사적인 원인과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법률은 규범의

범주로 사회적 토대가 국가의지로서 표현된 것이지만 중국에서 저작권 제도는

그러한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

방의 압력에 의하여 입법이 되다 보니 중국 저작권법은 중국 내부 사회를 적절

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국제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도로 하는 최소한의 규

정들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하게 저작권법 입법 초기 중국 사회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풍요롭지 못하다 보니 저작권 관련

산업의 보호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

으로 제정하고 WTO 를 가입하게 되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문화생활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국민들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계기로 저작권의 보호, 저작자들

에 대한 존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날

로 증가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제도의 취지는 단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公益)을 위한 이용이라는 공유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널리 이

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화, 예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사회

의 규제는 저작권 보호에만 집중되고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의 저작권법과 관련

법원의 실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공정이용 관련한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보니 중국 법원에서는 국제조약으로 규정된 ‘3 단계 테스트’, 미국 저작권법

규정인 ‘공정이용 4 요소’ 혹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논리인 ‘변형적 이용’ 

등 다양한 근거로 판결을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국 저작권법의 법적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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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상

이용한 경우로,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제한하

는 것이므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정이용 판단 기준

이 명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중국의 전반 저작권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정이용에 관련한 제도를 소개하고 중국 법원의 에서 구체적인 실무

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도출된 문제점을 열거하

고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이유를 정리하면서 중국 상

황에 부합되는 공정이용 관련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주요어: 중국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저작권의 제한, 제 3 차 개정, 3 단

계 테스트

학 번: 2013-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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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서설

본 논문은 중국
1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

만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을 다루는 것은 다소 이질감이 있다. 그 이유

는 본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용어의 유래

가 영국에서 ‘공정요약법리(fair abridgment doctrine)’에 기원으로 두고 미국에서

발전되고 형성된 것으로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롯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반

면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작

권자의 입장에서 표명된 용어인 ‘권리의 제한’으로 표현되면서 구체적이고 한정

적인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국의 법계는 중국의 전통적인 법률문화와 대륙법

계와 사회주의법계를 흡수한 중화법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이러한 부분은 중국 저작

권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중국 저작권법 제 2 장 제 4 절에서도 ‘권리의 제한(權

利的限制)’이라는 표제 아래에 저작권이 제한되는 13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교과서나, 논문 혹은 중국의 실무에서는 ‘권리의 제한’이라는

용어보다 ‘合理使用(합리사용)’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언급되며, 중국의 최고인민

                            
1 본 논문에서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중국대륙(中

國大陸) 지역을 의미한다.

2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구 소련의 법을 많이 받아들였

다. 예컨대 중국 저작권법 도입과 관련하여 1951 년 중국 국가출판총서는 중국 중앙행정부서인 정

무원(政務院, 현 국무원) 문화교육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1928 년의 구 소련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그 당시 출판업계가 ‘해적판’의 침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판물저작권보장잠행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해당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 이른바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여 해당

초안은 결국 실시되지 못하였다. 沈仁幹, 有關中國著作權法制定的回顧, 中國知識產權年鑒, 2000, 

第 176-177 頁。 한편 구 소련은 사회주의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였으나 원래 대륙법계의 국가였으

므로 이러한 대륙법계의 요소들은 상당히 간직하고 있다. 중국 법률의 경우 ‘공산주의’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법계는 중국의 전통적인 법률문화, 대륙법계와

사회주의법계를 흡수한 ‘중화법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8, 133 면. 張柏峰主編，中國的司法制度，法律出版社, 2000, 第 1 頁。 崔國斌， ‘知識產權法官造

法批判’，中國法學，2006 年，第 145 頁。 李琛, ‘論我國著作權法修訂中“合理使用”的立法技術’，知識

產權，2013 年第一期，第 1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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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지방의 고급인민법원의 지침이나 공고에서도 ‘합리사용’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공정이용’, ‘合理使用(합

리사용)’ ‘fair use’를 포함하여 관련된 용어의 기본 개념부터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중국의 저작권 제도, 이론 및 사례들을 한글로 작성한 것

으로, 가독성 부분과 번역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한국의 대법원 판례가 한정적 개별 조항으로 열거된 저작재산권에 대

한 제한을 ‘자유이용’으로,3 미국식 포괄적인 일반 조항인 ‘fair use’를 ‘공정이용’

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것과는 달리,4 중국의 경우 90 년 이래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실무나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합리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 함

은 한국에서 ‘자유이용’과 ‘공정이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6

                            
3 이러한 예시로는 대법원 1990. 10.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 도

10786 판결, 대법원 1997. 11.25. 선고 97 도 227 판결이다. 

4 이러한 예시로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 도 5835 판결이다. 

5 중국에서 ‘合理使用(합리사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강

학상 혹은 법원의 판결,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하여 중국

의 저작권법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예컨대 Li Chen(李琛)교수는 ‘합리사용(合理使用)’이라는 용어

는 미국 저작권법상 ‘fair use’의 번역으로 중국의 이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응당

‘自由使用(자유사용)’ 혹은 ‘自由無償使用(자유무상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Wang Qing(王清)교수와 Wang qian(王迁)는 ‘fair’이라는 용어가 내포된 의미와 사용 목

적과 결과 등을 해석하면 ‘合理使用(합리사용)’ 대신에 응당 ‘공평사용(公平使用)이나, 공정사용(公

正使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i Mingde(李明德) 교수는 미국에서 유래된 ‘fair use’

의 번역인 ‘합리사용’ 대신에 대륙법계의 ‘권리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合理使用(합리사용)’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중국 학자들도 중국의

학계에서나 법원의 실무적으로 이미 ‘合理使用(합리사용)’이라는 용어를 일반개념으로 인정하고 통

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미 통용된 관습으로 되었으므로 해당 용어에 대한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李琛, “論我國著作權法修訂中’合理使用’的立法技術”，知識產

權，2013年第 1期，第 12頁; 王清, 著作權限制制度比較研究，人民出版社，2007，第 163-166 頁; 王

迁著, 知识产权法教程，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年，第 209 頁；季卫东, “网络化社会的戏仿与公平

竞争—关于著作权制度设计的比较分析”, 中国法学, 2006 年, 第 3 期，第 17 页; 李明德, “兩大法系背

景下的作品保護制度”, 知識產權, 2020 年第 7 期, 第 12 頁。

6 논 논문에서는 중국의 ‘合理使用(합리사용)’을 ‘공정이용’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合理使用(합리사용)’과 ‘공정이용’은 모두 ‘fair use’ 한자와 한글의 번역으로 그 출처가 동일하다는

점, ②가령 중국 우한동(吳漢東)교수의 저서 「無形財產權基本問題研究」(第三版) 역본인 「무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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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게 상술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을 ‘유형별 공정이용’으로 하고, 미국식 ‘fair use’ 규정을 ‘포괄적 공정이용’이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사실 문리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의

제한’이란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된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공정이용’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타인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의미

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국의 학계 8 에서나 법원의 지침 및 판결문 9 에서는 ‘사용(使用)’이나

‘이용(利用)’에 대하여 그 차이를 표명하고 있지 않고 혼용하면서 별도로 구별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물의 활용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使用(사

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용’

이라 표현하므로 이러한 중국의 번역문에 있어서 한국식 ‘이용’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번역된

용어와 한국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 제 4 장 제 1 항과 제 2 항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번역한다.10

                            

권론」과 같이 기존 중국의 제도를 번역한 저서에서도 ‘공정이용’으로 번역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

였다. 

7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400 면.

8 가령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를 다룬 吳漢東교수의 저서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에서도 ‘이용’과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이 없이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대부분 저작권법

관련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 중국의 판결문에서도 ‘사용’과 ‘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령 ‘3

단계 테스트’의 중국 국내법 입법을 통하여 법규정에서는 ‘使用(사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一中民初字第 1321 号 판결문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된 저작물이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利用)과 충돌하지 아니고 또한 불합리

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며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때의 용어를 “이용(利用)’으로 표현하였다.
10 가령 자작인격권을 예로 든다면 저작인격권에 관한 입법례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한국 저작권법 제 2 장 제 3 절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세 가지 권리

를 인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에 發表權, 署名權, 保護作品完整權, 修

改權 등 4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發表權’을 공표권, ‘署名權’을 성명표시권으로, ‘保護作品完

整權’을 동일성유지권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修改權’의 경우, 한국 저작권법 제 58 조의 2 제 1 항과

같이 수정증감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배

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의한 제한된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 중국 법상 ‘修改權’을 직역하여 ‘수정

권’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기 위하여 ‘중국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혹은

‘중국 법에 근거한 공표권’ 등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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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내포된 지식

이나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와 과학 등 산업 발전에

대한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11 이는 한국 저작권법의 목적과 유사하

다.12 이러한 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법은 단순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

적 측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관

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13 한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이 보유한 저작물을 이

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소

유권과 달리 아무런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은 권리가 아니며, 가해지는 권리의

제한은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성질에서 비롯된 사회의 내부적 환경에 따

라 정해진다. 

즉 저작권이 향유되는 대부분 창작물들은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

의 토대에 의해 창작된 것이므로 저작물은 문화적 재산으로서 가능한 많은 사

람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

서 저작권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

를 제한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널리 이용되게 하는 것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14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

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을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증가시켜 이용의욕 저하 및 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창작을 막게 되므로 결국

은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초적인 목적조차도 달성하

                            
11 중국 저작권법 제 1 조 문학∙예술 및 과학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물질 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

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12 한국 저작권법 제1 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谢琳, “论著作权合理使用的扩展适用—回归以市场为中心的判定路径”, 中山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7 年第 4 期, 163 頁。

14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제 4 판, 박영사, 2005, 328 면; 윤경, 저작권법, 육법사, 2005, 4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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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15 이처럼 저작권의 사익 보호적 측면은 사회

대중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접근하는 권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익보장

의 측면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법률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후반인 늦은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구

체적으로 살펴 보면 1978 년 중국공산당 제 11 기 중앙위원회 제 3 차회의에서 대

내 개혁, 대외 개방(이하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중국의 시장을 개방하면

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기본질서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법, 

행정, 사법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보호가 추진되었으며 1982 년 상표법, 1985

년 특허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0 년에 이르러서 첫16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공포

하였다.

이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도입되었으나 점차 중국 사회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비약적 경제 성장에 따른 정신 문화고양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국민들이 이용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령 영화, 게임, 음악 등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가 증가되면서 문화산업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의 2019 년 중국 저

작권 관련 사업 조사 연구에 의하면 2019년 중국 판권 산업규모는 7.32조 위안

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하여 10.34% 증가하였는데 전체 GDP 의 7.39%에 해당

한다.17 이는 중국 드라마 라이센싱의 가격에서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2006 년

에서 2017 년 10 년까지 7200 배가 넘게 상승하였다.18 가령 2007 년, 2008 년 중

국 드라마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 ‘금혼(金婚)’, ‘사병투급(士兵突擊)’ 의

경우 1 화당 가격은 각각 4,000 위안, 3,000 위안 이었으나, 2009 년 인기 드라마

인 ‘나의 팀장 나의 팀(我的團長我的團)’의 경우 가격은 20,000 위안이었고, 2011

                            
15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397 면;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전게서, 328

면; 윤경, 전게서, 449-450 면; 사법연수원, 저작권법Ⅰ, 2004, 205 면.

16 일반적으로 중국의 첫 번째 근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을 1910 년 청나라 시기에 제정된 「대

청저작권율(大清著作權律)」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첫 저작권법이라 함은 1949 년 10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래 첫 저작권법임을 뜻한다. 

17 중국 판권국 사이트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558/353539.shtml 

(마지막 방문일: 2021.5.12.)

18 https://k.sina.cn/article_2054853403_7a7a931b00100m2bt.html?from=ent&subch=tv(마지막 방

문일: 2021.06.29) 비록 단순 가격만으로는 중국의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아졌다고 판단

할 수가 없지만 가격의 상승은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을 보여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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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궁(宮)2’의 경우 1,850,000 위안이고, ‘태평공주밀사(太平公主秘史)’의 경우

2,000,000위안이며, 2019년의 ‘막후지왕(幕後之王)’의 경우에는 13,500,000위안으

로 상승하였다.19

또한 2016 년에 중국 SNS 에서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우리는 그 동안 주성

치(周星馳)에게 영화표를 빚지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주걸륜(周杰倫)에게 콘

서트 티켓을 빚지고 있다’ 등의 해시태그 운동은 기존에 이른바 ‘해적판’을 구매

하거나 시청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자아 비판으로 해석되며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들에 의

한 공정한 이용은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가 되는데 저작권 보호의 차원에서 초

점을 맞추다 보면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20 그렇

다고 현실적으로 다만 중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중국의 공정

이용 제도의 입법적 격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과 관련된 제도는 이미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유사하게 엄격한 한정 열거방

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입법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제한이 엄격하

게 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1990 년에 반포된 첫 저작권법21에 대하여

2001 년 및 2010 년(이하 2010 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구 저작권법’) 2 차례 개

정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개정이며 자국의 내부적인 수요에 의해 진행된 개정은 아주 제한적이었다.22 그

후 2020 년 11 월 11 일에 반포한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이하 ‘현행 저작권법’ 혹

                            
19 https://lmtw.com/mzw/content/detail/id/186138/keyword_id/-1(마지막 방문일: 2021.06.29)
20 이러한 부분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08 년 제출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2888, 변재일 의원이 2008 년 12 월 5 일 제안(대표발의)하여 2008 년 12 월 31 일 회

부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잘 보여 주는데, 공정이용 조항 검토부분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상 제 23 조부터 제 35 조에서 저작권의 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을 두는 것

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

고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윈회,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2, 67-68

면.

21 본 논문에 있어서 중국의 법령 명칭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가령 저작권법의 경우 그

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으로 되어 있지만, ‘중화인민

공화국’ 등 부분을 삭제하고 ‘중국의’ 등 형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고, 일부 특정 경우에만 정식

명칭으로 하였다.

22 가령 2010 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2007 년 중미지식재산분쟁으로 비롯되어서 극히 일부 조항만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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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정 저작권법’)하였는데,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에 진행된 저작권법의 개정

과는 달리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에 의하여 개정이 되었다고 평가된다.23 하지만

제 3 차 개정에 있어서도 그 개정 정도는 대대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24 개정 저

작권법은 유형별 공정이용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개정으

로는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에 대한 한정적으로 열거방식에서 “저작물의 정상

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존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25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명확하게 하였다.26 또한 유형별 공정이용의 정황을 기존 12 가지에서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는 제 13 번째 상황을 추가하여 새로운 저작

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에도 입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 ‘폐쇄형’에서 ‘반폐쇄형’으로 변화된 것

이라고 중국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27 여기서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규정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

된 해석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본 논문은 2011 년부터 2020 년 12 월까지 중국에서 저작권법상 관련하

여 공개된 사건 및 기타 리딩 케이스를 포함한 총 70 여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설계를 벗어나, ‘3

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4 요소’, ‘변형적 이용’ 등 다양한 기준으로 새로운 저작물

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이러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발달과 함께 디지털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한정

적인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 규정으로는 다양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를 포

섭하기 어렵게 되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균형유지가 입법적

으로 미흡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급기야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

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고스란히 중국의 법원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23 吳漢東, “著作權法第三次修改的背景、體例和重點”, 法商研究, 2012, 第 3-4 頁。

2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4 장 제 3 절 3 부분 참조.

25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1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

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 된다.

26 해당 규정은 국제조약에서 규정된 이른바 ‘3 단계 테스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중국에

서 저작권법 하위 법령인 실시조례에 입법하였다가 제 3 차 개정에서 법률 조항으로 명확하게 하

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4 장 제 4 절 4 부분 참고.

27 王洪友, “論作品合理使用制度立法模式重構——兼評我國「著作權法」的兩份修改草案”, 理論與改革，

2013.4，第 187 頁, 刘明江, “著作權合理使用一般條款與特別條款關係研究”, 電子知識產權, 2016.6,

第 54 頁。

28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5 장 제 3 절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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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중국 법원들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명확

한 규정의 부재로 서로 다양한 해석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공정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와 통일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

로 인하여 저작권법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한다.

특히 현재 중국의 사법 실무에서는 기존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개인방송, 동영상 혹은 쇼트클립(short clip)29시장 등 새로운 시장 영역에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장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기존의 저작권법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저작권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

으나 기존 중국의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적용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연구 범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저작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는 법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현재 중

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

며 저작권법상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조약 등에서도 ‘저

작권의 제한과 예외’라 명명하여 규정하고 있다.30 본 논문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앞서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관한 연구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정이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도 한다.31

                            
29 쇼트클립이라 함은 짧은 재생시간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양옥

빈, 유장, 임성준, “중국 쇼트클립산업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3권 2호, 34-35면.

30 저작권에 대한 ‘제한(limitation)’과 ‘예외(exception)’에 관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이 ‘저작권의 제

한’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대륙법계 국가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의 예외’를 사용하며 ‘제한과 예외’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의 저작권 제도를 망라하

는 통칭이라는 견해(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511면. 張陳果, “解讀’三部檢驗法’與’合

理使用’–「著作權法(修訂審稿)第43條研究」”, 環球法律評論, 2016年第5期, 第6頁)와 저작권 예

외(exception)라 함은 저작권자에게 애초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 시 보상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와 저작권 제한(limitation)이라 함은 저작권자에게 배

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나 일정한 경우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대신 이에 대한 법적인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견해(박유선, “저작권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14년 봄호, 139면.) 등이 있다.

31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67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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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광의: 타인의 저작물을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② 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③ 협의: 광의의 이용 중 법정허락 제도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③경우인 법정허락을 포함하지 않은 등 협의의 공정이용

을 구 저작권법상 제 22 조, 현행 저작권법상 제 24 조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공정이용에 대한 연구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본질

적으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포섭 대상의 성

격이 이질적이어서 포괄적인 논리로 정리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 있

어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판결32이 대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33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우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구체적인 소송 사례에 있어서

                            
32 중국의 사법판결에서도 성명표시권 등 인격권의 공정이용을 다룬 판결이 존재한다. 가령 중국

에서 대학입시시험에서 사용된 만화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다룬 사건인 北京市海淀区(2007)海

民初字第 26273号 판결의 경우에는 ①대학입시시험 중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만화 저작자

의 성명 등 정보는 시험생의 소중한 시간이 사용된다는 점, ②만화 저작자의 성명 등 정보는 만

화의 내용과 시험의 취지와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로 시험생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로 시

험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는 점, ③외국의 기타 사례에서도 만화 평론에 사용된 만화에 대하여

성명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성명표시권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판

단한 바가 있다. 참고로 중국 저작권법의 경우 한국 저작권법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이

공정이용으로 명시되지 않으므로, 본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 22 조 제 7 항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

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대입시험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北京市海淀区(2007)海民初字第

26273 号 판결 참조.

33 이 부분에 대하여 첨언하면 중국의 저작권법의 경우 한국과 달리(한국 저작권법 제 38 조) 해당

공정이용제도가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부분 공정이용에 관한 저서로, 가령 吳文東교수의 저서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第三版)” 혹은

왕칭(王清) 교수의 저서 “著作權限制制度的比較研究”에는 공정이용제도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도

임을 당연시 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정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

다. 특히 공정이용은 공중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새로운 작품의 기회를 창조하는 등

저작재산권의 범주로 인식하면서 저작인격권에 대한 부분에는 회의적이다. 李慶寶、張艷, “對我國

著作權合理使用制度的反思,” 知識產權, 2013, 第七期, 第 47-48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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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범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비록 중국의 경우 저작

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으로도 보호가 되지만,34 본 논문의 취

지와 지면상의 제한으로 저작권 관련 사례에 있어서 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

룬다.  

제 3 절 연구의 목적

앞 절에서 살펴 보았지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

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이용이라 함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

법상 이익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창작물 중에 완전한 의

미의 새로운 창작물이라기 보다 대부분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의 기초

를 토대로 창작되며, 저작물은 사회의 문화적 재산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활용되어야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를 통해 사회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공익적인 목적과 상충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도

모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 발달과 디지털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한정

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다양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를 포섭하

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균형유지가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실지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35 특

히 중국의 경우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중국의 저작권법상

입법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3 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4 요소’, ‘변형적 이용’ 등 다

양한 기준으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법원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주체가 되

는 법원과 구체적인 법률 사이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는 낡은 저

                            
34 2020 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공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 검찰기관에서 제기한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은 5874 건이며 그 중 저작권 관련 사건은 292 건으로 약 5.3% 차지한다. 

http://news.jcrb.com/jsxw/2021/202104/t20210426_2274397.html(마지막 방문일: 2021.11.14)

35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판결에 대하여 전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미국의 경우도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전체 저작권법에서 제일 골칫거리인 문제”라고 언급하였다(The most 

troublesome in the whole law of copyright.)”. 이 부분에 대해서는 Dellar v. Samuel Goldwyn, Inc, 

104 F.2d 661, 662(2d Cir. 19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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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 제도와 일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출발된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법관은 저작

권법의 원칙, 원리 및 목적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

지 않은 무상 이용한 경우로,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

으로 실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히 판결해야 한다. 특히 공정이용

과 관련하여 일관된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적절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이용 습관이

굳어짐에 따라 이러한 습관을 뒤집고자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제도

와 판결들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입법적

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국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에 발맞추

어 저작권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미래 저작권 환경의 바람직

한 방향 마련을 위한 중국 내 이론적 논의를 출발하는 계기 또한 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 사법

실무에서 실제 진행한 판결을 정리 요약하여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

한 한국 기업에 대하여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실무적인 참고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2012 년 전후부터 공개된 모든 공정이용 관

련 사건들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는바, 중국 공정이용을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한

첫 한글 논문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중국 저

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작권법 역사와 관련된 규정 및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제안을 짚어 보는 시

론적 논문으로 저작인격권, 법정허락, 등 관련된 쟁점을 모두 포섭하지 못한 부

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제 2 장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기본 이론

본 논문은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러므로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16 세기 송나라 시기에 활

자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판권(版權)이라는 용어를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기

록되어 있으나, 이 시기에 오늘날 저작권법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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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의 학계에서는 다툼이 있다.36 다만 현행 중국의 저작권법

은 자체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국제 조약의 준수, 선진국들의 요구와 내부

개혁의 필요로 외부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법을 도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즉 중국의 저작권법은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형성

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도입된 법 제도로, 중국의 저작

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에서의 저작권법 기원과 그 발전 및 그

내면에 포함된 철학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파악하면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발

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copyright)’로 파악하

여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7

중국은 저작권법을 도입한 후발국가로 대표적인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양대 저

작권법계가 중국 저작권법의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지만, 저작권의 성

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공정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저작권 및 공정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대 저작권법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한 작업이다. 아래에서는 양대 저작권법의 기원과 발전양상을 통해 그

내면의 철학적 근거와 제도상의 차이점들을 살펴 본다. 

제 1 절 저작권법의 탄생과 철학적 이론

1. 영미법계의 저작권법

가. 영미법계 저작권법의 탄생

영국은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을 제정한 국가로 첫 번째 저작권법이라고

                            
36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거 중국의 경우 저작권법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수 설이지만, 가령 대표적으로 정청스(鄭成思)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송나

라 시기에 저작권법과 유사한 제도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 4 장 제 2 절 1 부분 참조. 

37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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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앤 여왕법38의 탄생 과정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39 활자인쇄술이 등장한 초기 영국의 출판업자들은 자율적인 규범(Guild 

rules)에 의해 무단복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전으로 작품의

대량 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작품으로부터 커다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상품으

로 변화됨으로써 ‘무형적 소유권’으로 불리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

다.40 또한 왕정에 도전하는 내용의 서적이 범람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사전검열과 왕실 재정 확충을 꾀하기 위하여 단일한 출판업조합(Stationers’ 

Company)에게 출판과 무허가 출판물 폐기처분이 가능한 인쇄특권제도(the 

Licensing Act)를 부여하였다.41

하지만 이러한 공생관계는 저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공중의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 시민 의식이 성숙되면서 사전검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검열과 독점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국의 소설가 존 밀턴(John Milton)이 검열절차를 거치지 않고

1644 년에 “아레오파기티카: 검열되지 않는 출판의 자유를 위한 호소

(Areopagitica: A Speech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를 출판하면서 이

러한 특권의 철폐와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강력하게 호소한 사건이다.42 비록 이

러한 밀턴의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주장은 언론∙출판의 자

유에 대한 관심을 촉발 시킨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였고 나중에 사전검열을 허

용하는 이러한 인쇄특권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영국 의회의 인쇄특

권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기존의 이른바 ‘불법 해적판’에 대한 보호를 잃게 되면

                            
38 본 법의 공식명칭은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제한된

기간 동안 출판서적의 사본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사본의 매수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

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당시 여왕의 이름을 빌려 이 법을 ‘The Statute of Anne(앤 여

왕법)’이라고 하였다.

39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 26 호, 2008, 257-258 면. 鄭成思, 版權法, 中國人

民大學出版社, 1997, 第 7-12 頁。

40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25 면.

41 부연하면 1469년 베니스공국의 특권부여가 최초로 통치자들은 특정 인쇄업자에 대하여 상업적

형태의 독점출판을 위한 특권을 주고 그에 상응하여 인쇄업자는 통치자의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

열의 요구를 따르게 된다. 영국에서 왕이 최초로 인쇄출판업자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1504 년

William Facques 를 “King’s Printer”로 지정한 것이고, 1557 년에는 “Stationers’ Company”에게 특권

이 부여되었다. 남형두, 전게논문, 253 면, 布拉德∙谢尔曼、莱昂内尔∙本特利, 金海军译, 现代知识产权

法的演进——英国的历程（1760-1911），北京大学出版社 2006，第 12 页。

42 Mark Rose, The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Copyright: Areopagitica, the Stationer’s 

Company, and the Statute of Anne, Privilege and Property Essays on the History of Copyright, Open 

Book Publishers, 2013, pp72-77.



14

서 서적출판인쇄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43 그리하여 서적출판조합은

그들의 전통적 특권을 영속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입법청원을 진행했고, 

이와 반대로 인쇄특권을 받지 못한 소위 ‘해적출판사’는 공익을 근거로 특권제

도를 폐지하여 이미 출판된 모든 책을 자유로이 재 출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인쇄특권제도 폐지에 따른 출판계 혼란을 해결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저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

키기 위해 1710 년 앤 여왕법을 제정하였다.44

앤 여왕법은 기존의 국가와 출판조합의 독점적, 억압적 공생관계를 답습하

지 않았고 출판물의 전파를 통한 배움의 격려를 강조하여 작가와 일반 공중에

게 무게중심을 분산하였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에 작가, 출판업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45 앤 여왕법은 저작자로부터 원고를 구입한 자에

게 14 년간 책 출판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후에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하며 기존 서적출판조합의 모든 독점권은 폐지가 되었으며 처음으

로 저작자에게 해당 서적에 대한 무형 재산권을 인정하였다.46 이러한 앤 여왕

법은 서적출판조합의 견해와 저작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쪽과 해적출판사의

견해와 공익을 고려하는 다른 한쪽의 타협의 산물로 이해된다.47 즉 서적출판조

합과 저작자와 공익으로 ‘대변(代辯)’ 된 해적출판사의 이익 다툼에서 앤 여왕법

                            
43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존 출판업조합은 1557 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칙허장(royal 

charter)을 받아 출판독점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가 칙허의 유효기간이 1695 년에

만료가 되었고, 출판독점과 사상검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정신이 의회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서

영국 의회는 칙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계속법안(Continuation Bill)을 반대하였다. Mark Rose, T

he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Copyright: Areopagitica, the Stationer’s Company, and 

the Statute of Anne, Privilege and Property Essays on the History of Copyright, Open Book P

ublishers, 2013, p83.

44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현암사, 2015, 57 면.

45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제 3 권 제 1 호, 

2010 년, 164 면.

46 이러한 독점권한은 1710 년 앤 여왕법에 의해 제한되었다가 1775 년 The Stationer’s Company 

v. Carnan 판결에서 법원은 왕에게는 인쇄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

여 100 년이 넘게 존재하던 출판특허는 폐지가 되었다. L.R.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1968, pp.105-106, 윤권순, “구텐베르크 활판인쇄기술

발명에 대한 영국사회의 법적 대응 - 영국의 검열법과 저작권법의 역사적 기원 –“, 과학기술과 법

제 6 권 제 2 호, 2015.12, 172 면에서 재인용.

47 Carla Hesse,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 BC to AD 2000 – An Idea in the Balance, edited 

by David Vaver, Intellectual Property, Routledge, 2006, pp.61- 62 면, 남형두, 전게서, 57 면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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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자의 이익을 조율한 것이다.48 이러한 영국의 저작권법은 나중에 미국 저

작권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훗날 저작권법에 관하여 Anglo-

American system 하의 common law 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나. 영미법계 저작권법의 공리주의 전통

앤 여왕법 탄생 후 저작권과 관련된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영국

에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전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49 대륙법계의 자

연권 전통이 주로 철학자들의 논쟁을 거쳐 발전되었다면, 공리주의 이론은 주

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50

영국의 경우 앤 여왕법 제정한 후 오

래지 않아 영국 내 출판사 간의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송은 저작권에

대한 본질과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다투어 졌다.51 Millar v. Taylor 사건52에

서 영국 법원은 서적출판조합 측의 권리를 ‘영속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했다가, 

Donaldson v. Becket 사건53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어 ‘제한된 재산권’만 인

정하기에 이른다. 특히 Donaldson v. Becket 사건은 이후 영국의 공리주의 전통

이 자연권 전통에 대한 우위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일종의 분수령과 같은 판

결이며, 변화된 판결에서 채용된 논거는 공리주의 전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철학

이론이라고 평가된다.54 이러한 법 전통은 영미의 법 이론이 대변되는 대륙법계

                            
48 박준우 교수는 “앤 여왕법의 경우 ‘독점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시장이 성숙한 다음에

제정되었다. 앤 여왕법의 기능은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시장에서 창출된 이윤을 저작자와 영

세 서적상에게 재분배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준우,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

통기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계간 저작권, 2016 여름호, 66 면.

49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 26 호, 2008, 253 면.

50 남형두, 전게서, 85 면.

51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 The Invention of Copyrigh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67-69 면. 남형두, 전게서, 57 면에서 재인용

52 Millar v. Taylor, 4 Burr. 2303, 98 Eng. Rep. 837, 1769.

53 Donaldson v. Becket, 2 Bro. P.C. 129, 1 Eng. Rep. 837, 1774. 보통법상 존속기간이 없이 인정된

출판권이 실정법상의 제한된 존속기간의 저작권과 모순되기 때문에 실정법과 모순되는 한도에서

보통법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254 면 각주 6 참조. 

54 미국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영국의 공리주의적 판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Patterson 교수에 의하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성질에 따라 ①자연권 전통에

가까운 주 저작권법 단계, 저작권의 성질에 대하여 ‘자연권’ 혹은 ‘실정권’ 인식 다툼이 있었던

②헌법제정 단계와 ③연방저작권법 단계, ④저작권을 실정권이라고 인식한 Wheaton v. Peters 

사건 이후의 단계 4 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Wheaton v. Peters 사건 전에 미국의 경우

저작권의 성질에 대하여 ‘자연권’ 혹은 ‘실정권’ 여부의 다툼이 있었으나 Wheaton v. Peters

사건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저작권 저작권법이 부여한 법정권리 임을 명시하여 실정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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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학자들의 연구에서 발전되는 것과는 달리 판례를 중심으로 축적되는

법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55

즉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복제를 금

지하는 권리’로 인식하면서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저작권을 저작물의 생산을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보며, 저

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하지 않은 자료의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위하여 들인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에 나서도록 유인하게 하는 것이다.56

2. 대륙법계의 저작권법

가.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기원

16 세기에서 인쇄특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

랑스의 경우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영국과 다른 점

이라면 프랑스에서 저작권이 태동되는 시기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변화로 시

민계급의 저항은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생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다.57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기존의 출판특허제도는 영국과 달리 완전하고 철

저하게 붕괴되었고 새롭게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제도가 자

리를 잡게 되었다.58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천명되고 각종 특권이 폐지 되면

서 1791 년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랑

스 저작권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에서 출발하

였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다.59 이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는 프랑스 저

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으로 이해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Le Chapelier 의  “저작

자 생각의 결실인 저작물은 모든 형태의 재산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불가침하

                            

확인하였다. 그 후 1909 년 미국 저작권법이 전반적으로 개정 시 Wheaton v. Peters 판결에서

인용된 ‘저작권은 법률에서 창설된 권리’의 법리가 채택하였다.

55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현암사, 2015, 57-58 면.

56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25-26 면.

57 남형두, 전게서, 59 면.

58 內田晉問答式，著作權法，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1979, 4 면,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

사. 2020. 26 면에서 재인용.

59 남형두, 전게서, 5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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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적이다”라는 주장에서 잘 보여준다.60

앤 여왕법이 사적인 복제를 금지하는 법률로 출판자들의 권리에 대한 조율

을 한 것이라면 프랑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은 출판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철

저한 ‘저작자의 권리’로 남게 되었다.61 결국 프랑스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파악하면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발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

타낸다.62 이는 저작자의 정신활동의 산물인 독창적인 창작 그 자체에 대한 가

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록 이러한 가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산은 아니지

만 저작자의 독창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저작재산권을 부여함과 아

울러 일신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이끌어내게 되었다.63 그리하여 대륙

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재산적 권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인격권으로 여겨지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게 취

급되었다.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쇄술의 보급에 이르기까지는 주

로 대학과 수도원에서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방법의 복제가 행하여졌고 이

러한 복제는 매우 특수한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이때

에는 저작권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영국과

유사하게 출판업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출판업자가 가

지는 특권을 일종의 출판소유권 (Verlagseigentums)으로 취급하고 하였는바 이

시기에 작가는 단순 출판을 위하여 출판업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고를

넘길 뿐 특별한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64 그러다가 18 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권론의 영향으로 작가의 권리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

                            
60 Alain Strowel, Droit d'auteur and Copyright: Between History and Nature, Of Authors and 

Origins, 1994, p236. 

61 鄭成思, 版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13 頁。

62 대륙법계 법 전통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적 분신으로 보아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격

적 창작 행위에서 생기며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표현한 그의 일부이고, 저작물의 일생을 통

하여 저작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권리를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라

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며 프랑스 저작권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이베리아(Iberia) 국가들, 그리고 그 영

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 체제를 택하였다. 독일 등 게르만 국가들이나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이 체재를 택하였으나, 프랑스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나름의 독특한 제

도를 발전시켜 왔다.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25 면.

63 배대헌, 지식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그 발전, 지식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 2004, 15 면.

64 Gieseke,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deutschen Urheberrechts”, O. Schwartz, 1957, p

17.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제 3 권 제 1 호, 

2010 년, 169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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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작가는 국가의 수권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창작행위에 의하

여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신적 소유권

(geistiges Eigentum)이라는 개념도 18 세기부터 사용되었다. 이처럼 저작권을

작가의 소유권으로 보는 시각은 18 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착되었다가 19 세기에

들어와서는 저작권의 내용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소유권의 법리가 중요하게

참조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과 당대 뛰어난 법철학가의 영향으로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인식하면서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보기 시작하였다.65 이는 18 세기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저작자의 정신활동의 산물인 독창적 창작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책이라는 물리적 대상과 책 속에 담긴 사고의 표현을 구별한 것이며, 이러한 창

작적 표현은 저작자의 정신활동과 사고의 독창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

여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저작자 개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66 그리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재산적 권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인격권을

비롯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 것이다.

나.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자연권 전통

자연권 전통에 있어서 재산권에 철학적 기초를 놓은 것은 로크(John Locke)

의 노동이론으로 평가된다.67 17 세기 영국 철학자 로크의 노동이론은 영국 기존

존재하였던 검열법의 폐지와 앤 여왕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68 로크의 노

동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노동의 열매를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천부인권의 자

연권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손과 발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노

동의 결과물은 당연히 그 신체의 주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69 즉 소유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6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25 면. 

66 배대헌, 지식재산권의 개념의 형성과 그 발전, 지식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 2004, 15 면. 

67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현암사, 2015.2, 70 면.

68 윤권순, “구텐베르크 활판인쇄기술 발명에 대한 영국사회의 법적 대응”, 과학기술과 법 제 6 권

제 2 호(2015. 12), 192-195 면.

69 로크의 노동이론에 관해서는,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Two Treatise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및 Matthew H. Kramer, 

“ohn Locke and the Origins of Private Proper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of individualism, 

community, and eq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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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70

따라서 저작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일종의 소유권을 가지

는 것으로 여겨지며 저작자 역시 원칙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비록 이러한 로크의 노동이론

은 저작권을 염두로 두고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로크의 노동이론은 프

랑스와 독일의 저작권 철학 이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71 이러한 입

장은 주로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자연권 이론이 팽배하여 있던 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적인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 구성을 논의

하면서 형성되었다.
72

로크의 노동이론 외에도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기

반을 둔 관념철학 이론이 발전되었다. 독일 관념론으로는 대표적으로 헤겔의

인격이론, 칸트의 자유이론 등이 있다.73 헤겔은 재산을 사람과 사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의지가 있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서 구분된다. 개인의 의지는 그 개인의 존재와 세계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실

재성과 유효성의 핵심이며, 스스로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투쟁이 곧 인격이라고

본다. 즉 헤겔에게 재산은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

해되며 따라서 창작자의 아이던티티(identity)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

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을 위하여 창작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칸트는 저작권을

일찍 언급한 철학자로 꼽히며 그는 재산권이 인간 개성의 핵심인 자유에서 출

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저작자의 권리보다는 출판인쇄

업자의 인쇄특권 보호에 중점이 주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무엇

이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로크, 헤겔, 칸트 등의 이론은 지

적재산에 대한 자연권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70 구체적으로 로크는 그의 노동이론으로 일반적인 재산권의 기초를 놓았고, 영국의 철학자인 영

(Edward Young)dl 로크의 노동이론을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직접 적용하였다. 즉 저작권을 자연

권으로 이해하는 노동이론은 로크에서 출발했지만, 디드로, 영, 피히테 등을 거쳐 지적 창작물이

개인의 정신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불가침의 사유재산이라는 저작권의 정당화 이론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현암사, 2015, 72-73 면.

71 남형두, 전게서, 72 면.

72 배대헌, 지식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그 발전, 지식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 2004, 7, 13; 

Peter Jaszi, “Toward a Theory of Copyright: The Metamorphoses of ‘Authorship’”, 1991 Duke L.

J. 1991, p455.

73 헤겔과 칸트의 이론에 대해서는 남형두, 전게서, 79-8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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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

가. 개요

이처럼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복

제를 금지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영미법계와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파악하는 대륙법계 양대 계류가 저작권 발전에 있어서 주도

적 역할을 하였다.
74

저작권에 대한 양대 법계의 상이한 인식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공정

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발전되었는바, 영미법계의 공정이용 제도는 판례

법에 의해 발전된 반면에 대륙법계의 경우 학자들의 논리에 의해 입법의 형식

으로 발전되었다. 예컨대 저작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특히 새로운 이용행위에

의한 경우)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가 우선하게

되고, 특별한 한계와 제외(limitation and exceptions)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저작권을 ‘실정권’으로 보는 경우에

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가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법의 목적과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법은 보호

되는 저작물 자체의 저작물성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한편 공정이용

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별한 정황에만 인정이 되나, 영미법계에서는 저작물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공정이용 규정이 비교적

넓게 적용되는 결론에 이르러, 그 결과에 있어서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나 동일

한 해석을 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75 다만 영미법계 국가

와 대륙법계 국가는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조약이 체결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제조약의

영향으로 영국과 미국 등 국가들도 대륙법계 법 전통의 핵심인 저작인격권을

도입하였고,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제도와 판례들의 영향을 받

았다. 즉 이러한 두 전통은 저작권 분야에서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흐름을 전제로 아래에 거시적 관점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74 우한동저, 동신의, 신혜은, 허려화역, 무형재산권론, 진원사, 2018. 288 면.

75 박익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한제도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1999, 가을호, 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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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양대 법계 규정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1) 저작권의 성격

우선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하여 양대 법계는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저작

권법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을 저작자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저작권의 본질적인 권리로 보고 있지 않다.76 예컨대 미국

의 경우 1790 년에 미국 저작권법 제정 후 상당기간 동안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가 1988 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작예술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

정하였으나,77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78 대륙법계의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부분을 이념으로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

라 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 보호를 중요시하였으며, 저작권법에 공표권, 서명

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가 창작

한 저작물에 저작자의 정신, 감성이 인격화 된 것으로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 승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규정하는 저작권법상의 순서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저

작권법의 경우 대체적으로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을 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먼저 규정한 다음 저작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79

                            
76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338 면.

77 미국 저작권법 제 106 조 A 특정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부분 참조.

78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영미법계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일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지

않지만 이는 기타 법률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가령 1988 년 영국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영국의 프라이버시법, 계약법 등으로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보호하

였으며, 미국의 경우 주법과 연방법률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였다. 李明德, “兩大法系

背景下的作品保護制度”, 知識產權, 2020 年第 7 期, 6 頁, 陶鑫良, “論’署名權’應改為’保護作者身份權’”, 

知識產權, 2020 年第 5 期，20 頁, H.R. Report No. 609, 100th Cong., 2d Session (1988).참조.

79 프랑스의 경우 제 2 장 제 1 절에 성명표시권, 공표권, 철수 및 철회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

작인격권을 규정한 다음 제 2 장에 저작재산권을 규정하였고, 독일의 경우에도 제 4 절 2 부분에 성

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한 다음 제 4절 3부분에 저작재산권

을 규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경우 저작권법 제 2 장에 저작재산권을 규정한 다음 제 4 장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 106 조에서 먼저 저작재산권으로 규정

한 다음, 제 106 조 A 에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와



22

(2) 창작성 기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

기에서 창작물에 대한 보호라 함은 창작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

을 뜻한다고 해석된다.80 이런 부분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유사하다. 요

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 102 조 (b)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

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

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 대

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무역관련 지

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 제 9 조 제 2 항에도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상,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저작권법은 오로지 ‘창작성’만

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이론상으로

나 실제로나 아주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81

한편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저작권 제도 모두 저작물의 표현에 대한 창작

성을 보호하지만 표현의 창작성 부분에 관해서 양대 법계는 일정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창작성의 표준을 기능, 판단 및 노동(skill, judgement 

and labor) 혹은 선택, 판단 및 경험(selection, judgement and experience)에 근

거를 두고 있으며 저작자가 창작함에 있어서 노동, 판단, 기능, 경험 등 요소를

구비하면 창작성의 표준을 만족한다.82 미국의 경우 창작성의 기준은 낮은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83 과거로부터 거슬러서 미국의 판례를 살펴 보면, 광고용 석

판인쇄가 된 서커스 그림에 대해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천재수준의 창작성이나

순수예술로서의 심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아주 사

소한 수준이라도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작품이라면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

                            

유사하게 저작권법 제 10 조 1 항부터 4 항까지 공표권(發表權), 성명표시권(署名權), 수정권(修改權),

동일성유지권(保護作品完整權) 등을 규정한 다음 제 5 항에서 제 17 항까지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80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266 면.

81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 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No.67, 2012, 113 면.

82 Cornish, Lleweli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6t

h edition, 2007, pp.487-489.

83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2018 년 여름호, 45 면.



23

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84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으로 해석되고

있다.85 또한 비디오게임의 화면은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와 다양한 색채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지만, 미국연방항소법원은 기존의 무늬나 표현과 “구별 가능한

차이(a distinguishable variation)”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다.86 그 후 Feist 사

건87에서 기존의 “노력과 자본의 투입 법리”라는 기존의 기준을 버리고 최소한

의 창작성(modicum creativity)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창작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

을 제시해 주었다.88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신, 감성, 인격화 된 것으로 간

주하므로 저작물의 창작성이 영미법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가령 독

일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

격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89

이러한 부분은 컴퓨터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

생하였는데, 높은 표준의 창작성 요구로 인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가령 독일최고법원의 일명 “Inkassaprogram 사건”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래머의 정신, 감정과 인격을 체현하지 못하

여 저작권법상 창작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90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로 유럽연합(EU)은

1991 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 년 5 월 14 일 이사회 지침

91/250/EEC(이하 “컴퓨터프로그램 지침”)”91과 1996 년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 년 3 월 11 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이하 ‘데이

터베이스 지침’)”을 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저작자

자신이 창조(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기준을 제시하였다.92 이러한 창작

                            
84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1903).

85 Ansehl v. Puritan Pharm. Co., 61 F.2d 131, 136 (8th Cir. 1932)

86 Atari Games Corp. v. Oman, 979 F.2d 242 (D.C Cir. 1992).

87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499 U.S. 340 (1991).

88 정상조, “멀티미디어산업과 미국 저작권법”, 계간저작권 1994 년 봄호, 58 면

89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264 면.

90 Grote Van Dale v Romme (1991) Netherland Jur. 608.

91 해당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 년 4 월 23 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에 의해 개정 되었다.

92 가령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 1 조 3 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

로서 독창성을 가지는 경우에 보호한다.”고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 3 조에서는 “이 지침

에 따라, 그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이 저작자의 고유한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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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판단기준은 기존의 ‘정신, 감정, 인격’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이지만 이

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만 한정된 것으로, 기타 저작물에 대한 판

단기준에 대해서는 낮추어진 것이 아니라고 평가된다.93

다.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대륙법계 국가와 같이 저작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강

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타인의 독점적∙배타적 권리 영역 안에 있는가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다른 창작자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복

리의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

겨진다. 반면 영미법계와 같이 공리주의 전통을 근거로 저작권의 실정권적 성격

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사회 전체의 복리를 감소시키는 결과 여부를 판단

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의 부과가 정당화된다.94

이처럼 대륙법계의 국가는 자연권 전통의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적

으로 저작권이라는 독점권을 보호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공정이용이 인정된다.

이러하게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은 유형별 공정이용으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

다.95 이와 반대로 공리주의의 전통을 근거로 저작권을 실정권이라고 보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없이 수평적인 관점

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의 영향과 사안별 종합적

인 요소를 많이 고려한다.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볼 것이

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

하여 저작권을 자연권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러한 이용행위는 당연히 저작권

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미

법계의 공리주의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경우,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이

용행위를 평가하게 되므로 만약 새로운 이용행위에 의한 새로운 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오히려 공정이용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영미법계

                            

그 자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적격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적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93 李明德, “兩大法系背景下的作品保護制度”, 知識產權, 2020 年第 7 期, 第 8-9 頁。

94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8, 62-63 면.

95 중국의 경우도 구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입법 모델을 취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 2 장 제 4 절

‘저작권의 제한’에 한정적 열거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법률

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라고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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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륙법계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모두 권리자와 사용자들의 균형을 조율하는

제도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의 판

단 부분에 있어서 영미법계의 경우는 보다 높은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다.96 또한 공정이용 제도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서로 차이가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법부가 주

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 성문법상 이미 구체적인 정황을

‘고정’하고 있으므로 사법부는 오직 그 구성요건에 대하여 해석과 적용을 통하

여 판결하지만 별도의 정황에 대하여 ‘신설’할 수가 없다.97

제 2 절 저작권법과 기본 원리

1. 저작권법의 목적과 운영 원리

가. 기본 개요

앞에서 저작권법의 탄생과 공리주의에 터잡고 있는 영미법계와 자연권 전

통인 대륙법계 저작권 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 보았다. 다만 이러한 철학적

기초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는 단지 역사적인 것으로서 저작권 제

도의 실제 법 운영은 차이가 있다.98 즉 현실에서 어떠한 국가도 전반적으로 어

느 한 법계에 속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계의 제도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언하

기 어렵다. 특히 저작물에 대한 특성으로 저작권에 대한 단일 국가의 보호만으

로 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조

약의 설립과 발전으로 단일한 법계의 영향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이는 오늘날 양대 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법제도 서로 상대 법계의 영향

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것에서 잘 보여줄 수가 있다.  

                            
96 Paul E. Geller, Must Copyright Be for Ever Caught Between Marketplace and Authorship Norms?, 

in Brad Sherman & Alain Strowel(eds.), Of Authors and Origins: Essays on Copyright Law, Oxford 

University Press,1994, p.159

97 박준석교수에 의하면 전통적인 독일·일본식의 개별적 제한조항이 입법부 혹은 간혹 그 뒤의 실

질적 입법주체인 행정부에게 저작권제한 제도의 운영책임을 맡긴 것이라면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

용 조항은 사법부에게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박준석,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 134 면.

98 Paul Goldstein & P. Bernt Hugenholtz, International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ce,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1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5 판), 한국저작권위원

회, 2014, 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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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기원, 발전 및 그

내면의 철학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어

떻게 규정되고 작동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법의 목

적은 궁극적으로 문화사업과 과학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며 이는 한편으로는 창작자들에게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생산을 하도록 유

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문화적 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 저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 일반 대중

에 의해서 향유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저작자에 의해서 창작된 문화산물이 일반 대중에 전달

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문화적 총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산물이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문화 발전의

순환고리가 완성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부득이

하게 저작물의 이용 또는 일반 대중에 의한 저작물의 향유가 위축된다는 점에

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두 가지

수단이면서도 상호 긴장과 충돌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작의 인센티브

로 주어지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이면서 동시에

창작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의 저작권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99

이러하게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보상의 원칙과, 생성된 저작물을 적절하게 보급하고 전송

하는 공유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저작권법의 탄생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저작권

법의 추상적인 목적과 저작권법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연결하는 중

요한 ‘연결고리’이다.100 저작권자에게는 창작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

                            
99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259 면.

100 부연하면 저작권법의 목적은 자체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들에 의해 작동된다. 다만 법 목적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어려운 반

면에 규칙의 경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이러한 목적과 구체적인 규정들을 연결하는 원리 혹

은 원칙(principle)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장기적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가

령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규정(rules)

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저작권법을 작동하게 하는 원칙들은 대법원(Supreme Court)에 의해

형성되어서 3 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형성하였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법

의 원칙들은 19, 20 세기 저작권법이 발전하면서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제한적 보호

의 원칙, 법적 독점의 원칙, 시장의 원칙, 공정이용의 원칙, 접근권(right of access)에 대한 원칙, 

개인 사용의 원칙, 공익의 원칙 등 다양한 원칙들이 생성되었다가 일부 원칙들은 국회를 통하여

입법 되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L.Ray Paterson, Stanley W.Lindberg,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 The University of Geogia Press, 1991, pp.5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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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상을 해야 하는 한편, 지나친 보상은 오히려 그 이용자들과 창작자 자신들

에게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범위의 설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결

국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리범위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

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이다. 아래에 ‘보상’과 ‘공유’의 조화라

는 저작권 제도의 기본 운영원리를 살펴 보도록 한다. 

나. 저작권법상 양대 원칙

저작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명제는 저작권보호가 창작자에게 창

작활동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상의 원

칙’이라고 불린다.101 즉 저작권 제도는 우선적으로 창작자에게 그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수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보상

의 원칙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 

저작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두 번째 명제는 저작권보호가 일반 대중의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공유의 원칙’이라

고 불린다. 저작권법이 보호 대상으로 되는 그 정보와 지식은 인간의 집합적인

지적 노력을 통하여 전송되고 산출되는 것으로서 분명 배타적 재산으로만 여겨

질 수 없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하는 배

타적인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공익의 목적

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이 가

능해야 한다.
102이러한 관점에서 공유의 원칙을 일관한다면 저작권 보호범위는

좁으면 좁을수록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103

다. 보상과 공유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규칙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창작자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필

요한 정도의 독점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리범위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용자들

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이다. 보상과 공유 사이의 적

                            
101 권영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박영사, 2007, 67 면.

102 蔡明誠, “兩岸著作權法治之比較”, 政大法學評論, 46 期, 第 198 頁。

103 권영준, 전게서, 6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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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경계선이 어디인가 하는 점은 어떠한 곳에 경계선을 설정할 때 사회 전체

의 복리가 최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창작자의 보호로 대변

되는 창작자의 보상과 공익의 관점에서의 이용자에게 공유라는 기본 원리는 전

반 저작권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

권자에게만 부여하는 배타적인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의 성질을 가지

고 있는바 공익의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저작

물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104

<표 1> 보상과 공유의 긴장관계105

다만 저작권에 대한 배타성의 범위는 기타 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저작권의 성격에 나타난 것이며 이는 소유권 등과 같은 민법상의 재산

권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며 같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나 상표와 비교하

여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가령 특허의 경우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

점하며 상표권의 침해가 되려면 ‘상표적 사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으

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식별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통점은 실시나 사용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는 ‘위법성을 적극

적으로 요구하는 수식어’ 가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체계상 일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후의 효력제한사유로서 그 책임을 판단

                            
104 蔡明誠, 前揭文, 第 198 頁。

105 박순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현암사, 2020, 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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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

는 경우 위법성이 일단 추정되고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다룬다.

저작물은 저작자 개인적으로 창작되지만 이와 관련한 선인문화유산의 영향

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물 자체는 국민들의 공통문화재산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바 사회문화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하

므로 공정이용 제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106 이처럼 저작권은 배타성과 공익성

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자와 그 이용자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

로 공정이용 제도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07

다만 이러

한 보상과 공유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은 공정이용 제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기타 구체적인 규칙들과 함께 작용한다. 

<표 2> 보상과 공유의 원칙에서의 비교108

구분 저작자의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상적 기

초

개인주의∙자유주의 단체주의∙공익사상

추구이익 사익 공익

저작권의

성격

절대권(Author’s Rights) 상대권(Copyrights)

궁극적 목

적

창작의 장려 경쟁의 장려

주요 규칙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

작인접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

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물, 공정이용, 법정허

락, 보호기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등

                            
106 尾中普子、久久湊伸一、千野直邦、清水幸雄, “全訂著作法”, 1992 年 6 月 1 日全訂版, 第 74-75

頁。
107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7, 67-73 면. 

108 박순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현암사, 2020, 4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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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 균형을 조율하는 제도들은 저작물성의 판단,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

의 침해 판단, 공정이용 등 부분에 있어서 모두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저작권 보호 범위 설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적 재산으로의 보호와 이용자의 사회적 공익

으로 대표되는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율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 공익에 관

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해결해야 할 중요

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109 즉 저작권은 배타성과 공익성을 모두 포섭

하고 있는 권리로 저작권 제도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작권의 보호범위

는 끊임없이 고민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을 얼마만큼 보호하

고 얼마만큼 공유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저작권의 적정한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저작물성

의 판단, 존속기간, 저작권의 범주, 저작권의 침해, 공정이용 등 부분에 있어

서 모두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110 아래에

서는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다.

가. 저작물성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 확장의 역사이다. 역사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향유 주체,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111 다만 이러한 확장에도 불구

하고 저작권법은 모든 유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대부분 국가

에서 규정된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은 아이디어(idea) 자체가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이다.112 저작물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상과 감정 또는 지식과 정보는 저작권

                            
109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8 면.

110 이와 관련하여 Leval 법관의 경우, 저작물성, 저작권의 침해 및 공정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ard Law Review 1105, 1990, p1109.

111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제 3 권, 제 1

호, 2010.55, 161 면. 

112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26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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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반 공중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된다.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내실 있는 아이디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113 또한 일반적으로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만약 사실 자체에 대하여 보호가 되는 경우 사실에 대한 자

유로운 유통이 제한되고 대중들의 알 권리가 또한 침해되므로 사실 자체는 저

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114 마지막으로 법령, 행정단체의 고시∙공고, 법

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

물은 대부분 국민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여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저작권 침해행위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이러한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범주에

서 논의되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 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복제 등과

같은 특정한 이용 행태에 국한하여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등 개별적 권리를 부

여하는 ‘권리의 다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저작물) 이용’ 전반에 관해서는 이

를테면 ‘저작물 이용권’과 같은 하나의 포괄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가치를 향유하는 모든 이용행위

에 관하여 빠짐없이 독점권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115 따라서 가령

서점에서 단순히 책을 보거나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는 구

체적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도서나 조각상을 파괴 혹은 폐기하는 경

우 이는 민법상 소유권의 한 권능인 처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전통적인 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으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인 해석이다.116

다만 과거와 같이 침해행위유형이 비교적 단순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행위

성에 대한 주장, 입증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금지행위유형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관

                            
113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267 면.

114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ard Law Review 1105, 1990, p1109.

115 박준석, “오픈캡쳐 판결 비판-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7 겨울호, 80 면.

116 부연하면 미술저작물에 대한 철거, 파괴, 폐기 등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456-45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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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를

살펴 보면 한국의 법원은 인터넷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가 있고,117 P2P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음악파일을 저장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저작권법상

배포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118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

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119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된 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범주에서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완전복

제(dead copy)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침해

된 권리를 명시해야 하고, 또한 그 정도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만약 이용자의 저작물 이

용 행위로 인한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저

작권 보호범위의 설정에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제한된 권리이므로 각국의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

라 저작권의 법정 보호기간이 만기 되는 경우 저작물은 자동으로 공공 영역으

로 들어가게 되고 대중은 자유롭게 이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다. 가령 중국 저작권법에서도 보호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117 대법원 2003. 3.25. 선고 2002 다 66946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

터넷 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다.. 

118 해당 사건을 일명 ‘소리바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1 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2.14. 선고

2002 카합 284 판결)에서는 배포권 침해가 긍정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 나21140 판결)에서는 전송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포권 침해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119 서울지방법원 2003.9.30. 자 2003 카합 2114 결정(확정). 법원은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화

하는 것은 변화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

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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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120 이처럼 대부분 나라들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저

작재산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작권의 배타성과

공익성 부분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라. 공정이용

공정이용 제도는 형식상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각 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자

의 권리 행사가 공익적인 목적과 상충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 간

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이다.121

공정이용의 개념에 관하여 중국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공정이용이라 함은 개인의 학습∙연구와 감상의

목적과 교육∙과학∙연구∙종교 혹은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122 ②공정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 시에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것을

말함,123 ③공정이용이라 함은 합법적인 상황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용을

필요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124 ④공정이용이라 함은 학술

                            
120 중국 저작권법 제 21 조는 각종 저작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제 1 항: 개인이 저작자인 경우, 공표권 및 이 법 제 10 조 제 5 호 내지 제 17 호에서 정한

권리(즉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 년으로 하며, 저작자가

사망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본 조 2 항: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저작물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권 및 이 법 제 10 조 제 5 호 내지 제 17 호에서 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

으로 하며, 저작물이 맨 처음 공표된 때부터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다만, 저

작물이 완성된 후 50 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본 조 제3항: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의 경

우, 공표권 및 이 법 제 10 조 제 5 호 내지 제 17 호에서 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 이 맨 처음 공표된 때부터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완성된

후 50 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표 시를 기

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합작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121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399 면.

122 沈仁幹,關於著作權的限制,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講析, 中國國際廣播出版社，1991，第 199 頁。

123 鄭成思,知識產權法通論, 法律出版社，1986, 第 124 頁。

124 段瑞林,知識產權法概論, 光明日報出版社, 1988，第 28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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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예술의 평가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적당한 인용

과 복제를 말함,125 ⑤공정이용이라 함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복제하는 것을 말함126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저작권자는 이

용허락, 양도 등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때 양수인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으며 비로서 합법

적으로 해당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외관상 저작물에 대한 양상으로 보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약정이다.

이는 공정이용도 마찬가지이다. 즉 공정이용의 대상은 이용된 저작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저작재산권)이다.

이러한 공정이용의 개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의 용어 정의에는 다음과 같

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정이용의 본질적인 속

성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이에 대한 비용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대상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 “공평하고 합리적이 범위” 등의 제한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극적인 요건도 필

요하다.127 즉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은 이용자와 저작물의 이용 관계로 보이지

만 그 배후에는 저작물의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 제도 내에서 저작권의 배타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조율하는 마지막 ‘수문장(守門將)’으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그 균형을 판단하는 최후의 관문이다.
128

마.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서 공정이용 제도의 중요성

위의 논의를 요약하여 보면 저작권 제도 운영의 핵심은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으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에 관해 저작물성의 판단,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 제한, 저작권 침해범위의 설정, 공정이용의 판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동원

된다. 이러한 네 가지 구체적인 규칙들의 현행법에서 역할을 비교 해보면 공정

이용 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25 楊崇森，著作權之保護，台北正中書局，1977，第 102 頁。

126 張靜，著作權評析，台北水牛圖書出版事業有限公司，1983，第 234 頁。

127 吳漢東，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3, 第 150-151 頁。

128 비록 저작권의 법 정책이나 원칙, 혹은 민법상 신의칙 혹은 권리남용 등 원칙으로 저작권의

배타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규율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구체적인 규칙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이

용은 가장 마지막에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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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물성의 판단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일정

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전반적인 저작권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 연혁으로부

터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식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법이 대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단 그

것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편입되면 이를 다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장기간

보호되는 가운데서 보호기간을 다소 늘리거나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

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즉 저작권의 보호기간

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보상과 공유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에 대한 소송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내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의 경우 중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권리’까지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

원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다. 가령 인터넷상 전송권

이 규정되지 않았던 기존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넷상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로 인정하고 보호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 방송에 대

한 권리도 마찬가지이다.129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무

단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은 해석상 명백하므로 이를 굳

이 명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에

변형 내지 수정이 가하여진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쉽게 표현

하면 ‘표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 추상적인 법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저작권 침해범위의 설정은 온전히 법원의 재량에 달

려 있게 된다. 이를테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는 주요하게 ‘전파’와 ‘재창조’

가 기존보다 많이 용이하게 되었고 ‘전파’의 신속성과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이용

의 용이성은 오늘날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번번히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

유사성 판단으로는 UGC, 개인방송 등과 같이 원 저작물을 새롭게 사용하는 영

역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 유사성은 최근 기술발전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범위의

                            
129 이와 관련된 부분은 본 논문 제 5 장 제 2 절 2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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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저작권 제도가 사회에서 현재 또는 향후 가지게 될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침해가능성을 두려워하여 창작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저작권침

해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해결 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손쉽

게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법원이 각 저작권침해사건에 투자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불안정성의 문제는 저작권

제도의 커다란 그림자가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저작권 침해는 썸네일 설정,

인터넷 캐시, UGC 와 같은 2 차적 저작물의 활용, 쇼트 클립 문제, 개인방송 등의

영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저작물에 변

형을 가하여 이용하는 과거의 침해양상보다 원 저작물 자체를 새로운 통신방식

혹은 새롭게 개정, 편집 등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은 오늘날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과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 3 절 공정이용 제도의 기본 개요

1. 공정이용 제도의 역사적 고찰

앤 여왕법 탄생 후 영국의 저작권 관련 소송실무에서는 저작자의 허락 없

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현상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 저작

권 제도는 오늘날과 달리 단지 서적출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에 초기의 저작

권 제도는 타 출판사들의 인쇄, 재인쇄,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고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같은 이용자들이 서적을 읽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즉 서적을 중심으로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분리, 경쟁자와 소비자들의 이용의 분리가 명확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출판산업에서 두 번째

작가가 첫 번째 작가의 저작물을 요약, 평론 등의 방식으로 당시 저작권법을 위

반하여 출판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첫 번째 작가(원 저작자)의 현재

혹은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복지가 증가가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공정요약(fair abridgement)이라고 하였다.130 이러한

현상은 경쟁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미국에서 이러한 이용행위

                            
130 Alan Latman & Robert A. Gorman & Jane C. Ginsburg, Copyright for the Nineties, 3rd, 1989, 

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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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쟁이용(fair competitive use)이라고 표현되었다. 오늘날 공

정이용 제도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던 일반 원칙이 일반 이용자로 확장된

것이다.131 이러한 확장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바, 

공리주의를 철학적 근거로 한 영미법계에서는 저작권을 실정법에 의한 독점적

인 권리로 보고 있었고 저작권이 확장됨에 따라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공익

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였다. 즉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공정이용 제도도 동반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원 서적에 대한 요약이나 평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영국과 마찬가지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자연권법 전통에 근

거하여 이러한 요약이나 평론 등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에 의한 유형별 공

정이용으로 보고,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절록이나 요약, 인용 등 몇 가지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칙상 배타적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즉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이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유형별 공정이용으로 개별 조항을 추가하

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전제로 아래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정이용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가. 영국에서의 논의

공정이용 제도의 기원은 18 세기 영국의 판결에서 나타났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고 난 후 이 시기에 영국은 원 서적에 대하여 재인쇄하고 판매하는 행위

를 금지하였으며, 이러한 침해판단은 ‘동일한 단어들(same words)’로 ‘동일한 개

념들(same conceptions)’ 정도를 요건으로 요구하였다.132 즉 법원은 서적을 요약, 

번역, 편집하는 등의 행위는 원 서적을 단순히 재인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new work)’을 창작한 것으로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학문, 과학 및 문화와 관련된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원 서적의 요약에 관하여 공정요약(fair abridgement) 여부가 논

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원 서적에 대하여 “공정하고 선의로 요약하는 행위

(a fair and bona fide abridgement)”를 허용하는 이른바 공정요약 법리가 발전되

                            
131 L. Ray Patterson,” Free Speech, Copyright, and Fair Use”, 40 Vanderbilt LawReview 1, 1987, p37.

132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405-06 (1766). “The identity of 

a literary composition consists intirely [sic] in the sentiment and the language; the same conc

eptions, clothed in the same word.” 권세진, “공정이용 요건의 적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위법

성 도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년 12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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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33

이러한 사건을 밝힌 첫 번째 사건은 1739 년 Austen v. Cave 사건으로 알려

져 있는데, 18 세기 중엽부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시의 출판업계의 세력

관계 및 출판관행과 관련이 있다. 당시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형서적상의 연합

인 콘저(Conger)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요약행위에 대한 규제 또한 약화되었고, 

당시의 계몽주의적 갈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출간물들의 성장이 요약 분

쟁을 발생시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134 해당 사건은 이용자가 갖는 ‘요

약의 자유 또는 특권’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요약은 사실상

의 관행이고,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해주어 정당하며, 인류에게 큰 이익을 주어

정당한 것이므로, ‘공정하고 선의에 의한 요약’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원작의 판

매에 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135

그 후 1740 년 Gyles v. Wilcox 사건은 공정한 요약에 대한 법리에 방향을 제

시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136 즉 요약하는 권리는 원 저작자에게만 소속된 권

리가 아니지만 타인이 원 서적을 요약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

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약에 대한 합법성에 관하여 당해 법관은 첫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진실되고 공정한 요약(real and fair 

abridgement)” 등 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며, 둘째, 이러한 요약을 공

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창조, 학습 및 평론 등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37 한편 19 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은 다양한 판결에서 공

정이용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fair(공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도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결국 19 세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영국의 공정처리와 같은

법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미국에서 형성된 fair use 법리

미국에서는 처음 연방헌법에서부터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선언한 것을 시작

으로138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1790 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133 William F. Patry, PATRY ON FAIR USE, 2013, P9. 

134 신동룔, “18 세기 영국에서의 ‘공정하고 선의의 요약 원리’에 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 28 권

제 1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70-71 면.

135 신동룡, 전게논문, 74-76 면.

136 26 Eng. Rep. 489, 2 Atk. 141(1740)(No.130). 

137 William F. Patry, The Fair Use Privilege in Copyright Law, 1986, p6.

138 미국 연방헌법 제 1 조 제 8 항 제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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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저작권법을 계승하여 영국의 논리를 계승∙발전하였는데 특히 공정이용에

관하여서도 그러하다. 그 중 1841 년 Folsom v. Marsh 사건139의 판결은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와 관련된 판례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해 판결은 공정

한 저작물 이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 큰 의미가 있다. 그 요소는 첫째, 이용된 부분의 성격 및 목적, 둘째,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 및 그 가치, 셋째,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원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관한 영향이 고려되어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 본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룬 구체적 요소가 향후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어서 본 사건을 공정이용에 관한 기념비적 사건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40

이처럼 19 세기에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판례의 누적과 발전을

이루었고 두 번째 저작자가 첫 번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첫 저작

권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공익을 증가하는 이론을 공정요약에서 시작하여

공정이용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의 공정이용은 미국의 사법 실

무에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존재하다가 1955 년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성문화가 제안되었다가, 1976 년 연방저작권

법 제 107 조에 규정된 fair use 4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공정이용

법리(이하 ‘fair use 4 요소’ 혹은 ‘공정이용 법리’)”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공정이용

제도는 미국 사법부가 축적한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에 관련된 판결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141

                            
139 Folsom v. Marsh, 9 F.Cas. 342 (C.C.D.Mass.1841 이하 ‘Folsom 사건’이라 함). Folsom 사건의 사

실관계와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면 서 출판업자인 Folsom 은 12 권으로 구성된 미국 초대대통령인

George Washington 의 연설문 등의 글을 모아 ‘The Writings of President Washington'이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그 후 Charles Upham 은 피고인 Marsh 에게 2 권으로 된 Washington 의 전기 (Life of 

Washington in the Form of an Auto biography)를 출판하게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인 Folsom 은

피고가 자신의 출판물의 3 분의 1 에 해당하는 약 350 여 페이지에 관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

용하거나 발췌 혹은 요약할 권리(fair abridgment doctrine)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당시에는

저작권을 크게 서적을 ‘인쇄’할 권리와 순수예술품을 ‘복제’할 권리로 구분 하였다. 따라서 이미

출판된 서적을 요약, 번역 및 각색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Story 

법관은 아무런 노력이나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이미 출판된 서적을 요약하는 것은 ‘무임승차

(free ride)’하는 행위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선의의 요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저작물이용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이는 원저작물의 핵심적 가치 부분

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140 박준우, “공정이용의 기원과 의의: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법학논집

제 29 집 제 2 호, 2009, 134 면.
141 “Section 107 is intended to restate the present judicial doctrine of fair use,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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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이용의 성질

가. 권리제한설

권리제한설에 의하면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것인바 이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다. 즉 권리제한설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공정이용의 결과의 측

면에서 입각하여 주장된 것이다.142 유엔의「저작권 기본지식」에 의하면 “저작권

이라 함은 제한적인 독점으로 해당 권리의 범위와 기한은 제한이 있다. 저작권

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이다.”143 WTO

에서 편집한 부분을 보면, “공정이용”, 법정허락”, “강제허락” 등을 “저작권보호의

제한”으로 하였다.144 미국 학자 John S. Lawrence 에 의하면 “이용자의 이익에서

보면, 공정이용은 저작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

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145

중국의 학자 정청스(郑成思)도 저작자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

한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146

만약 저작물의 이러한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식 문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수익을 참고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이용 제도에 의하여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사회 공익적 목적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

과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147

                            
change, narrow, or enlarge it in any way." H.R. REP. 94-1476, 1976 U.S.C.C.A.N. 5659, 5680. 

임덕기,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6(2), 2012, 6 면.

142 鄭成思, 知識產權法教程, 法律出版社, 1986, 第 124 頁； 楊崇森, 著作權法論丛, 台北，華欣文化

事業中心，1983， 第 177 頁。우한동저, 동신의, 신혜은, 허려화역, 무형재산권론, 진원사, 2018, 103

면에서 재인용.

143 联合国教科文组织編, 版权基本知识，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1984, 第 29-30 頁。

144 世界知识产权组织編, 知识产权纵横谈, 世界知识出版社, 1992, 第 228-229 頁。

145 John S. Lawrence, fair use and free inquiry, second revised edition, Westport, United States, 

1980，p271. 

146 鄭成思，前揭书, 第 124 頁。

147 吳漢東，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第 13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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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행위조각설

불법행위조각설에 의하면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조각

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의 행위 자체는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의 침

해지만, 공익의 필요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148

이 학설을 주장하는 일본 학자 Katsumoto Masaakira(胜本正晃)에 의하면, 

“공정이용은 불법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실효가 되므로 더 이상은 불법행위가 아

니다. 불법행위조각 사유는 응당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무관

리,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과 마찬가지이다.”149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

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지만 이러한 이용은

사회대중이 포용 가능한 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50 특히 장찡(張靜) 

교수는 “공정이용의 본질은 침해행위이지만, 만약 출처를 밝히는 적당한 인용

등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의 본질은 독점적 배타권으로

이론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공익을 위하거나 공공복리 증진 등 이유로 저작권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위법성 관점에서 조각되지만, 해당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의 침해이다.”라고 주장하였다.151

다. 이용자권리설

공정이용에 대한 성질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적극적인 권리로 해

석하고자 하는데 그 중 이용자권리설(user’s right)이 대표적이다. 이 학설에 의하

면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152 즉 공정이용은 이용자의 법적인 권익 혹은 특권이며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148 이와 비슷한 논리로 중국의 법원은 공정이용을 소송 중의 항변권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가

있다. (2018)粤民终 712 号 참조.

149 勝本正晃, 权利的合理使用, 独协法学, 1977, 第 10, 22 頁。

150 杨崇森, 著作权法论丛, 台湾华欣文化事业中心, 1983, 第 181 頁。

151 張靜, 著作权法评析, 水牛圖書出版社, 1983, 第 241 頁。이에 관하여 류춘텐(劉春田)교수는 “엄밀

히 보면 공정이용 행위 자체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이지만 사회 공익과 기술발전에 의하여 이

러한 침해행위는 공익의 증진에 비해 저작권자의 이익에 대하여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劉春田, 知識產權法, 第五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第 126 頁。 이와 유사한 관점에 대한 주장으로는 勝本正晃, 前揭書, 第 10 頁；張靜, 前揭書,

第 241 頁。

152 Paul Goldstein,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ce, Little, Broun and Company, Canada Limi

ted, 1989,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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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공정이용의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며 이러한 특권을 이용자

권리라고 한다는 것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특수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파악하기에 오늘날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이

용의 법리를 차용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전파자, 및 이용자 권익의 균형을 목적으로 이

러한 권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며, 저작권자가 공중에 전파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정보의 자유로

운 전파와 지식 수준을 높이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53

다만 공정이용을 ‘이용자의 권리’로 보는 것은 실무에서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을 이용자의 권리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보다는 저작권자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54  

라. 집단적권리설

집단적권리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공정이용에 대한 성질을 적극적인 권리로

해석하지만 이용자권리설과 다른 점은 저작권상 공정이용의 기반은 이용자의

개인이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중, 집체에서의 이익 즉 단체에 의한

것으로 공정이용의 주체는 단체로 인정한 것으로 창작자의 사적인 배타적 권리

와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적권리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Sun 

Haochen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사회 공중들이 단체적

으로 합치되는 경우에만 향유되는 권리로, 개인에게 소속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한다.155

상술한 네 가지 학설은 공정이용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공정이용의 성질을

고찰한 것이다. 가령 이용자권리설과 집단적권리설은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고

찰이고 권리제한설은 결과 측면에서의 고찰이고, 불법행위조각설은 이용행위의

과정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 학설들을 통해 공정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

질을 확인할 수가 있다.  첫째, 공정이용은 타인 저작권에 대한 이용이며 이용

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인바 이러한

                            
153 Ray Patterson & Stanley W. Lindberg,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 199

1, pp.2-4, pp.193-207.

15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79 면. 

155 Sun Haochen, “Fair use as a collective user right”, North Carolina Law Review, 2011(11),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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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은 법 명문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기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

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공정이용은 사회공익상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3. 공정이용과 공공이익

가. 공정이용 제도의 근거

저작권 제도는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규범

으로 저작권은 창작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창작물들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는 저작권에 대하여 보

호를 해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

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 보호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작권법의 주된 관

심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

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지적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156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저작

권 제도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은 저작권 제도에서 중요한 양대 수

단으로 작용하고 있다.157

앞서 살펴 보았지만 저작권의 역사는 저작권의 확장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가능성

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저작권법의

목적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그 권리의 확장에 끊임없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저작권 제도에 내재하는 가치충돌이므로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일반 대중에 접

근 및 이용가능성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는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다른 한족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창작에 대한 보상은 창작자에게

재산권(인격권)의 부여와 같이 사적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저작권의 준물

                            
156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년, 8 면.

157 박준석,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 1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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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이 강조되는 대륙법계의 경우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의 보호가 우선하게 된

다. 다만 창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저작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의 측면에서는 공공

복리로 대변되는 공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의 근거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근거 중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근거에 기초한다

기보다는 서로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이해된다.158

첫째, 순조로운 사회적인 기능의 작동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가령 사법절차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또는 학교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공정이용 제도가 필요

하다. 

둘째,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저작권 자체는 헌법상 보

장된 재산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등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과 같은 경우이다. 

셋째, 소수자의 배려를 위하여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의 등

의 경우처럼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들이 보다 쉽

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들의 수요에 의하여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다민족의 국가로

서 한자를 표준어를 쓰게 되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기타 소수민족들

의 언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가 필요한바, 한자를 소수민족 언

어로 출판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넷째,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효과적인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데에는 저작권료뿐만 아

니라 권리자 확인과 저작물 이용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협상, 그리고 저작물 이

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거래비용이라고 한

다. 그런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물의 이용은 우리 일상사 전반에 걸쳐서 빈번

하게 그리고 흔히 아주 적은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

래비용이 저작권료를 훨씬 웃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일일이 저작권 허락

을 받게 한다면 국민의 문화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158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8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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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한 다툼들이 크게 번질 우려가 높다. 이러

한 이유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

나 방송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

해서는 미리 저작권자의 권리자가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그 외의 공정이용의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령 저작자가 저

작물의 이용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이용 제도는 저

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비판(criticism)이나

패러디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어느 저작자라도 자신의 저작물이 비판이나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하여 저작물을 비

판이나 패러디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나. 헌법적 권리와 공정이용

앞서 저작권법의 기원에서 보여 주듯이 근 현대 첫 저작권법이라고 불리는

앤 여왕법에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후 저작권법상 공공영역(public domain)이라

는 개념이 도출되면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사익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문제와 공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앤 여왕법 이전의 특허출판권심사제도는 봉건적인 도서심사제도로 표현

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봉건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사

상을 심사하는 공구가 되었다. 앤 여왕법은 이러한 출판특허권제도를 벗어날 수

가 있게 하였으며 기존 출판특허권제도에서 진행되었던 사상 심사의 폐지는 공

중들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격려하였다. 

공공영역과 저작권이라고 하는 사적인 재산권 문제의 모순은 영국의 법 제

도를 계승한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미국 헌법은 저작권법

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익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문화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59

이러한 헌법적 정신을 저작권법으로 반영된 제도는 바로 공정이용이다. 가령 미

국의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공정이용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저작권자의 독점권을 박탈하여 창작

에 대한 유인을 감소하는 문제와 저작권자에게 과다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타인

                            
159 U.S. CONST. Act 1, Sec 8, C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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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작적인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60 즉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법이 저

작권자에게 과다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헌법이 제한하는 것으로 저작권자

와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은 헌법에서 규명한 공중이익 중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

데 이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는 법인 까닭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161 흔히 저작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양자 모두 지식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지만, 전자는 재산권적

성질이 있고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편 후자는 사회정치권리의 속

성이 있으며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둔다.162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타인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현의 자유라 함은 그 내용에 따라 “협의”, “광의”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

데,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라 함은 공민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각 종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데 협의의 표현

의 자유는 단지 언어의 형식으로 아이디어와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광의의 표현의 자유는 언어형식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회화, 복장, 사진, 영화, 

음악, CD, TV, 컴퓨터, 인터넷 등 여하한 모든 형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사상 표

현의 자유이다.163 표현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장전164」 중 제 10 조에서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

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 11 조에서는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류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중

                            
160 Sony Corp of America. V. Univesal City Studios, Inc., 464 U.S.417 479(1984).(Judge Blackmum 

dissenting opinion).

161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제 5 판, 2020, 410 면.

162 L. Ray Patterson, Stanley W. Lindberg,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 1991, 

p123. 

163 吳文東,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 中國人民出版社,2013, 第 88 頁。

164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구체적인 내용은 https://namu.wiki/w/%

EC%9D%B8%EA%B0%84%EA%B3%BC%20%EC%8B%9C%EB%AF%BC%EC%9D%98%20%EA%B6%8

C%EB%A6%AC%20%EC%84%A0%EC%96%B8 참조. 마지막 방문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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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헌법 제 3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행진(遊

行), 시위를 할 자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

1 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165”이다. 한국 헌법 제 9 조에서는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 21 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166 즉 현재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

정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다.

특히 미국헌법에서 보여주듯이 “지식을 전파하고, 공중영역의 보류와 저작

자권리 보호” 저작권 정책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일치하다. 즉 저작권법

에서의 한정된 독점권리, 정보(사실)의 자유접근, 공정이용, 등은 언론자유에 관

한 헌법정신을 표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헌법수정안은 중요한 2 가

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는 국민의 언론출판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또한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록 두 조항은 모두 저작권과 관

련이 되며 표면적으로 보면 자유 보호와 독점적 수권이라는 것에서 모순될 수

가 있으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해

당 두 조항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167

미국의 Rosefield 법관은 공정이용의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

급한 바가 있다. 첫째,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재산

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오직 국회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저작권은 법적인 독점적 권리지만, 헌법적 권리는 아니

다. 둘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복제와 접근은 공정이용이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저작권자의 법정권리보다 더 높은 효율이 있다. 셋째, 이

용자의 헌법적 권리와 저작권자의 법정권리 사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공정이

용과 자유의 권리에 대하여 더 중요히 여겨야 한다. 넷째,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은 하나의 법정 권리로 헌법의 공익적인 성격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우선적인

                            
165 구체적인 내용은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D%97%8C%EB%B2%95

참조. 마지막 방문일 2020.09.01.

166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

AD%ED%97%8C%EB%B2%95 참조. 마지막 방문일 2020.09.20.

167 吳文東,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 中國人民出版社, 2013, 第 97-9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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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168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상 이미 규정된 저작권의 제한 이상으로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169 미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의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적정한 이익 보호 사이의 균

형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제도를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

괄적인 일반조항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으로170 , 국가는 국민의 표현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표현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 헌법 제 35 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 22 조 국가는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뉴스방

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성 문화활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헌법에 의하

여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저

작물의 창작과 전파를 격려하며 문화와 과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러한

헌법적 정신을 중국 저작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4 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 법률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언론자유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 모두 헌법의 규정에 근거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하나의 정치적인 권리로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권리이며, 어떠한 국민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종교신앙과 상관 없이 모

두 해당 권리를 향유하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저작권

                            
168 Harry N. Rosenfield, “The American Constitution, Free Inquiry, and the law”, fair use and fr

ee inquiry, 1980, p300.

169 가령 미국의 사례로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225 

U.S.P.Q. 1073(1985). 본 사건은 약 20 만 단어로 구성된 미국의 포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

되기도 전에 주간지에서 허락도 없이 미리 300단어 정도로 추출∙요약된 초록을 게재하는 것은 단

순한 역사적 사실의 요약 이상의 중요한 표현의 표절에 해당되고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공정이용의 항

변 이상의 저작권 제한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

판, 홍문사, 2020 년, 344 면.

170 중국 헌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공농(工農)연맹(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

한 조직 또는 개인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파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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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특수한 민사적 권리로 개인의 사상표현, 언론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

서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창작활

동을 통하여 저작물을 완성한 후에만 저작권을 향유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저작권을 “후권리”라고 볼 수가 있다.171 두 권리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저작권의 각 제도는 언론자유가 헌법권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다른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일맥상통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헌법적 원칙

과 연결된 것이다. 중국의 우원동(吳文東)교수는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172

첫째, 공표권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의 사권(私權)형식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적 권리이다. 그 중,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은 창작과정으

로부터 발표 전까지 저작자의 비밀이며 이러한 비밀여부를 공표하는 것은 저작

자의 인격권의 하나이다. 저작자는 출판, 홍보,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조건 하에서 해당 저작물을 발표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부분 혹은 전부를 모두 발표할 권리가 있다. 저작인격권의 기타 기능

예컨대,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어느 정도 발표권을 기초로 한

다. 또한 저작물이 발표를 통하여 전파와 사용 영역에 도달하는 경우, 저작재산

권의 성질이 실현될 수가 있다. 즉 공표권 제도가 없으면, 공민의 언론자유는

문화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도 없을 수가 있다. 

둘째, 저작물성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

는 헌법정신에서 유래된다. 대부분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

인 제한 설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 기밀에 관련하거나 음란물 전파

억지와 같은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고, 타인의 인격존

엄을 훼손을 막는 등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헌법

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성을 제한하는 사법적

인 근거이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전파의 금지에 관하여 흔히 2 가지 방

법이 있다. 하나는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저작물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를

하거나,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에서는 직접 규정을 하지 않고 법원 혹은 저작권

주관부서에서 보호를 거절하는 결정 혹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을 금지하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저작물을 창작

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71 王剛, “言論出版自由與著作權”, 當代法學, 1992(2), 第 12 頁。

172 吳文東,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 中國人民出版社, 2013, 第 99-10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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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173 , 한편으로는 헌법정신에 의하여 출판, 전파 금지의

대상을 저작권 객체의 제한으로 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법 자체의

제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셋째, 공정이용 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보장이다. 입법적

인 측면에서 보면, 공정이용제도는 공중들이 저작권 영역으로, 해당 창작이 사

회의 정신적인 재산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필요한 제한으로

발현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이를테면 개인의 학습, 연구에서 공정

이용은 개인의 창작활동 및 사상발표에 대한 필요 조건이고, 다음으로 평론, 시

사보도 등에서의 공정이용은 공중들이 전파와 매체를 통하여 사상의 교류를 발

생하고 공중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연구, 교육 등 문

화 및 과학기술에서의 공정이용은 정보와 사상의 추구, 접수, 전파에 대하여 사

회문화의 촉진과 과학기술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처럼 공정이용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이 융통성 있게 작동하도

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유 재산에 의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마

지 못해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 정책에 의한 것이다.174 즉 공

정이용이 인정되는 기본적인 근거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advance)를 가능

하게 한다는데 있다. 인류역사상 모든 지적 창조활동이 최소한 다른 지적 창조

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에 행해진 다른 지적 창조의 바탕 위에서 더 나아간 것이므로 완전히 독창적인

사고와 발명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철학, 비평, 역사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도 창조를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계속 고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의 것에 대한 저작권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과거의 것을 참조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과거의 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

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제 2 의 창조(secondary creativity)를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일정한 제한에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를 위한 것이 공정이용이다. 이러한 공정이용 제도는 이용자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황에서도 해당 위법행위를 조각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173 중국의 경우 기존 저작권법에 의하면 출판∙전송이 금지된 저작물(예컨대 음란물)에 대한 저작

물성을 금지하다가, 2010 년 2 월 26 일 제 2 차 수정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삭제가 되어 금지된 저

작물의 저작물성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4 Leval Piere N.,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ward Law Review, vol. 103, 1990, p1135.



51

4. 새로운 기술 시대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역할

가.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영향

오늘날 세계는 제 4 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미래에 다가올 시대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175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서 열린 다보스포

럼에서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

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하였다.176 이러한 제 4 차 산업혁명

의 시대에서 저작권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재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일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 범위와 저작물의 새로

운 이용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서의 공정이용에 대

한 판단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공정이용의 판단은 규

범적인 부분으로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판단의 결과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가령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된 시대를

앤 여왕법의 탄생시기였던 18 세기와 비교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서

로 다르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그 범위가 변화 및 발전하

는 것처럼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이용자들은 과거에 누려보지 못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하

게 되었지만 많은 저작권자들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를 호소하고 있으며,177 저작권법은 새로운 해석의 기로에 있다.178 마치 인쇄술이

발명된 후 초기 출판업자들에게 닥친 기회이자 큰 위험에서부터 저작권법이 탄

생되었듯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도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175 이전의 1, 2, 3 차 산업혁명은 제 1 차 산업혁명(1760~1840 년): 철도·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의

기계에 의한 생산, 제 2 차 산업혁명(19 세기 말~20 세기 초):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 제 3 차 산업혁명: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 년 대), PC(1970~1980 년대), 

인터넷(1990 년대)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로 정리된 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85, 마지막 방문일: 2021.10.25)

176 다보스포럼은 1971 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포럼으로서 세계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의 해결을 위해 세 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포럼 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6537, 마지막 방문일: 2021.1025)

177 가령 지난 2021 년 4 월 26 일에 중국 내 73 개 영화 관련 기업, 단체, 관련자들이 쇼트클립

(short-clip, 짧은 동영상을 의미함)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쇼트클립으로 제작하

여 업로드 하는 현상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한 바가 있다. 熊琦，

“短视频平台该如何化解’二创’版权风波”, 2021.05（上）, 中国报业, 第 127 頁。

178 심재무,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법학, 제 11 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2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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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위협인 것이다.179 또한 이러한 기술 변화 상황에서 경직되고 딱딱한 저

작권 제도는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보조를 맞출 수 있

을지 의문이 제기된다.180

과거에도 그리하였듯이 저작권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

화되어 왔다. 인류의 문명이 종이의 발명으로부터 비롯해서 인쇄기술 및 현재의

컴퓨터에 이르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저작권법 변화의 원인을 제

공해 왔다.181 또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제도 발달의 각 단계에

서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에 관한 입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바, 특히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로 처

리된 저작물의 완벽하고도 용이한 복제를 근간으로 하여 창작된 2 차적 저작물

에 속하거나 혹은 2 차적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제의 범위 안에

서 처리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다. 이는 저작물의 창작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형성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 이해관계의 안정성을 해하고, 기존의 저작권 제도

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

에서 특별히 규율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지만, 그렇게 하여 규정된 조항

이 무색하게도 당해 기술은 이미 변화되어 있는 입법지체를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즉 디지털 기술의 영향에 대한 관련 법과 정책을 확정되기도 전에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

한 법과 정책은 인류가 기술 발달의 방향을 역류시켜서 현대 기술문명의 혜택

으로부터 기회를 상실시킴은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저

작자의 이익과 현대 기술문명이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것으로부터 일반 공

중이 가지는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연한 공

정이용 제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연한 공정이용 제도를

통하여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법 해석과정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179 장춘익, “디지털 환경은 ‘공정이용 fair sue’을 무효화하는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철학

69, 2001.11, 267 면.

180 박익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한제도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1999, 가을호, 27 면.

181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53 면.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1991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가 통과되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와 관련된 산업으로 확장시켰으며,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2006 년에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

호조례」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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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182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경우에서 잘 보여준다. 그 동안 중국은 뒤늦은 저작

권법의 도입, 국민들의 낙후된 사람들의 저작권 의식 등으로 저작물의 이용보다

는 보호에 치중하여 왔다. 오늘날 SNS 게시 및 전제 혹은 UCC 의 제작 등 국민

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부합되지만 저작권의 취지를 달성하지 한다는 해석

으로 공정이용 제도를 통한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한 국면이다. 아래에서는 디

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본다.

나.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 범위의 설정

앞선 논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정

이용 여부의 판단은 오늘날 저작권 보호범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 설정은 주로 저작물성의 판단, 

저작권의 침해행위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존속기간의 도과 여부 및 공정이용

여부로 설정되고 있다. 그 중 공정이용 여부에 의한 저작권 보호 범위에 설정은

공정이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 혹은 축소되어야 하는가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저작권자 및 관련 사업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의

범위와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견해가 있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

의 권리가 확대되었으니 마땅히 공정이용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

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공정이용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중에서 저작권자 및 관련 사

업자들이 드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공정이용을 인정해야 할 여건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3 이는 공정이용이 허락된 것은 원래 사용자가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무료 사용을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또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입

수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나 경비가 드는 경우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로부터 편리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저

작물을 이용 가능하다면 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보기가 어

                            
182 박익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한제도에 관한 검토”, 계간 저작권, 1999, 가을호, 38 면.

183 장춘익, “디지털 환경은 ‘공정이용 fair sue’을 무효화하는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철학

69, 2001.11, 2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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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184 그런데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저작물을 습득하는 데에 필요한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어

있을 경우 발달된 통신기술을 이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의 허락을 구

하고 필요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공정이용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가 다수 행해짐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지적 저작물들의

가격에서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인데, 거래비용

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복제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인 복제를 방지할

수만 있다면 거래비용의 감소의 혜택을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누릴 수 있

으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85

이와 반면에 현시대의 저작물의 복제, 정보공유의 형태가 저작권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가 확정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이용의 원

칙을 폐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오히

려 공정이용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작권자와 중간매개자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86 저작권들의 이익, 학문과 예술의 발전, 그리

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에서 저작권자들은 이해당사자의 하나

일 뿐이며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정보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차원이 적

극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복제의 위험 때문이라는 저작권 사업자들의 주장을

액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187 또한 디지털 환경이 저작권 사업

자들에게 위협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동안 독점적인 생산, 유통의

구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익숙해 있던 저작권 사업자들이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로 재구성하는 데에 미온적이었던 것에 이유

를 찾아야 한다.188 특히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구체적인 권리의 종류

와 범위가 부단히 확장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권리 제한도도 상응하게 확

대되어야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84 장춘익, “디지털 환경은 ‘공정이용 fair sue’을 무효화하는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철학

69, 2001.11, 275 면.

185 李颖怡, 罗鑫星,”网络后现代特性与著作权合理使用制度的调适”, 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007 年, 第 79-85 页。

186 張世柱, “數字時代網絡環境中合理使用原則之研究-以歐美立法及案例為重心”, 政法大學博士學

位論文, 2008.2, 第 132 頁。

187 熊琦, ”论著作权合理使用制度的适用范围”, 法学家，2011 年, 第 86-98 页。

188 장춘익, 전게 논문, 26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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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확대 됨에 따라 공정이용 적용 범위가

동반되어 확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축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쉽게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2009 년 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손담비 노래 사건’189과 현재 상황 또한 조심스럽게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190

2021 년 현재의 ‘보람튜브’191와 같이 어린이가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손담비 노래 사건’이 발생한 2009 년처럼 1 인 미디어가 발생한 초기

와는 다르게 현재 유튜브 시장은 산업의 규모화가 발생되어서 이를 단순 어린

이의 ‘재롱’이나 ‘패러디’로 치부하기는 어려우며, 기존과는 달리 그 배후에는 기

업과 자본에 의해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재부를 창출하기 때문이

다.192 즉 이처럼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초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관련 산

                            
189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나 35260 판결(이상, 이하 ‘손담비 노래 사건’이라 함). 본

건은 사건 당시 다섯 살 된 원고의 딸이 가창한 ‘미쳤어’라는 노래의 후렴구 일부분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 형태의 53 초 분량의 동영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

는 게시물을 원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

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용된 음악저작물의 양은 전체 74 마디 중 7-8 마디에 불과

한 점, 인용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그나마도 음정, 박자, 가사 가 상당히 부정

확하여 약 53 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 초 정도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가창하고 있음

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공중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의 동영상이 해당 가요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시물에 음악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대중가요에서 행해지는 방식의 출처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

28 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90 이와 관련하여 관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박준우 교수의 경우 ‘손담비 노래 사건’에서의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가 아니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박준우, “공정이용의

기원과 의의: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법학논집 제 29 집 제 2 호, 2009, 

124 면. 박준우,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계간

저작권 2016 여름호, 36 면. 

191 보람튜브는 2013 년 출생 한국의 유튜버로, 유튜브를 시작한지 1 년 만에 모든 유튜버 중에서

수익성이 압도적인 걸로 유명한 영유아 부문에서도 1 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5 살 보람이, 코난, 또치삼촌이 재미있게 만들어 가는 채널. 주로 여행이나 일상기 상황극을 다루

고 있다. 2019 년 10 월 18 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30 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유튜브 채널 중 4 위이다. 

보람튜브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4%EB%9E%8C%ED%8A%9C%EB%B8%8C (마지

막 방문일: 2021.11.21)
192 “6 살 보람이는 강남 95 억 빌딩 건물주!”,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30(마지막 방문일: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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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오히려 공정이용의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결국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보거나 지난 10여년 간의 변화를 살피더라도 기

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이 확대되면서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정이용의 범위가 당연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의 초기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

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산업이 성숙되고 발전되면서 오히려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사안 별로 심도 깊게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기술발전에 의한 공정이용 제도의 역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의 최근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

으로는 첫째 재현적 이용이 주로 문제되었다는 점, 둘째 이용자의 이용이 공정

이용인가의 문제보다는 기술제공자 내지 중간매개자의 책임이 문제되었다는 점

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산업에서는 저작물의 창작 이익

과 배포 이익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하여 향유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이익이 합치 되는 상황으로 빈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의 원칙과 이용자에 의한 공유의 원칙이 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두 원칙을 조율하는 공정이용 제도에 있어서도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확대 됨에 따라 당연하게 공

정이용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한다. 요건대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공정이용 제도의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가 된다.

첫째, 저작권법에서 표명된 독점적인 권리는 타인의 창조 혹은 재창조를 저

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정이용은 이러한 2 차적 작성과 같은 재창조 부분에

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즉 창조활동은 일련의 끊임 없는 과정이며

현재 창작된 작품도 대부분 선인들의 성과에서 비롯된 일정한 참조와 흡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창작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권리로 타인이 재창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정이용은 후속적인 창작을 고무하고 선

권리자의 부당한 권리 주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둘째,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각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이며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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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193 이는 첫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앤 여왕법의 직접적인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

호하는 한편 해당 권리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교육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이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개인

의 사적인 이익과 사회공중의 교육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이므로 공정이용의 제

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공정이용 제도를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패러디를 허용하게

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194 표현의 자유는 하나의 정치적인 권리로 헌법이 부여

한 공민의 기본권리이다. 어떠한 공민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종교신앙과 상

관없이 모두 향유하며 이는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하나의 특수한 민사적 권리로 개인의 사상표현, 언론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어떠한 공민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창

작활동을 통하여 저작물을 완성한 후에만 저작권을 향유할 수 가 있으므로, 일

부 학자는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와 비교하면 “후권리”라고 주장한다.195 또한 저

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정이

용제도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비판

(criticism)이나 패러디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느 창작자나 혹은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비판이나 패러디의 대상이 되

는 것에 선뜻 허락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의 비판이나

패러디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이바지 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최신 성과를 이용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의 발전권이라는 인권의

표현이기도 하다. 196 특히 저작권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바 새로운 유형의 이용행위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제도는 도전

을 받는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 공정이용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시

대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 적대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양자

                            
193 중국 헌법 제 46 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4 중국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

유가 있다고 하였다.

195 王剛, “言論出版自由與著作權”, 當代法學, 1992, 第 2 頁。

196 중국 헌법 제 22 조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이를 위해 복무하는 문학예술산업, 뉴스

방송산업, 출판발행산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성 문화활동

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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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 3 장 공정이용 관련 국제조약 및 주요 국가들의 입

법례

제 1 절 개관

본 장에서는 공정이용과 관련된 국제조약, 유럽연합의 지침 및 주요 국가들

의 공정이용 입법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술의 발전과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이 확대가 되면서 저

작권에 대하여 일국 내 보호만으로 한계에 도달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보호

하기 위한 당위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저작권법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

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3 단계 테스트’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규

정이 제시되었는데 ‘3 단계 테스트’라 함은 “①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기며,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②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3 단

계 테스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내용이 아주 불명확하다는데 있는 것인데, 

이느 많은 국제조약이 그러하듯이 저작권 보호의 수준에 관해 큰 입장 차이를

가진 세계 각국이 합의에 이르도록 그 해석 내지 국내입법으로의 수용에서 최

대한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2 절에서는 이러한 국제조약

과 유럽연합의 지침을 다룬다. 

제 3 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공정이용 입법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성문법을 중심으로 유형별 공정이용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향이며, 미국의 경우는 포괄적 일반규정을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다. 대륙법계와 미국 저작권법 사이에 영국식 공정취급(fair dealing) 제도가 놓여

있다.197 이 외에 한국과 대만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들에 대해서도 간략하

                            
197 이에 대하여 Paul Goldstein 교수는 유연하고 폭넓은 미국식 공정이용 제도를 만화 캐릭터인

Yosemite Sam 에 비유하였고, 대륙법계의 공정이용 제도의 엄격한 제한성 범위를 Madame 

Defarge(소설 두 도시 이야기 중 인물)뜨개질하는 그림으로 비유하였으며, 그 가운데 놓여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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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공정이용 관련 국제조약 및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

1. 국제조약

가. 베른협약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있어서 우선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

상, 이하 ‘베른협약’)”은 제 9 조는 “(1) 이 조약이 보호하는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

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

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

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

니하여야 한다. (3) 녹음이나 녹화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간주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른협약 제 9 조 제 2 항에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의 충돌 여

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저해 여부,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상적으로 ‘3 단계 테스트’라고 한다. 베른협약상 3 단계 테스트를 복제권에 대

해서만 인정한 것은 다른 권리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규정에서 언

급하고 있으므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최소한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안

정성 및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려고 했던 점에 기인한다.198 즉 베른협약의 규

정상 저작권의 하나인 복제권의 제한에 관한 3 단계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이 이후에 체결된 여러 조약 및 지침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부여된

각종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기준으로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용과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

물 이용,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용에 관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국식 제도의 능동성에 대하여 다재다능한 집사 Jeeves(코믹소설 속의 집사 캐릭터)에 비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Paul Goldstein，”The Americanization of Global Copyright Norms”，Lecture at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September 17，2015 참조.

198 정찬모, “국제저작권협정상 3 단계테스트의 변천”, 계간저작권 제 65 호,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

원회, 2004, 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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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fair practice)에 합치되고,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여기서 저작물이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미공표 저작물이거나 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저작물은 제외된다. 인

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

며, 인용의 길이, 인용된 저작물과 인용한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인용의 범위는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범

위를 넘어서는 되지 아니한다.199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베른협약 제 10 조는 목적

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발행, 방송 또는 녹음이나 녹화에 사용하

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이나 동맹국들 사이의 특별협정에 의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출처와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성명을 명시하고 인용 또는 이용 하여야 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

사를 복제하는 경우 베른협약 10조의2는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 또

는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그와 같은 복

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베른협약의 업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이 수행하며, 동맹국간의 분쟁

이 당사국의 협의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하

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 

나.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약칭으로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기준 및 수단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그 명칭이 암시하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무역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점에 특색이 있다. 

TRIPs 협정은 이른바 ‘Bern Plus’ 접근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베른협약의 실

체적 규정을 모두 그 자신의 내용으로 편입하면서 추가로 저작권을 두텁게 보

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0 TRIPs 협정의 체결국은 ‘저작물

                            
199 이상호,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의 보호-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下), 법원

행정처, 1992, 599 면. 

200 신찬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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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

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배타적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은 베른협약 제 9 조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복제권 제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인 이른바 3 단계 테스트와 동일한 기준을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인 규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3 단계 테스트의 3 가지 요건은 독립적인 요건

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하여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그 후 1996 년에 채택된 WIPO 의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

(WPPT)에도 반영되고 있다.201

TRIPs 협정 제 13 조는 배타적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에 적용되지만 베른협약

제 9 조 제 2 항은 복제권에만 관련이 된다. TRIPs 협정 제 13 조는 베른협약에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를 정한 제 9 조 제 2 항을 답습하고 있지만, 이는 베른협약의

일부로서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제 13 조는 복제권을 포함한 베른협약에 열거된

모든 배타적 권리 및 TRIPs 협정의 대여권에도 적용된다.202

다. WIPO 저작권조약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

호를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IPO 저작권조약’) 제 1 조에서는 당해 조약과 베른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베른협약 제 20 조의 의미상 특별협정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체약

당사자가 베른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베른협약 아래서 각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약 당사자들은 베

른협약 제 1 조 내지 제 21 조와 부속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10

조에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베른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베른협약 제 9 조 제 2 항에 명시된 3 단계 테스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TRIPs 협정에서의 3단계 테스트와 같은 내용이 WIPO 저작권 조약에는 제

10조에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규정되어 있다. 

(1)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

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

                            
201 오승종, 저작권법, 제 5 판, 박영사, 2020 년, 1535 면.

202 박덕영, “국제조약상, 저작권 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입법”, 산업재산권 제25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3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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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6 년 WIPO 저작권 조약 성립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

한 합의 성명(Agreed Statement)에 따르면, 본 조항은 베른협약에 의하여 허락

된 예외와 제한의 적용범위를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는 것(neither reduces nor 

extends)이며, 동 규정은 체약 당사자들이 베른협약 아래서 인정될 수 있는 예

외와 제한을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시행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확대하거나 디지

털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예외와 제한을 고안해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03

라.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의 일반원칙은 베른협약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

16조에서 TRIPs 협정의 3단계 테스트와 같은 권리제한의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

고 있다.

WPPT 제16조(제한과 예외)는 “(i)체약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ii)체약국은 이 조약

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실연자 혹은 음반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PPT 제 16 조 제 1 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나,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

와 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제외)에 대한 제외 및 예외 간에 균

                            
203 Agreed statement concerning Article 10: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ermit Contracting Parties to carry forward and appropriately extend into the digital environm

en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ir national law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cceptable 

under the Berne Convention.

Similarly, these provisions should be understood to permit Contracting Parties to devise n

ew excep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appropriate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It is also understood that Article 10(2) neither reduces nor extends the scope of applicabi

lity of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permitted by the 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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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204

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중국의 적용

중국의 저작권법 도입 역사는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보다는 선진국들의 통

상압력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은 근대적 시대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조

약을 체결하였는바 1902년 6월 16일에 중·일 통상항운조약개정합의에 관한 회

담과 6월27일에 중·미 통상항운조약개정합의에 관한 회담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1908년 청 정부(淸朝)는 베른협약에 참석한 후에 1910년 중국 역사상 최초

저작권법인 「대청저작권율」을 제정하였다.205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0년 9월 7일에 통과되었고 1991년 6월 1일부

터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다. 중국이 국제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록 많은 국제적인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국제조약의 중국 법원 적용에 이

슈가 발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1992년에는 베른협약에 가입을 시작으

로, 2001년 WTO에 가입한 동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206을 체결했

다. 그리고 이 법은 2001년 10월 21일에 개정되었다.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에 의하여 관장 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중국의 가입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중국이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조약 영문 명칭 가입일자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
tection of Literary Artistic Works

1992.7.1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
on: UCC

1992.7.1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
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미가입

WIPO 실연∙음반협약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
nograms: WPPT

2007.3.9

                            
204 이규호,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 13 권 제 3 호, 108 면.

205 吳漢東, 中國知識財産權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9, 第 41 頁。

206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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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
ghts: TRIPS

2001.12.11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2007.3.9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

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
heir Phonograms

1993.1.5

2. 유럽연합의 규정

유럽연합(EU)은 2001 년에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 년 5 월 22 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이하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제정하여 ‘폐쇄형’ 열거방식으로 유형

별 공정이용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 5 조에서 일

시적 복제를 저작권의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복제권에만 적용되는 5가지의 제

한과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복제권 이외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 3 조는 공

중전달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두고 있으며 복제권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적용되

는 15 가지 종류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의하

면 회원국들은 상술한 21 가지 경우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

항을 신설할 수 없으므로207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 새로운 ‘폐쇄형’으로 설계되

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제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208

그 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행위가

나타나고, 국제적인 저작물 이용행위가 발생하면서 기존 공정이용과는 저작권자

이용자 등 관련자들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였다. 이에 따

라 유럽의회는 2019 년에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

회의 지침”(이하 ‘DSM 지침’)을 제정하였다. DSM 지침 제 2 편에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예외와 제한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에서 제 3

조와 제 4 조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 과학연구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를 규정하

                            
207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전문 (32) 본 지침은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전부 열거하고 있다.

208 Thomas C. Vinje, “Should We Begin Digging Copyright's Grave?” 2000 EIPR, issue 12; Bernt

Hugenholtz, “Why the Copyright Directive is Unimportant, and Possibly Invalid”, 2000 EIPR, is

sue 11. 李明德, “兩大法系背景下的作品保護制度”, 知識產權, 2020 年第 7 期, 11 頁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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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제 5 조는 국정을 초월한 수업활동의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규

정하였다. 제 6 조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이용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지침 외에도 유럽연합은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

수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안된 European Copyright 

Code(이하 ‘EU 저작권법’)에서도 공정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기존 유럽연합

의 지침들은 개별∙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제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모색한 것으로의 EU 저작권법은 유

럽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2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저작권법 제 5 장은 권리제한(Limitations)이라는 표

제 아래에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유형별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 5.1 조

(경제적 의미가 경미한 이용), 제 5.2 조(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한 이용), 제 5.3

조(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 제 5.4 조(경쟁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술한 유형별 공정

이용 규정과 함께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제 5.5 조(그 밖의 제한)도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제 5.5 조는 앞선 4 가지 유형의 공정이용 규정과 함께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밖의 이용으로 제5.1조 내지

제 5.4 조의 개별제한규정에서 열거된 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comparable)으로서 관련한 제한규정의 대응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210

EU 저작권법의 주석211에 의하면 “EU 저자권법에서 공정이용 관련하여 영미

법(common law) 방식의 개방형 일반조항(open-ended)의 시스템과 대륙법(civil 

law)의 한정열거 방식의 조합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정된 배경에는 공정이용

이 필요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209 김병일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년

봄호, 8-9 면.

210 Art. 5.5 – Further limitations

Any other use that is comparable to the uses enumerated in art. 5.1 to 5.4(1) is permitted pro
vided that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limitation are met and the use does 
not conflict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es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
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or righthold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11 https://www.ivir.nl/copyrightcode/european-copyright-code/ 48 번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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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에 대해서 유연성(flexibility)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방

식을 ‘유럽형 공정이용(fair use)’ 또는 ‘소극적인 공정이용 규정(modest fair use 

exception)’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12 이러한 보충적 일반규정(제 5.5 조)의 경우

유형별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제5.5조의 ‘그 밖

의 제한’은 유형별 공정이용(즉 제 5.1 조 ~ 제 5.4 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보충적 일반규정은 이른바 ‘3 단계 테

스트’에 의해서 그 적용범위의 설정되는 것이다.213

제 3 절 주요 국가들의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례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 이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 정황을 한정적 열거

형식을 통해 유형별 공정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포

괄적 일반규정으로서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214 양 법계를 비교해 보면, 대

륙법계 국가들의 유형별 공정이용 방식은 법률에 규정된 제한된 열거 방식을

통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해 저작재산

권 제한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규정을 마련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공정이용이라는 포괄적 일반 규정에 근거하여 사안

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하다 보

면 공정이용 규정을 확장 해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나름대로의 원칙(rule)들

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15

1.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제 1 장 저작권의 대상 및 그 범위(Subject Matter and 

                            
212 김병일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년

봄호, 17 면.

213 각주 211 번 참조. 

214 영국의 fair dealing 방식은 독일·일본의 방식과 미국의 방식의 절충형으로 제3의 형식이라고

평가된다. 박준석,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 132

면. 김병일, “저작권 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

권위원회 2009. 11.25. 제1회 저작권 포럼 자료집 토론문)」, 2009년, 121면. 李琛, “论我国著作权法

修订中“合理使用”的立法技术”, 知识产权, 2013 年, 第1期，第12-13 页。

215 한지영,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3. 12. 31,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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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Copyright) 중 제 107 조에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포괄적인 일반규정

을 두고, 그 이하에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제목에 따라 분류를 하면 ‘배

타권의 제한(Limitation on exclusive rights)’과 ‘배타권의 범위(Scope of exclusive 

rights)’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는 일반규정인 fair use 를 규

정하고 있고,216 제 108 조부터 ‘배타권의 제한’으로 분류되는 조항은 제 108 조는

도서관과 문서보관서(archive)에 의한 복제, 제 109 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

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의 효력, 제 110 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exemption), 제 111 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

한: 방송 프로그램의 케이블에 의한 2 차 송신, 제 112 조는 전송기관의 일시적

녹음, 제 117 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제

119 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위성에 의한 원격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

차 송신, 제 120 조는 건축저작물의 권리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제 121 조 시

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복제, 121A 조 마라케시조약 회원국의 시각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복제, 제12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위

성사업자에 의한 지역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 차 송신이다. ‘배타권의 범위’

로 분류되는 조항으로는 제113조는 사진이나 유용한 기사의 이용 을 금지할 권

리에 관한 제한, 제 114 조는 녹음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

한, 제 115 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음반의 제작과 배

포에 대한 강제허락, 제 118 조는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녹음 이용에

대한 제한이다.

이에 그 내용에 따라 미국 저작권 이론상 제 107 조를 ‘fair use’(이하 ‘미국

공정이용 조항’)로 부르고, 개별적 조항을 ‘exempted use(면책조항)’으로 분류하

                            
216 제 107 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 106 조와 제 106 조의 A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

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

하거나 또는 제 106 조와 제 106 조의 A 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

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

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과 성

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

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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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217 미국 공정이용 조항은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면책

이용 조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면책이용 조항과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 108 조 (f) (4)항에서 “도서관 등에 의한 이용 행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제 107 조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18

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사를 살펴보면 면책이용 조항이 공정이용의 적용가

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히고 있고 면책이용 조항의 일부는 공정이용

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정이용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

고 있다.219 따라서 면책이용 조항의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고 제한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 이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된다.220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fair use 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

의하고 있지는 않고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1 위 규정상의 4

가지 요소들은 예시적인 것들이고 이러한 4 가지 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도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저작권법에

대하여 4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 조항

도입을 입법 제안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에 규

정된 4 가지 요소들의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22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미국 공정이용 조항의 첫 번째 고려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피고

                            
217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Leon E. Seltzer, “Exemptions And Fair Use In Copyright 16”, 1978, 49-

88; Paul Goldstein, “Copyright: Principles, Law and Practice”, Volume Ⅱ, §10.1.4, 1989, 196-198 등

참조.

218 미국 저작권법 제 108 조(f) (4) 참조.

219 H.R. Rep. No. 83 at 36-37(1967); Jonathan Band, “The Impact of Substantial Compliance with 

Copyright Exceptions on Fair Use”, (Nov. 2011) p4, 박유선, “저작권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

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14 봄호, 146 면에서 재인용.

220 Anne Lepage, “Overview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UNESCO”, (2003); Jonathan Band, “The Impact of Substantial Compliance with Copyright Exceptions 

on Fair Use” (Nov. 2011) p7, 박유선, 전게논문, 146면에서 재인용.

221 박익환, “미저작권법상 fair use doctrine 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75 면.

222 한지영,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3. 12. 31, 2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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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판단하여 공정한지의 여부를 판단

한다. 기존에 이용의 목적과 성격은 주로 이용한 목적이 영리적인지 또는 비영

리적인지 여부와 공익적 목적인지로 판단 하였으나 그 후에 변형적인 이용과

비표현적 이용 등 요소도 판단 근거가 되었다. 

즉 이용의 목적 및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을 제시하고 있는

데,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①상업적 목적 내지 영리 목적을 위한 것인

지 여부, ②저작물의 본래 목적이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목적이나 가치를 추

가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되는지, ③원저작물의 표현적 가

치가 아니라 데이터 또는 정보로서의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한 것인지, ④사회적

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합리적인 요소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223

그 중 변형적인 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 저작물을

이용한 변형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 이유는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 저작물을 변형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원저작물의 수

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

성은 커진다. 공정이용의 변형적 이용은 원 저작물을 재료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것, 즉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 사상, 감정을 표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용목적의 변형으로 Leval 법관이 분류한 “비평, 원 저

작자 성향의 공개, 사실의 증명, 원 작품의 사상을 옹호 또는 공격할 목적으로

원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패러디, 상징화, 미학적 선언 등”의 유형은 모두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것이다.224 따라서 공정이용의 변형적

이용은 원 저작물을 변형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사소한 변형만 부가하여

이용하더라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이 부가된다면 변형적 이용에

해당된다. 

나. 저작물의 성격

두 번째 요소로서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이다. 

본 요소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더 많이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225 가령 문학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문예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사실저작물이나 기능저작물에 대한 저

                            
223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421 면.

224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vard Law Review. Vol. 103, 1990, p 1111.

225 이대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0(0), 2000, 35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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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보호가 다르다.226 본 요소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여부, 그리고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인지 미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

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미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우선 매우 창작적인 저작물(highly creative works)에는 가장 높은 정도의 보

호를 하고, 사실적(factual)이거나 실용적인(practical) 성격을 지니는 저작물에는

최소한의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의 범위는 저작물보호의 정도와 상

반되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s)에 관하여 공정이용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저작물이 창작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227 한편 미국의 판례를 보더라도, 미 공

표 저작물이라는 성격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228 또한 이용되는 저작물이 사실

적인지 또는 허구적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 또는 전기(傳記)등은 특

정인이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인용하고 활용하여 또

다른 창작을 고취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사실적 저작물을

공정이용으로서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들은 컴퓨터프

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을 넓게 인

정하고 있다. 이는 기능적 저작물에 흔히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

지 않는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이용 및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기술적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반면 허구적 저작물의 경우는 그 표현을 자유롭게 이

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등에 크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공정이용을 인정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229

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세 번째 요소로서 저작물의 사용에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

하는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다. 이는 저작물 전체 중 어느 정도의 분

량을 이용하였는지,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226 이지호, “빅데이터의 디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제 8 권 제 4 호,

2013, 113 면.

227 Roger E.Schechter & John R.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Thomson/West, 2003, 224면.

228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p554.

229 이대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經營法律 10, 2000, 35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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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서 이용한 부분이 당해 저작물의 상당한 분량과 부분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

성은 낮아지게 되고, 만약 저작물 전부가 복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230

또한 이용된 분량이 많지 않아도 그 부분이 원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

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이용한 부분이 사

소한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하게

세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이 요소를 고려할

때 저작물 전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분량은 단순하게 전체 중에서 일정 분량 이상이 이용되었는지 보다는 특정한

공정이용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분량 이상의 것을 취하였는지 여

부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결국 공정이용에 기한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필요성과 정도에 따르되, 이용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지나치게 많

은 양을 복제한다면 공정이용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이용

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된 저작물의 양을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과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양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본 요소는 네 번째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복제하면 원저작물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파괴하기 때

문에, 전 체적인 저작물이 복제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

게 된다.231

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요소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려면 이용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

의 정당한 권익에 대하여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저작물의 관련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 판매되는 시장이 피고의 이용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손상을 받는다면 저작권

                            
230 박익환, “미저작권법상 fair use doctrine 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년, 82 면.

231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317, 1995, at §10.9 이대희, “저작권

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經營法律 10, 2000, 359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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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의 동기는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음으로 공정이용으로 허용하기 어려워진다.232 이처럼 네 번째 고려 요

소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이용목적, 저작물 성격, 이용분량도 모두 저

작물의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으

며,233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작의 대가를 회수하는 등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영향주기 때문이다. 234 따라서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행위 등을 저작권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타적 권리를 정책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또한 본 요소에 고려되는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니라 잠재

적인 손해이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양적인 손해에 관한

증거가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손해의 증거로서 충분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었

다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

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

작권자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 있게(meaningful) 입

증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35

마. 소결

이러한 4 가지 요소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별 사례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의 각 요소들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236 구체적으로 각 개별 요소가 어떻

게 판단되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하게

제 107 조의 4 가지 요소들은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개별적으로 어떠한 경우 공

정이용이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

                            
232 최승재, “저작권법 제 35 조의 3 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강원법학, 제 57 권, 2019, 64-65 면. 

233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431 면.

234 미국의 공정이용 사례 분석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공정이용에 관한 297 건의

판결문 가운데 81.5%의 판결문에서 이용목적이 최종적인 결론과 일치하는데,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83.8%의 판결문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최종 판단과 일치했다. Barton Beebe, “An 

Empirical Study of U.S. Copyright Fair Use Opinions, 1978-200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

eview, Jan., 2008, Vol. 156, No. 3 (Jan., 2008), p584.

235 이대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0, 2000, 360 면.

236 Camp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Ct. 1164, 117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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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일한 케이스에서도 각 요소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기인한다.237 하지만 이러한 4 가지 요소의 추상

적인 성격은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사안의 특별한 상황에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발전해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개별적

인 상황에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기술이나 환

경에도 미국식 공정이용 법리가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평가된다.238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 동향을 반영하면 공

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변형적 이용의 법리가 빈번히 적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이용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사

기간 전체적으로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된 사건들 중에서 변형적 이용을 언급한

것이 71%인데, 2011 년∼2017 년은 거의 90%에 이른다고 하며, 연방항소법원 차

원에서는 변형적 이용 개념을 활용한 전체 315 건 중 152 건이 변용적 이 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중 거의 91%에 달하는 138 건에서 결론적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239

또한 요소 상호간 분석(inter-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공정이용의 4 가지 요

소 중 제 1, 제 3 및 제 4 요소를 고려한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 전체 결과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 2 요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240 또한 제 4 요소가 공정이용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제 4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결론에 준하는 기능(functions as a quasi-conclusion)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 공정이용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제 1 요소를 판단할 때 그 하위요소(sub-factor) 로서 논의되는 변용적

이용이라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변형적 이용은 제 1 요소의 판단에서는 물론이

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어떤 요소보다도 큰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241

                            
237 이대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 10, 2000, 348 면.

238 이대희, 전게논문 348 면. 

239 Clark D. Asay, Arielle Sloan, Dean Sobczak, “Is Transformative Use Eating the World?”, 61 Boston 

College Lrew., 2020, pp.931-932, 941.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권과 정의 제 494 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12., 62-63

면에서 재인용.

240 전게논문 63 면.

241 전게논문 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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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일반적으로 영국법은 미국과 더불어 영미법이라 대륙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개별사건에서의 판결들로 이루어진 판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영국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제도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와 차이가 있다. 영국의 공정취급과 미국의 공정이용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영국 저작권법상 제한 규정의 개별조문 중 일부는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 혹

은 저작물 일반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만을 명시적으로 요

구하고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공정취급 할 것(fair 

dealing)’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공정취급 외에 유

럽식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이 열거 규정으로 명시되어 그에 따라 한정적으

로 이용행위가 허락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앞서 살펴 보았지만 미

국의 공정이용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권한 없는 이용행위에 적용된다고 한

다.242 이러하게 영국의 공정취급 방식을 미국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대륙법

계의 유형별 공정이용 방식 이외 제 3 의 종류로 해석되기도 한다.243 아래에 영

국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 저작권법 제3장은 “저작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행위(Acts Permitted in 

relation to Copyright Works)”라는 제목으로 저작권 관련 제한 또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부터 제76조까지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28A조부터 31조까지 모

든 저작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예외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정한 저작물 종류에 관련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정취급 예

외조항은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조항인데 순서를 봐도 이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244

3. 독일

독일 저작권법은 제1장 제6절(Teil 1, Abschnitt 6)에 적법한 이용을 통한 저

작권의 제한(Schranken des Urheberrechts durch gesetzlich erlaubte Nutzungen)

                            
242 이규호, 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42-43 면.

243 박준석,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 132 면. 김

병일, “저작권 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

회 2009. 11.25. 제 1 회 저작권 포럼 자료집 토론문, 2009 년, 121 면.

244 조희경, “영국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소고: 공정취급 조항 (fair dealing)을 중심으로”, 

제 337-3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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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으며 제44a조부터 제63조까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제1관 적법한 이용(Gesetzlich erlaubte 

Nutzungen)에는 일시적 복제행위(제44a조), 재판 및 공공의 안전의 경우(제45

조), 장애인(제45a조), 저작물이 교회·학교 혹은 수업에 사용되는 경우(제46조), 

학교방송으로 사용하는 경우(제47조), 공개연설을 하는 경우(제48조), 신문기사

및 방송해설로 사용하는 경우(제49조), 시사사건의 보도(제50조), 인용하는 경우

(제51조), 공개 재현하는 경우(제52조), 사적사용 및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를

하는 경우(제53조)이다. 본절 제3관은 그 밖의 적법한 이용(Weitere gesetzlich 

erlaubte Nutzungen)과 제4관 강의, 지식 및 기관의 적법한 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두고 있는데 방송사업자를 통한 복제(제55조), 데이너베이스저

작물의 이용(제55a조), 영업상 복제 및 공개재현(제56조), 비본질적 부수저작물

(제57조), 저작물의 전시와 공개판매를 위한 광고(제58조), 공공장소의 저작물(제

59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2관에서는 제53조 및 제60a조부터 제60f조에 따라 허용되는 복제에 따른

보상규정을 규범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사적사용 및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를 하는 경우(제53조)와 제4관 강의, 지식 및 기관의 적법한 이용(Gesetzlich 

erlaubte Nutzungen fur Unterricht, Wissenschaft und Institutionen) 이며, 구체적

으로 보상의무(제54조), 보상금액(제54a조), 상인 또는 수입업자의 보상의무(제

54b조), 사진복사기 운영자의 보상의무(제54c조), 안내의무(제54d조), 신고의무

(제54e조), 보고의무(제54f조), 통제방문(제54g조), 저작권관리단체 및 통지의 처

리(제54h조)이다. 그 밖에 제5관 특수한 고아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과 제6관 적

법한 이용을 위한 공통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4. 일본

기존의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대륙법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공정

이용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 저작권법 제 2 장 저작자의 권리(著作者の

権利) 중 제 3 절 권리의 내용(権利の内容) 제 5 관에 저작권의 제한(著作権の制限)

제 30 조부터 제 50 조까지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기타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

한 논의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2008 년 전의 경우 미국의 포괄적인 공정

이용 규정 도입에 관련하여,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수요의 대응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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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있었으나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교수는 모든 제도의 효과에는 양

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245 그러나

2008 년 후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는 기존의 견해에서 포괄적 공정이용의 도입

에 관해 긍정적인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246 그리하여 일본에서도 2008 년부

터 미국식의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었

고 2008 년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개별적인 한정열거방식에 추가적으로 권

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

으로 허용하는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2 년 실제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일본판 공정이용 일반규정의 도입

방안이 채택되지 않았고 개별적인 한정열거방식의 공정이용 규정 4 개(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제 30 조의 4, 제 47 조의 9)가 추가되는 것에 그쳤다.247

그러다가 2018 년에 일본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하여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248 즉 제 1 유형은 저작물의 본래적인

이용이 아니고 또한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유형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통상적으로 해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연성이

높은 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 2 유형은 저작물의 본래적인 이용이 아니고 또한

권리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경미한 행위유형이므로 상당한 정도 유연성이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제 3 유형은 권리자의 시장과 충돌하는 경우이지만 공익적인

정책 실현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기대되는 유형으로 종래의

권리제한규정이 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249 2018 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 중에 새롭게 개정된 제 1 유형에 해당하는 제 30 조의 4 규정 및

                            
245 中山信弘저, 윤선희 역, 著作権法, 법문사 2008, 275 면.

246 中山信弘, “著作権法に未来はあるのか?”, Business Law Journal, 2008 5.29. 이처럼 2008 년을 기

점으로 中山 교수의 견해가 변화한 것에 대해 소개한 일본문헌으로는, 上野達弘, “総論―シンポジ

ウム 「権利制限」 の趣旨”, 著作権硏究 35 号, 著作権法学会, 2008, 9 頁 각주 30.

247 이처럼 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는 아쉬움을 표

하면서 여전히 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中山信弘, 著作権法(第 2 版), 有斐

閣, 2014, 284 頁, 400 頁. 

248 첨언하면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

는 권리제한규정'으로서 입법이 되었지만 제 3 유형은 저작물의 시장과 충돌 우려가 있고 공익적

정책실현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川人顕, "社会の変化に対応した著作権法の改正-柔軟な権利制限規定の整備を中心とした国会議

論-", 立法と調査第 403号, 2018, 20 頁. 신현철, “제 4 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

사점-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26 권 제 3 호, 2019 각주 16, 8 면에서

재인용.

249 中山信弘, 著作権法(第 3 版), 有斐閣, 2020, 35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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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 4 규정이다. 아래에 제 30 조의 4 규정 및 제 47 조의 4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 30 조의 4250에는 ‘본문에 의한 보충적 일반규정과 ‘단서 제 3 호에 의한 보

충적 일반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제 47 조의 4 제 1 항251에도 ‘본문에 의한 보충

                            
250 제 30 조 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

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 47 조의

5 제 1 항 제 2 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 2 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

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251 제 47 조의 5(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등) 

①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정보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해당 행위의 일부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행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에 제공등(송신가능화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저작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공중제공등저작

물”이라고 한다.) (공표된 저작물 또는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행위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 중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의 양, 그 이용에 제공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미한 이용”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련된 공

중에의 제공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국외에서 행하여진 공중에의 제공등에 관해서는 국내에

서 행하여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해당 경미한 이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경미한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검색 정보”라고 한다.)

가 기록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저작자명, 송신 가능화된 검색 정보에 관련된 송신출처식별부호(자

동공중송신의 송신출처를 식별하는 글자,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를 말한다. 제 113 조 제 2 항 및

제 4 항에서 같다.), 그 밖의 검색 정보의 특정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공

하는 것.

2. 전자계산기로 정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3. 제 1 호와 제 2 호의 행위 외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

보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시행

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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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반규정’이 있고 동조 제 2 항에도 ‘본문에 의한 보충적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일반규정 + 상황 열거 + 그 밖의…”라는 유형으로 되

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새로운

입법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5. 대만

대만은 경우 기존(1992 년 저작권법 개정 전)의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2 년 개정 후에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를 도입하였다. 구

제적으로 보면, 대만 저작권법 “제 4 절 저작재산권” 이하 “4. 권리의 제한” 편에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44 조부터 제 62 조까지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

는 이용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 63 조252와 제 64 조253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조항에 대한 일반 규정이다.

구체적인 예시조항으로는 크게 ①국가기관의 운영 목적으로의 공정이용, ②교육

목적으로의 공정이용, ③학술과 연구목적으로의 공정이용, ④문화와 예술의 보

존 등 목적으로의 공정이용, ⑤정보의 자유적인 유통으로의 공정이용, ⑥비영리

활동에 의한 공정이용, ⑦개인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의 공정이용, ⑧컴퓨터프

로그램의 수정 혹은 저장과 관련된 공정이용이다. 또한 제 65 조에는 미국형 공

                            

②제 1 항 각 호의 행위를 준비하는 자(해당 행위의 준비를 위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시

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제공 등 저작물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

에 따른 경미한 이용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나 공중송신(자동공중

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같다.)을 하거

나 그 복제물에 의한 배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 등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배포 부수와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2 대만 저작권법 제 63 조 ①제 44 조와 제 45 조, 제 48 조 제 1 호, 제 48-1 조 내지 제 50 조, 제 52

조 내지 제 55 조, 제 61 조 및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 46 조와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개작하

여 이용할 수 있다.

③제 46 조 내지 제 50 조, 제 52 조 내지 제 54 조, 제 57 조 제 2 항, 제 58 조, 제 61 조 및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253 제 64 조①제 44 조 내지 제 47 조, 제 48-1 조 내지 제 50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5 조, 제 57

조, 제 58 조 및 제 60 조 내지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제 1 항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그 저작물이 익명이거나 저작자가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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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용 규정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있다.254

한편, 대만 저작권법 중 제 44 조부터 제 62 조까지의 예시규정과 제 65 조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시규정의 조문 중 일부는 “합리적인

범위”255 또는 ‘필요범위 내에서’256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 65 조

에 열거된 4 개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문구가 없는 조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 “합리적인 범위” 또는 “필요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일정한 합리사용, 즉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 6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판단의 4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이 때, 4 개의 판단요소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미국과 유사하고, 판

단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판단요소를 특히 중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특이점은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방법과 달리 판단요소 중 단 한 개의

판단요소라도 부정이 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의

실무에서도 ‘공정이용 4 요소’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57

6. 한국

기존 한국의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

35 조에, 그리고 제 101 조의 3 부터 제 101 조의 5 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유형별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 규정들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엄격해석을 요구

하는 ‘한정열거적’ 제한규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대표

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학·예술의 표현양식 및 저작물 생산 주체의 다양

                            
254 제 65 조①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저작물의 이용이 제 44 조 내지 제 63 조의 규정에 언급된 합리적인 범위나 그 밖의 공정이용 조

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이 상업적인 것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목적인지를 포함한다.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질과 양 및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이용의 영향.

③저작권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제

1 항에 언급된 결정의 준거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제 2 항에 언급된 합의과정에 저작권 전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5 대만 저작권법 제 44 조 내지 제 47 조, 그리고 제 50 조 내지 제 52 조. 

256 대만 저작권법 제 49 조. 

257 해당 내용은 본 논문 제 5 장 제 3 절 다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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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는 어려운 많은 상황으로,258 포괄적 공정이용 일

반규정을(현행 한국 저작권법 제 35 조 5)을 도입하였다.

한편 동법 제 35 조의 5 제 1 항에서 공정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의 의

미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 일단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

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3 단계 테

스트의 요건을 충족 시키면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등’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259에 대하여

는 향후 법원의 해석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 제 35 조의 5 제 2 항은 공

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4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4

가지 요소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 107 조의 규정을 참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60

                            
258 기존 한국의 저작권법 해석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 이용에 있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불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용으로 “저작물의 형식적 이용에 대한 미비”, 두 번째, 패러디나 풍자, 전유예술 등과 같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장르에 대한 것으로 “문학 및 예술 형식에 대한 대응미비”, 그리고 마지

막으로 스트리밍, 링크, 프레이밍, 메타태그, RSS 등 여러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대한 것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미비”이다. 이에 대하여는 민경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아시아

의 대응－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1 집 제 2 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1.8, 491 면. 민경재,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32 권 제 3 호, 2012 년. 94 면에서 재인용.

259 이해완 교수는 이에 대하여 “원래의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가 최종적인 검토 과정에

서 이 문구가 추가된 것은 공정이용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관점에서 목적 면에서의 일정한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

실질적 의의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522 면. 그러나 ‘등’이라는 표현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외의’ 용도로 제 3 자가 저작물을 이용

하는 경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이라는 용어를 공정이용의 유형으로 예시된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준하는’ 유형에 대해서만 공정이용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등’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공정이용의 유형을 폭넓게 해석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의 해석을 주시해야 할 것

이다.

260 이해완, 전게서, 52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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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제 1 절 개관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규정에 대하여 다룬

다. 흔히 중국은 국제적으로나 국내 내부 여론상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를 단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수준은 저작권법의 중요한 척도로 평

가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다고 함은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많고 광범위하거나 혹은 더욱 오랜 기간 보호하는 등 경우에 보호 수준이 높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공정이

용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범위가 축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아

직 저작권자의 권리도 잘 보호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공정이용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26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 제2절에서는 우선 중국이 저작권 도입 과정 전반을

정리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국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80 년대에 와서야 저작권법 초안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도입과정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제도를 모두 참고하면서 입법하였다. 

이런 부분은 중국 저작권의 명칭에서 잘 보여주는데 중국에서는 저작권을 ‘판권

(版權)’이라고도 하며, 또한 흔히 저작권법을 또한 ‘판권법’이라고도 부른다.262 이

처럼 저작권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법률에 두 가지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 저작권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저작

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보는 대륙법계와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로 간주하는 영

미법계의 저작권 제도를 모두 참고한 것으로 저작권 제도의 후발 국가인 중국

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영향을 모두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닌 성문법 국가로 저작권법 입법에 있어 특히 그 구조와 조항에 있어

서는 대륙법계의 영향이 크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력으로

                            
261 이와 비슷한 논리로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서 저작권 남용에 관한 조항 추가가 최소 되

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제 5 장 제 2 절 1. 다 부분 참조.

262 중국 저작권법 제 57 조 이 법에서 저작권이란 판권을 말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경우 기본적

으로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번역 혹은 관련 논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

되는 경우 외에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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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판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263 즉 중국의 공

정이용 제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유형별 공정이용 사유를 세부적으로 열

거하였으나 이러한 한정적 열거로 된 규정은 오늘날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복

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저작권 제도를 대륙법계의 ‘골(骨)’과 미국

저작권법의 ‘혼(魂)’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64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그 내면에는 통일된 이론의 결핍으로 저작권 제도

자체가 엄밀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융통성이 있다고 평가한다.265

제 3 절에서는 중국의 법률 체계와 저작권 제도의 체계를 살펴보면서 현행

저작권 제도를 살펴보며 제4절에서는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구체적인 권리

와 공정이용 규정을 살펴보면서 공정이용 제도 관련하여 법원의 지침들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의 부여 방

면에서는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

인격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

는 입법 형태를 포괄적 예시주의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이용

방법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도 권리자에게 해당 권리가 부여된

다. 266 또한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국가와 유사하게 유형

별 공정이용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

정하고 있어서 단순 저작권법 규정을 놓고 보면 중국의 저작권 보호 범위는 굉

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중국의 저작권 보

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실적인 적용과 실효성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과 어울리는 저작권 보호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현재 중국의 경우 공정이용

제도를 단지 외면하는 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노력

이 필요하다.

                            
263 비록 중국은 저작권 제도의 후발 국가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저작권법의 특징들을 모두 참고하였는데, 가령 중국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에

대하여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나누고 있으나 법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4 장 제 4 절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264 謝晴川、何天翔, “論著作權合理使用制度的開放化路徑”, 知識產權, 2019 年第 5 期, 第 59 頁。

265 劉宇暉, “論著作權合理使用擴張適用的路徑選擇”, 知識產報, 2018 年第 10 期, 第 60 頁。

266 포괄적 예시주의는 저작권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입법주의인데 장래 개발된 새

로운 형태에도 당연히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

문 제 4 장 제 4 절 2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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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 저작권 제도의 도입과 발전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저작권법의 형성과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되

어 있으며, 특히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저작권의 형성에 대하여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 기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저작물은 단지 필사나 구전에 의하여만

전파될 뿐, 기술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특별히 저작권을 법적으

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다.267 중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당시의

유교적인 사회 환경에서 지식의 산물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제도적인 영향도 관련이 있다.
26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한(漢) 나라(기원전 202 년~서기 220 년) 

시대부터 제지 기술과 목판인쇄 기술이 출현하였으며, 북송(北宋, 960-1127 년) 

시기에 와서는 활자(活字) 기술의 발명으로 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라는 혁명적

발전이 있었다. 인쇄 기술의 반전으로 송나라 시대에서부터 정부 및 민간에서는

출판인쇄가 시작되었는데, 민간에서 출판된 서적에 대하여 사적으로 보호 조치

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최초 기록은 남송(南宋) 소희(紹熙) 시기(1190-1194

년) 였다고 한다.269 예컨대 송(宋) 나라 시기 민간에서 작성한 작품에 “관청에

등록하였으니 복판(復板)을 불허한다” 라는 등의 표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관청

(官府)에서 "복제의 용도로 원판을 임의로 구분 또는 분리한 판본(板本)을 쪼개

거나 훼손하면 단죄되어 벌을 받는다(追板勞毁，斷罪施刑)”는 규정으로 타인이

창작한 작품의 복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270 이는 송나라 시기에 민간

에서 처음으로 ‘판권(版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일

                            
267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년, 253 면.

268 비록 일부 학자의 경우(예컨대 鄭成思, 版權法(修訂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第 23 -24 頁) 

일부 역사 문헌을 제시한 방식으로 중국의 전통적 법학에는 근∙현대적 저작권 보호와 유사한 제

도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의 사상적 검열을 통치하기 위한 단순 기록

들이며 근∙현대적 의미에서의 저작권 보호 관념이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광범하게 인

정이 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관하여 周林, 中国版权史研究的几条线索, 中国版

权史研究文献, 中国方正出版社, 1999, 第 7页; 吳漢東, “關於中國著作權法觀念的歷史思考”, 法商研究,

1995 年第 3 期, 第 44-49 頁。

269 潘銘燊, “中國印刷版權的起源”, 漢子研究, 第 7 卷 1 期, 民國十八年六月, 第 215 頁。

270 다만 이러한 행정수권(行政授權)에 기한 특권은 당시의 정부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지식산물의 보호와는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저작권제도상 복제에 대한 금지라

는 제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吳漢東, 中國知識產權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4, 

第 12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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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판된 서적의 뒷면에 “판권이 있으므로 만약 자체적으로 복제를 하는 경

우 천리를 가도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版權所有, 敢有翻印, 千里必究)”라고

적혀져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문구는 단지 경고성 문구에 불과하며, 그 당시 어

떠한 법률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한 수

단이라고 평가된다.
271

아편전쟁(鴉片戰爭, 1840 년-1842 년) 이후, 청(清) 나라는 서양의 선진 인쇄

기술의 도입과 계몽활동에 의하여 대중들의 도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인쇄

출판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다. 동시에 불법 출판물도 급속이 증가하면서, 출판

산업에서의 분쟁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국 문화 상품의 저작권 보

호를 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의하여 1902 년 중·일 통상항운조약개정 합

의에 관한 회담과 중·미 통상항운조약개정합의에 관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272 이후, 1906 년 「대청인쇄물전율(大淸印刷物專律)」, 1907 년

「대청보율(大淸報律)」을 제정하여, 신문의 부록에 수록한 작품을 후에 단행본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청나

라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베른협약에 참석한 후, 저작권의 입법 작업을 시

작하여, 청 정부가 몰락하기 1 년 전인 1910 년 12 월 18 일 「대청저작권율(大淸

著作權律)」을 반포하였다.273

중국의 첫 저작권법으로 불리는「대청저작권율」은 총 5 장 55 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칙, 권리 기한, 등록신고의무, 권리의 제한, 침해 및 처벌,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청저작권율」에서도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

는데 제39조274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위조품(假冒)으로 논하지 않으나 반드시 원

저작물의 출처를 주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①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하여 도서

로 편찬하여 보통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타인의 저작물을 절

록‧인용하여 자신의 저작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타인의 도화를 모

방하여 조각모형을 만들거나, 타인의 조각모형을 모방하여 도화로 하는 경우” 

                            
271 https://zh.wikipedia.org/wiki/%E8%91%97%E4%BD%9C%E6%AC%8A#cite_note-1(마지막 방문: 

2021.06.11)

272 吳漢東, 前揭書, 第 34 頁。

273 대청저작권율은 일본의 저작권 제도를 참고한 것인바 일본의 저작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의미한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저작권

(著作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鄭成思, 版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第 13 頁。

274 第三十九条 下列各项，不以假冒论，但须注明原著之出处：

一、节选众人著作成书，以供普通教科书及参考之用者；

二、节录引用他人著作，以供己之著作考证注释者；

三、仿他人图画以为雕刻模型，或仿他人雕刻模型以为图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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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청저작권율」은 공포된 다음 해인 1911 년 10 월 10 일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인하여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써 그 후의 입법과 중국 국민의

저작권법적 의식(意識)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275

그 후 북양정부(北洋軍政府)276가 집권하면서 1915 년에 「북양정부저작권법

(北洋政府著作權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대청저작

권율」과 유사하다.277 그 후 북양정부시기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느나나 「대청저작권율」과 비교하면 내용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동법 제31조278에서는 다음의 각 저작물에 대하여 위조품으로 논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면서, ①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하여 도서로 편찬하여 보통 교과

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타인의 저작물을 절록‧인용하여 자신의 작

성한 저작(著作)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타인의 도화를 모방하여 조

각모형을 만들거나, 타인의 조각모형을 모방하여 도화로 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전 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저작물에 대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의 출처를 주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북양정부를 이어 받은 중화민국 정부의 경우, 중화민국 17 년에서 제정된

저작권법(1928 년) 제 28 조279에서는 기존 북양정부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중 제 31 조 ③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 각 상황에 대하여 원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주석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①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

하여 도서로 편찬하여 보통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타인의 저

                            
275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26 頁。

276 북양정부시기는 중화민국초기인 1912 년부터 1928 년 사이를 지칭하며 이 시기에는 군벌세력

들을 중심으로 정권으로 장악되었다. 

277 해당 저작권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 강의, 연설, 악보, 희곡, 도화, 서예, 사

진, 조각모형 기타 문예, 학술, 미술 등의 저작물은 등록하여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저작자가

종신 향유하는 외에 그 상속인도 30 년간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으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278 第三十一条 下列各款之著作物，不以假冒论：

一、节选众人著作成书，以供普通教科书及参考之用者；

二、节录引用他人著作，以供自己之著作考证注释者；

三、仿他人图画以为雕刻模型，或仿他人雕刻模型以为图画者。

前项第一款、第二款之著作，须注明原著作之出处。

279 第二十八条 下列各款情形，经注明原著作之出处者，不得以侵害他人著作权论。

一、节选众人著作成书，以供普通教科书及参考之用者；

二、节录引用他人著作，以供自己之著作考证注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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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절록‧인용하여 자신의 저작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였

다. 중화민국 33 년 제정한 수정저작권법(1944 년)은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

정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였고 별도 수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등록 저작

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법 제 24 조280는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제25조281 제2항에서는 등록 저작물에 대한 절록(節

錄)이나 부분 이용에 대해서도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 사회는 반봉건∙반식민사회 아래에서 사회 기초가 민주적

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고 해도 ①당시 시민들 낙후

한 저작권 인식, ②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등과 같은 인프라의 부재, ③

저작권 제도를 전문적으로 학습, 연구한 전문가의 부재 등 다방면의 원인으로

진정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282 특히 그 당

시의 청 정부와 북양군벌 정부 및 국민당 정부는 저작권 제도를 단지 국민 대

중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283

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저작권법 제정 전까지 ‘문화대혁명(文化大

革命)’이라는 10년 동란(動亂)을 전후로 계획경제시대와 시장경제시대라는 두 단

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950-1966 년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78-1990 년이다. 계획경제시대에서는 사적인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시대로

저작권이라는 무형재산권이 보호되기 어려웠다. 그 후 중국은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이라는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하면서 저작권 제도를 도

입하기 시작하였고, 1980 년대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90 년 9 월 7 일

반포되었고 1991 년 6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80 第二十四條 下列各款情形，经注明原著作之出处者，不得以侵害他人著作权论。

一、节选众人著作成书，以供普通教科书及参考之用者；

二、节录引用他人著作，以供自己之著作考证注释者

281 第二十五條 就已經註冊之著作物，為左列各款之行為者，應得原著作人之同意；但著作權已經消滅

者不在此限。

一、用原著作物名稱繼續著作者。

二、選輯他人著作或錄原著作，加以評註、索引、增補或附錄者。

三、用文字、圖畫、攝影、發音或其他方法，重制或演奏他人之著作物者。

282 William Alford, To Steal a Book Is an Elegant Offens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hinese 

Civilization, China Review International 4, no. 1, 1997, pp.34-42.

283 鄭成思, 版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0, 第 283-29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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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9-1966 년 단계

1949 년 10 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기존 국민당 정부에서 반

포된 헌법을 포함한 기타 “6 법”은 모두 폐지가 되었으며 헌법 성격으로 반포된

「중국인민정치협셥상회의 공통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과 기타 정

책과 법규로 대체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재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당시

중국 정부는 저작권이라는 사적인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

를 하였다. 

우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이 국가 건설에 대한 중

요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강령’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민의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국가는 과학 발견과 발명을 장려하고 사회과학에 관한

우수한 저작물을 장려하고,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으며,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

작권보호와 관련하여서 출판 산업을 중심으로 한 1950 년에 공표한 「출판업무의

개진과 발전에 관한 지시(關於改進和發展全國出版事業的指示)」(이하 ‘지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비록 본 지시에 관하여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하나,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51 년부터 시작하여 국가출판총서는 국무원의 지시를 받아 구 소련의

1928 년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당시 중국의 출판 기관 등 구체적 상황과 결부하

여 「저작권의 출판권 잠행 조례(著作權出版權暫行條例)」(초안)을 작성하였다. 해

당 규정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발행된 출판물은 저작자의 국적을 불

문하고 모든 저작권을 보장하고 중국 공민이 국외에서 발행한 출판물도 중국에

서 그 저작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결국 입법기관에 통과

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는 이념 하에 발전된 계획경제사회에서 저작권이라는 ‘사권’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이 어려워 이 시기 중국 저작권 관련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284

                            
284 이 시기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하는 사회주의 체재상 지적 창작물은 개인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는 시각에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

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현암사, 2015, 7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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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78-1990 년 단계

그 후 이른바 “10 년 동란”이라 불리는 “문화대혁명”시기에는 극좌적 사조의

범람으로 “정신 귀족”, “지식의 개인 사유”를 비판한다는 명분하에 창작활동이

중단되고 기존 원고료 제도도 취소되었으며 창작자의 논저가 임의로 곡해, 왜곡, 

변경 등의 방법에 의해 ‘반동 언론’ 등으로 포장되어 지식인들을 박해하는 잔혹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285 또한 이 시기에 저작물을 창작적 산물이라고 하기보

다는 단순노동에 의한 “제품”으로 인식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철판에 이름을 새기지 않은 듯이 저작자들이 작성한 서적에도 이름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식이 만연하였다.286

“문화대혁명”이라는 전체 사회적 대혼란을 극복한 후, 중국 정부는 등소평

의 지도하에 개혁∙개방이라는 대명제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문 출판업과 관련하여 1977 년 10 월 국가출판사업관리국에서 「신문출판 원고

료 및 보조금 시행방법에 관한 통지(关于试行新闻出版稿酬及补贴办法的通知)」를

발함으로써 기존 원고료 제도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문화대혁명”의 잔존 영향을 받아 저작권은 사유(私有)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념

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사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후 1980 년 7 월 1 일 「신문출판 원고료 및 보조금 시행방법에 관한 통

지」를 기초로 「서적 원고료에 관한 임시규정(关于书籍稿酬的暂行规定)」을 제정

하였는데, 이 규정은 기본 원고료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세(印稅) 제도를 회복

시킴으로써 저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

가된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제 11 차 3 중전회(全會) 이래 “대내개혁, 대외개방” 정

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1982

년 말, 국무원이 비준한「녹음, 녹화제품 관리 임시규정(录音录像制品管理暂行规

定)」은 제 6 조에서 “녹음∙녹화 제품 출판 단위는 작자 및 실연자의 협의에 기하

여 제작한 제품에 대하여 출판권을 가진다. 녹음∙녹화 제품 출판 단위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어떤 단위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임의 출판할 수 없다”라는 등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이 저작권법을 제

정할 사회적 필요성이 이미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중국의 대외관계가 정식적으로 개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285 黃勤南, 知識產權法教程, 法律出版社, 2008, 第 145 頁。

286 William Alford, To Steal a Book Is an Elegant Offens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hinese 

Civilization, China Review International 4, no. 1, 1997,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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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나라 사이에 경제 및 문화 교류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중 미국을

비슷한 여러 나라에서 중국과 다방면의 교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작권에

관한 쌍방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이 국제 저작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저작권

상호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가 제기되었으며,287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저작권

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288 1982 년 중국

의 국가출판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판권법」 초안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에서 심의

하였으나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이 많아 쉽게 통과되기

어려웠다.289 하지만 중국 전체주의 이념 하에 개혁∙개방이라는 대의(大義)의 명

분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이 타협되었다.290

이처럼 저작권법이 반포가 아직 어려운 시기에 도서 등 출판자 권익에 대

한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부

는 1984 년 6 월에 현 저작권법 전신(前身)이 되는 「도서, 간행물판권보호시행조

례」를 제정하여 도서 및 간행물 등 관련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동 조례 제 15 조291에서는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6

                            
287 가령 1979 년 5 월 14 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중·미 무역관계 협정의 제 6 조에서는 “ ①

쌍방은 그 무역관계 중에 특허, 상표, 저작권을 유효하게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승인한다. ②

쌍방은 적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자의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고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하여 상

대방 국가의 법인과 자연인의 판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 보호의 정도는 자국 국민에 대한 것과

대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88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28 頁。

289 국가출판국은 문화부에 귀속되면서 문화부는 기존의 초안을 「중화인민공화국 판권보호시행조

례」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 저작권관리기구를 선정하는

업무 등 다양한 반대가 있어와 저작권법을 제정에 있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290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 것 인지와 같은 문제부터 시작하

여, 선진국들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 문제, 구체적인 저작물의 사상검증 및 내용

심사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민간문화에 대한 보호여부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발전 과정 중에 있는 과학계와 교육계에서의 저력이 심했다고 한다. 하지

만 중앙정부는 저작권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며 “중국은 개혁∙해방을 진행해야 하기에 저

작권법도 응당 세계적인 표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며， 대외 개방은 전체이고 저작권은 부분으

로, 부분은 응당 전체에 복종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이념으로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채로 저작권법이 통과 되었다. 宋木文, 一个“出版官”的自述：出版是我一生的事业，中国书籍出

版社，2015，第八章 참조.

291 ①개인의 학습 혹은 과학 연구, 발취, 복제 혹은 번역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②어떤 문제

를 평론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적당한 인용，③신문보도를 위하여 신문,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뉴스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 ④과학연구와 학

교의 교육을 위하여 발취, 복제, 번역 혹은 개편하여 해당 소속된 단체(单位) 내부에서 사용하지만, 

시장에 판매 혹은 이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은 경우, ⑤도서관, 당안관, 자료 혹은 문헌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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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92에서는 공정이용과 유사한 제도가 제정되었는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원

저작자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하게

중국 정부는 입법 통과 혹은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 

혹은 ‘방법’ 등 법률 하위 법령인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규제

하기 시작하였다.293

한편 중국에서 민사상 상속과 관련된 법률인「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中華人

民共和國繼承法)」이 1985 년 4 월 10 일 반포되었는데 이 당시 저작권법이 제정

되지 않았음에도 상속의 대상으로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에 저작권을 포함시켰

으며,294 1986 년 4 월 12 일 제 6 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295 제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민법통칙’)」이 통과되면서 공민과

법인은 저작권을 향유하고 법에 따라 서명, 발표, 출판 및 보수를 취득할 권리

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포함

                            

서, 열람, 보존 혹은 전문인원에 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자료를 위하여, 본 관 혹은 본 센터에

서 보존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다만 해당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 혹은 이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아야 함，⑥현 이하의 전문예술실연단체와 기타 단체의 무료 공연하는 경우, ⑦군중문화

관 혹은 에술관이 비 영리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의 무료 연출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해당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 혹은 이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아야 함, ⑧선전 홍보를 위한 공개 전

시하는 경우

292 다음의 상황의 경우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판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사전에 저작자에 대하여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야 하며,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과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본 조례 제 5 조에서 규정한 저

작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①학교 교재, 라디오 교재 혹은 아마추어 교육 교재

로 편집, 개편 혹은 번역하는 경우, ②신문에서 전재하거나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

영, ③한족언어 저작물을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의 저작물로 번역 혹은 개편하는 경우, ④점자 도

서로 개편하는 경우이다
293

첨언하면 이러한 방식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전송에 대한

보호를 행정법규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94 중국 승계법 제3조 유산은 공민이 사망 시에 남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말하며, 다음을 포

함한다. (6) 공민의 저작권, 특허권 중 재산권리.

295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이는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헌법 개정, 법

률 제정, 국가 예산, 결산 심사 및 승인 등을 행하며 국가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국무원총

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을 선출한다. 상설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있으며 전인대의 소집, 법률의 해석, 제정 등 전인대가 위임한 각종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산하에는 성(省), 현(縣), 시(市), 구(區) 등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있는데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한 급 위인 인민대표대회대표를 순차적으로 선출, 최후로 전인대가 구성된

다. 대표의 임기는 5 년이며 연 1 회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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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296 또한 「민법통칙」 제 118 조는297 공민, 법인의 저

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등의 권리가 표절, 개작, 가짜 제품 제조 등의 방법으

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행위의 정지와 그 결과의 배제를 요구하고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민법통칙」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한 문

제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적인 민사 법률로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권에 대하여 일반적,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다. 특히 「민법통칙」 통과 당시 저작

권법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민법통칙」에 저작권 관련 규정

을 두는 것은 저작권법의 이법이 단순히 시간문제였음을 보여준다.298

다. 현행 중국의 저작권법 제정 과정

아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제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의 저작권법은 중국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발전된 것이 아

니라 다른 국가로부터 영향 받아 도입된 것이다. 60-70 년대 중국 사회가 사회주

의 초창기와 ‘문화대혁명’을 겪는 시기에는, 창작자가 해당 지식 산물을 향유하

는 사회적인 인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80 년데 개혁∙개방을 진행하면

서 비로서 중국 입법부는 저작권법의 제정에 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부분은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생된 자연권 전통에서 출

발이 아님의 방증이다. 중국의 1990 년 저작권법 입법 초안 작성자의 회고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저작권법 입법에 대하여 추진 작용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1978 년 영국 출판협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과 1979 년 등소평 미국 방문 시 협

상이었다고 한다.299 특히 후자는 저작권법의 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저작권법 초안이 작성되던 1970 년대 당

                            
296 중국 민법통칙 제 94 조 공민, 법인은 저작권을 향유하고 법에 따라 서명, 발표, 출판 및 보수

득의 권리를 보호한다. 

297 중국 민법통칙 제118조 공민, 법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가 표절, 개작, 가짜 제

품 제조 등의 방법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행위의 정지와 그 결과 제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98 현행 중국 저작권법 도입 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이용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299 특히 중국의 저작권법 구체적인 입법 동기 1979 년 당시 중국 부주석이였던 등소평이 미국 방

문이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과 「중∙미무역협

정」을 비롯한 다수의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그 중 미국 측에서 별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

를 제출하면서 양국은 합의 하에 중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세계저작권조약에서 규정을 기준

으로 저작권 관련 제도를 설립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중국의 첫 저작권법 제정을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沈仁干、钟颖科, “著作权法概论”, 商务印书馆, 2003 年版, 第 21 页。



92

시만 해도 중국의 정치와 생활 등은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회 환경에서, 사

회 분위기상 사적인 재산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연권 전통의 권리의식이 주류 의식으로 형성하기가 어려웠다.
300

즉 중국의 저

작권 제도는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 같이 자연권 전통의 사회환경

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와 가까운 철학적 기반에서 시작되었다.301 이

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80 년대 말에 제정된 중국 특허법의 경우, 특

허법 입법 당시 중국의 부총리였던 만리(万里)는 특허법의 목적을 “첫째는 발명∙

창조를 추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신속하게 기술 발명을 응용 및 전파하고, 

셋째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302

이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은 당시 중국의 정책적 고려에 입각

하여 입법이 되었으며 그러한 사례로 중국의 특허법은 중국의 자국 산업적 정

책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식품과 약품 등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였

다.
303 이는 저작권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저작권법의 도입은 공리

주의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과학발전의 목적으로 전체 사회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전무(全無)한 당시 중국 사회에 권리자에 대한 법정책상 제한된 보호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당시 문화적 산물이 궁핍했던 사회

전반에서는 공유(혹은 전파)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저작권법 입법자가 공리주의 사상으로 시작한 것은 비단 입법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적 기초에서도 비롯된다.304 중국에서 저작

                            
3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60 年文化部党组、中国作家协会党组: 「关于废除版税制、彻底改革稿酬制

度的请示报告」, 周林、李明山, “中国版权史研究文献”, 中国方正出版社 1999 年版, 第 321 -324 頁。

다만 당시 중국 내부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79 년 6 월 전국인

민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당시 인민대표였던 다수 작가 대표들은 저작자들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와 “글을 쓰지 않은 것이 글을 쓰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불합리한 현상”을 야기하는 ‘전업작가제

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국 정치협상 제 5 기 제 2 차 회의에서 당시의 문학가, 학자, 

화가 등 대표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301 崔国斌，”知识产权法官造法批判”，中国法学，2006 年第一期，第 151 頁。

302 이 부분은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만리가 1983 년 8 월 2 일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연설 발언

중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黄坤益, “贯彻国务院常务会议精神, 建立专利工作体系—黄坤益同志在专利

工作座谈会上的讲话”, 专利工作动态, 1983 年， 第 64 期, 第 2 -16 頁。

303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1984 년) 제 25 조. 다만 본 조항은 1992 년에

개정이 되면서 식품과 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는 文希凯、陈仲华, 专利法, 中国科学技术出版社, 1993, 第 33 页 。

304 저작권법 입법 당시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체재의 국가와 달리 대부분 중국의 작가는 국가

에서 소속된 인원으로 고정적인 노임을 받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의 산물이며 대량의 전업작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노임을 받는 작가”의 문제는 저작권 보호에 관

하여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郑成思, “论我国的全面版权立法”，郑成思版权

文集（三卷本）, 第 18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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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관련하여 사회대중들의 공리주의 정서를 보여주는 예시가 더러 있는데, 예

컨대 비상업용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의 법률책임에 관한 토론을 살펴보자.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이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복제행위가 발생하는데 그

당시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에 의하여 최종 이용자의 설치 행위를 저작

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렸다.305 하지만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결국 이 비상업용 최종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였다.306 나아가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이러한 논쟁

에 대하여 책임면제를 명확하게 하였다.307 이러한 사례는 중국 사회의 대중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격권은 저작권의 중요한 권리라고 인

식된 것과는 다르게, 중국의 저작권법 입법 당시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

나가 바로 저작자에게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을 자연권으

로 주장하는 대륙법계와 상당히 어긋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검열과도 관계가 있는데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 공표권, 수정권, 동일성유

지권 등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당시 중국의 사회 분위기상 불가역한 정

치적 문제308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대자보와 선전 문구까지 저

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저항이 많았다. 또한 검열 부분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문법(新聞法)」과 「출판법(出版法)」을 제정

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자에게 제한된 권리를 수여하는 논의도 진행되

었다. 이러한 논쟁 결과 대립 쌍방은 일정한 양보를 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과학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적으로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른바 ‘불법 저작물’로 판

                            
305 许超, “软件最终用户侵权应当承担法律责任”, 电子知识产权, 2002 年第 9 期, 第 37 -38 页。

306 해당 논쟁에 대해서는 崔國斌，知識產權法官造法批判，中國法學，2006 年第 1 期 152 頁 각주

80 참조.

307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사법해석 「저작권민사사건분쟁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1조에 대해서 비록 비상업적 불법

다운로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지만 일반적인 사법해석상 비상업적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崔國斌，”知識產權法官造法批判”，中國法學，2006 年第 1

期 152 頁。

308 중국 저작권법 입법 당시인 1989 년에는 다양한 대자보와 정치적 선전문구가 중국 내부의 정

치적 투쟁에 많이 이용 되었으며 이른바 ‘수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내부적으로 경계를 많이 하는 시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沈仁干, “有关中国著作权法制定的回顾

中国知识产权年鉴”, 2000 年, 第 176-17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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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309        

1990 년 9 월 7 일, 7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중

국의 저작권 관련 첫 기본 법인 저작권법이 통과되었고 1991 년 6 월 1 일 시행

되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프

로그램 보호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중국 저작권법 제도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갖

추게 되었다. 이어 형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1992

년 세계의 양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법협약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러한 대외∙대내 합의의 산물인 중국 저작권법은 국제조약에 부합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정들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며,310 중국 저작권

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저작권법의 특징을 모두 참고하면서 입법 되었다고

평가된다.311

3. 중국 저작권법의 3 차례 개정

중국 저작권법은 1990 년 제정되어 199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었고 1992

년부터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 협약에 차례로 가입하였다. 이후

2000 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고 2001 년 10 월 27 일에

는 TRIPS 협정의 이행사항을 다수 반영하여 제1차 수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이후에 「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음반제품관리조례」, 

「음반제품출판관리조례」 등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07 년에는 WIPO 저

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다. 2010 년 2 월 26 일에는 제 2

차 수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된다. 이러한 2차례의 개정은 미국 등 국가와의 협정

및 WTO 국제기구 가입에 인한 개정이다. 그 후 2020 년에 다시 제 3 차 저작권

법 개정이 통과되어 2021 년 6 월 1 일에 실시되었다.312 아래에 구체적으로 중국

의 3 차례 개정을 살펴본다. 

                            
309 해당 조항은 2010 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삭제가 되면서 불법적인 출판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310 이에 관하여 전 북경지식재산법원의 부원장이었던 천진촨(陈锦川)에 의하면 현행 중국 저작권

은 저작권 관련 제도의 기본 구조와 기본 원칙들을 확립되었으며, 저작권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

여 단지 기본적인 법률 규범과 법적 의거를 제공하였으므로 복잡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준이 부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陈锦川：《著作权法》修改要注意增强法律的可操作性 http://www.whuipr.com/show/?13-286.html(마

지막 방문: 20210513)

311 예컨대 중국 저작권법상 재산권과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정

하고 있다.

312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 관련 3 차례 개정에 대해서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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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1 년 저작권법 제 1 차 개정

1992 년 1 월 17 일 중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치열한 협상 끝에「중·미 지식재

산권 양해각서(中美知識産權諒解備忘錄)」에 서명하였는데, 이 양해각서에 포함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1992 년 10 월 세계의 양대 저작권 조약인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하였다. 한편, 중국 국내법이 베른협약의 요구 내

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시정하고 외국 저작물 보호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2 년 행정법규 형식으로 「국제저작권조약실시규정

(國際著作權實施規定)」 제정하였다.
313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규범은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이른바 TRIPS(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협정)이다. 중국은 이 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여 서명하였지만, 

WTO 의 성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TRIPS 의 구속력이 미치지는

않는 상태였다. 중국은 2001 년 11 월 10 일 정식으로 WTO 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저작권에 관한 법률, 법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다. 2001 년 10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저작권법

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2001 년 12 월 20

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9 월 15 일부터 새로운 저작권

법실시조례를 제정 및 공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WTO 가입으로 중국은 TRIPS 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되었고,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련 법규도 TRIPS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는 방

향으로 개정해야 할 의무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56 개 조항에

서, 신설 조항이 11 개 조항이고 삭제된 조항이 5 개이다. 또 4 개 조항을 2 개로

통합하면서, 제 5 장을 당초의 ‘법률책임’에서 ‘법률책임과 법의 집행 및 조치’로

개정하였다. 제 1 차 저작권법 개정 중 공정이용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3 항 “시사뉴스 인용조항”에 대하여 기존의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

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기타 뉴스 다큐멘토

터리 중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

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

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

의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기타 뉴스 다큐멘토리

와 같은 객체로 규정한 부분을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 특정 주체만 공정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존의

                            
313 본 규정은 2020 년 12 월 11 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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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공정이용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2) 제4항의 “시사성 기사의 게재 혹은 방송”에 대하여 기존의 “신문∙정기간행

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

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사설 혹은 평론인의 논

술”로부터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

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수정

하였다. 

본 항에 대하여 2 가지 부분을 개정하였는데 첫째는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정이용 대상을 “정치∙경제∙종교 문제”로 한정하

였고, 또한 “시사성 기사”로 확정함으로써 공정이용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수

가 있다. 둘째는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면서 공정이용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3) 제 5 항에서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뒤에 ‘등 미

디어 매체’를 추가하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4) 제 7 항의 “공무집행을 위한 이용”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로부터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를 추가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범위를 축소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담당 법

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별도의 의미가 없다고 한 논의도 있다.314

(5) 제 9 항의 “무상으로 실연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의 “이미 공표된 저작

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것”로부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것, 본 실연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본호에 대하여 “무상 실연”의 적용범위를

                            
314 姜亦周，姜亦周, “中国著作权合理使用制度之演变与完善研究——从 1991 年《著作

权法》到 2014 年《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 出版科学, 2019, 27(3), 第 4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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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여 기존 불명확하여 실무상 본 호의 해석상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완화하였다.315     

(6) 제 11 항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번역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의

“이미 공표된 한자 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

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행하는것”로부터 “중국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한자 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

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본 항에 대하여 “중국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제한하면서 외국인

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공정이용의 적용을 축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중

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조약을 가입함에 있어서 중국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저

작권에 대한 국제보호의 확대라고 평가한다.316   

나. 2010 년 저작권법 제 2 차 개정

2009 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이후

WTO 는 중국의 2001 년 저작권법 제 4 조가 TRIPS 협정과 베른협약에 위반한다

는 판정을 내리고, 2010 년이 전에 저작권법 제 4 조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는 2001 년 저작권법 제 4 조에 따라 출판·전송이 금지된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즉 중국의 저작물 사전심사 제도로 인하

여 외국 저작물 중 심사를 거치지 못한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

제가 되었다. 이는 수입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로 TRIPS 협정에 위반되었다. 2010 년 저작권법 제 2 차 개정에서 단서 규정의 삭

제로 중국에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유통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미국 영화 관련

저작물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 26

조를 신설하였다. 제 2 차 개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이 별도로 개정되지 않았다.

<표 5> 제 2 차 중국 저작권법 개정

                            
315 姜亦周교수는 이에 대하여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가장 큰 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중 일

부 상가들이 상업 홍보의 목적으로 진행한 “무상 실연”이라고 하는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

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사실상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을 공정이용

으로 명확하게 배척하였다. 姜亦周, “中国著作权合理使用制度之演变与完善研究——从1991 年《著作

权法》到 2014 年《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 出版科学, 2019, 27(3), 第 48 頁。

316 姜亦周, 前揭論文, 第 48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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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저작권법 2010 년 저작권법

제 4 조, 법으로 출판·전파가 금지된

저작물은 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는 헌법과 법

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

쳐서는 아니한다.

제 4 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

는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는 출판·전파에 대하여 법에 따

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저작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

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서 질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2020 년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

중국은 저작권법 재차 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 2 차 개정이

확정된 이듬해부터 개정 준비에 착수하여 2012년 3 월 31 일에 중국 국가판권국

은 중국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 초안을 공포함과 아울러 널리 공개적 의견을 구

하면서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의 시작을 정식으로 알렸다. 이는 2000 년도에 들

어서 인터넷이 보편화,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의 경제적 가

치가 향상되어 중국 사회 내부에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의 저작권 시장에 있어서 국내외 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라 그 접근과 이용이 더욱 용이해졌으나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인터넷 공유 문화 등으로 중국 저작권법의 보완이 시급하였던 것이

다.317

이처럼 제 3 차 개정은 1 차, 2 차 개정 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문제점을 해

                            
317 关于《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的说明,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1/f254003ab9144f5db7363cb3e01cabde.shtml. 마지막

방문일: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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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18 특히 제 3 차

개정의 주요 배경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

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존과는 다르게 능동적으

로 제도적 개선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개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319

제3차 개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그 초안을 제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하게 2012년 3월에 국가판권국에서 제출된 「저

작권법개정초안(제1고)」, 「저작권법개정초안(제2고)」, 2014년 원 국무원 법체처

(法制辦)와 국가판권국 내부적으로 제출된 「저작권법 송심고」 및 2020년 4월

26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수정안(초안)」 등 이다.

제 3 차 개정에서는 ①저작물의 구성요건과 시청각 저작물(이하 ‘영상저작

물’)320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②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③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④저작권관리단체321의 관리 조직의 의무와 역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저작권

관리단체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⑤공정이용 관련하여 ‘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

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기존 12 가지 정황

에서 제 13 번째 정황인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을 추가하였

으며, ⑥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3 차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개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제 1 항의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

지 아니 하거나 보상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성

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

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보상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

다. 단, 저작자의 성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물에 대한 정상적

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에 대한 합법적인

                            
318 吳漢東, “著作權法第三次修改的背景、體例和重點”, 法商研究, 2012 年第四期, 第 3-4 頁。

319 吳漢東, “著作權法第三次修改草案的立法方案和內容安排”, 知識產權, 2012.05, 第 13-18 頁。

320 ‘시청각저작물(視聽作品)’의 개념은 한국 저작권법 제 2 조 제 1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저

작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321 저작권관리단체(著作權集體管理)라 함은 한국의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

의 저작권관리단체로는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國文字著作權協會),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國音樂著

作權協會), 중국음상단체관리협회(中國音像團體協會), 중국사진저작권협회(中國攝影著作權協會), 중

국영화저작권협회(中國電影著作權協會)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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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였고 제 13 항에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정황”을 추가하였다. 

이는 베른협약 및 TRIPS 협약에서 규정된 “3 단계 테스트” 규정을 저작권법

으로 규정한 조항이며 중국의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으로 13 호에서 규정한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과 더불어 기존의 중국 공정이용 규정이 “폐

쇄형”을 개정하여 “반폐쇄형”으로 전환하였다고 평가되며,322 새로운 정황에도 공

정이용으로 인정된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2) 제 6 항에서 규정한 “번역 또는 소량 복제”를 “번역∙각색∙편집∙방송 또는

소량 복제”로 확대하여 공정이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3) 제 9 항의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거나 대중으로부터 비

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이미 공

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거나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

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란 조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공정이용 범위를 명

확하게 하였다. 이는 실무상 일부 “무상 공연”을 변명으로 제 3 자로부터 영업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4) 제 11 항의 “한자로 창작된 저작물”에서 “국가 통용언어문자로 창작된 저

작물”로 변경하였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 2 조에 근거

하면 “중국의 통용언어와 문자는 보통화(普通話)와 규범한자(規範漢字)”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규정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다. 

(5) 제 12 항의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출판하는 것”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열독 장애자에 대하여 감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제공하

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난독증이 있는 장애자에 대한 인문적인 배려로 마

라케시 조약323을 가입 후에 새롭게 수정한 조항이다.

이처럼 중국의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에는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경제 과학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창작 활동 장려, 저작권 운용, 보호, 관리 등의 수준

을 향상시키면서 저작권 분야의 세계화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322 刘明江, “著作權合理使用一般條款與特別條款關係研究”, 電子知識產權, 2016.6, 第 54 頁。

323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천명된 국제조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Catherine Sevil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rom Paris to 

Marrakesh”, W.I.P.O.J. 2013, 5(1), pp. 95-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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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행 저작권법의 구성

현행 중국 저작권법은 모두 6 장 67 개 조항으로 구성한다. 제 1 장 총칙에서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저작물의 범위, 법에 의한 저작권 행사, 보호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 민간예술작품의 저작권보호, 저작권 관리 기구, 저작권단체 관리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제 2 장 저작권은 저작권자 및 그의 권리, 저작권의 귀속, 권리의 보호기간, 

권리의 제한 등 4 개의 절과 저작권자의 범위,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 귀속의 일

반 원칙, 해석 작품의 저작권 귀속, 합작작품의 저작권 귀속, 편집작품의 저작권

귀속, 영화작품의 저작권 귀속, 직무작품의 저작권 귀속, 위탁작품의 저작권 귀

속, 미술작품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의 계승, 서명권, 개정권, 저작물완전성보호

권의 보호기간, 발표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공정이용, 법정허가 등 조항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중 공정이용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장절에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장은 저작권의 이용허가와 양도계약(저작권사용허가계약, 저작권양도계

약), 저작권 질권, 저작권 이용허가와 양도계약에 확인되지 아니한 권리, 저작권

사용비의 지불, 타인의 저작권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권리 제한 등에 관한 내용

이다.

제 4 장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의 출판, 공연, 녹음·

녹화,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방송 등에 관한 내용으로 4 개의 절로 구

성되어 있으며, 출판계약, 독점출판권, 출판자와 저작권자의 의무, 신문사·정기간

행물회사의 의무, 도서출판자·신문사·정기간행물회사의 작품에 대한 수정권, 작품

의 해석 출판자의의무, 판식 설계의 독점 사용권, 공연자의 의무, 공연자의 권리, 

공연자권의 보호기간, 녹음·녹화 제작자의 의무, 녹음·녹화제작자의 권리,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 이미 출판된 녹음제품을 방송

할 때의 의무,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권리, 타인의 영화 작품을 방송하

는 텔레비전방송국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체화시켰다.

제 5 장 법률적 책임과 법률집행조치에서는 민사책임을 지는 권리침해 행위, 

민사책임·행정책임·형사책임을 지는 권리 침해행위, 배상기준, 소송 전 금지령, 

소송전 증거보전, 권리침해 행위의 대한 인민법원의 민사 제재, 위약책임, 저작

권 분류의 해결, 행정처벌 불복에 대한 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들이 있다.

제 6 장 부칙에서는 저작권과 판권의 관계,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의 인터넷

통신권의 보호, 소급효력, 시행 시기 등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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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국 저작권 제도의 체계와 구성

1. 중국의 법률체계

중국의 입법체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에 기초하며,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국가 구성 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국의 법률체계는 법률, 행

정법규(行政法規)324, 지방성법규325, 부문규장(部問規章)326, 지방정부규장327, 규범

공문, 사법해석(司法解釋)328 등 관련 법률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법원(法源)의

효력등급을 살펴보면,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제외하면, 법

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보다 높고, 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성법

규, 규장보다 높다.329 아래 중국의 입법기관의 유형 및 입법권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 중국 입법기관

입법기관 입법권의 내용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 헌법을 개정하고, 형사‧민사‧국사기구 기

타의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전인대 상무위원회 - 전인대가 제정해야 하는 (기본)법률을

제외한 기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 전인대 폐회기간에는 전인대가 제정한

                            
324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공표하는 규범성문건의 총칭을 말하

며, 그 명칭은 규정, 결정, 조례, 임시조례, 통지, 해석 등 다양하다. 중국 「입법법」제 79 조에 따라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보다 높다.

325 지방성법규이라 함은 일정한 지방 입법기관인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326 분문규장이라 함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서 및 그 직속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장이다.

327 지방정부규장이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

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328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사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

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을 보충하고 학리해

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사업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이다.

329 강광문, 김영미, 중국법 강의 박영사, 2017, 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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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하여 부분보충이나 개정을 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해석.

국무원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를 제

정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필

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은 전제하에 지방성법규를 제정.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 경제

특구 소재지의 도시, 국무원에서 결정한

비교적 큰 도시 및 기타 구(區)를 설립한

도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 당해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소송된

성과 자치구의 지방성법규와 저촉되지 않

은 전제하에 지방성법규를 제정.

- 단, 구를 설립한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건설, 도시위생, 환경보호 등 도시관리와

관련된 지방성법규를 제정

경제특구가 소재한 성과 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 전인대의 수권결정에 근거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는 경제특구 내에서만

실시.

민족자치지방의 인대 -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적 특성

에 의거하여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

정, 다만 비준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야만 효력이 발생.

국무원의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

계서(審計署)와 행정관리직 직속기구

-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근거하여 수권의 범위 내에서 부문규장을

제정.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 경제

특구 소재지의 도시, 국무원에서 결정한

비교적 큰 도시 및 기타 구(區)를 설립한

도시의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법규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규규장을

제정.

비고 - 사법해석이란 중국 특유의 법적 개념으로 중국 최고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구체적 응용에 관

해서 내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해석과 설명으로 ‘검찰해석’과 ‘심판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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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사법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성문법국가에서 사법기관이 내린 해석이 법

적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법관이 많은 참고와 결정을 내리는데 구

체적 지시가 가능함.

2. 중국 저작권 제도의 체계

위에서 설명한 중국 저작권법은 협의의 저작권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저작

권법」 그 자체를 말하여 이는 중국 저작권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광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저작권 관련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우선 ‘중국 저작법’이라 함은 협의, 광의 및 초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협

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1990 년에 9 월 7 일에 제정되고, 1991 년 6 월 1 일에 실

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가리키고, 광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중화

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하위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온라인전송권 보호조례」, 「저작권집체관리조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

례」, 「국제저작권조약실시규정」,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 녹음제품 비용

지불 관한 잠행방법」 등이다. 초광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말하며 그 중 최고인민법원 해석, 기타 지방법원의 지침

및 베른협약, 세계판권조약, 녹음제품조약, TRIPS 조약, 세계지적산권조직판권조약

(WCT), 세계지적산권조직실연·녹음제품조약(WPPT) 등을 포함한 저작권 관련 국

제조약도 해당한다. 본 절의 표제에서 언급된 ‘저작권법’은 최광의 저작권법의

개념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외에 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보호조례 등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규, 규장, 최고인민법원의 사

법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실시조례는 저작권법을 구체화한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는 저작권의 일종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4개의 조례는 저작권의 특정분야에 적용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외에도 저작권에 적용되는 2개

의 법률이 있는데 이는 민법과 형법이다. 중국의 민법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실시 되었으며 그 전에는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등 단행법으로 민사관계를

규범하였다. 중국의 형법은 1997 년 제정되었으며 형법은 저작권범죄에 관한 조

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저작권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근거가 된

다. 중국 저작권 관련 주요 법령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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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 저작권 관련 주요 법령
330

법령 실시일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

和國著作權法)

1991.6.1

- 제 1 차 개정: 2001.10.27

- 제 2 차 개정: 2010.4.1

- 제 3 차 개정: 2021.6.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中華人民共和國

民法）

2021.1.1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華人民共和國

刑法）

2017.11.04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실시조례(著

作權法實施條例)

2013.3.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조례(计算

机软件著作权保护条例）

2013.3.1

저작권집단관리조례（著作权集体管理

条例）

2013.12.7

정보네트워크전송권 권보호조례（信

息网络传播权管理条例）

2013.3.1

라이오∙텔레비전 방송국 녹음, 녹화제

품에 대한 비용 지불잠행방법(广播电

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

法)

2011.1.8

                            
330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hannels/479.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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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조약실시규정(实施国际著

作权条约的规定)

1992.9.30

또한 저작권관련 제도에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도 포함이 가능하다. 2017

년까지 중국이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베른협약, 세계판권조약, 녹음제

품조약, TRIPS 조약, 세계지적산권조직판권조약(WCT), 세계지적산권조직실연·녹음

제품조약(WPPT) 등이다.331

그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나 지침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지침은 기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참조가 될 수 가 있다. 예

컨대 2018 년 4 월 20 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저작권침해사건 심

리지침(侵害著作权案件审理指南)”은 관련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더욱 구체적

으로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지침은 구체적 사건 판단에 대해서도 직접 원용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제 4 절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관련 제도

1. 서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선 ‘중국 저작권법’이라 함은 협의, 광의 및 초광의

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협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1990 년에 9 월 7 일에 제정

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가리키고, 광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중화인

민공화국 저작권법」의 하위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

보온라인전파권보호조례」, 「저작권집체관리조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국제저작권조약실시규정」,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방송사 녹음제품 비용지불

관한 잠행방법」 등이다. 이를 흔히 “하나의 법률, 6 개 법규”라고 한다. 초광

의의 저작권법이라 함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말하며 그

중 최고인민법원 해석 및 기타 지방법원의 지침 등을 포함한다. 본 절의 표제

에서 언급된 ‘저작권법’은 초광의 저작권법의 개념을 의미한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관련 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중화인민

공화국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이다. 「정보온라인전

송권 보호조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에서도 공정이용 관련 된 규정을

                            
331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 3 장 제 2 절 1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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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온라인전송권’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된 제도로

특정된 대상에만 적용이 된다. 한편 기존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대륙법계 국

가에서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중국 입법 형식상 한

정열거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3 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개정으로는 기존의 한

정적 열거방식의 제한 규정에 대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포괄적인 일반조항

을 추가하고 기존 12 가지 한정적 제한 상황에서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는 제 13 번째 상황을 추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물의 제한에도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점을 들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국에서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이 또한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보호범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저작물을 복제

하거나 전송하는 등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면서 인터넷상 새

로운 형식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어떻

게 설정해야 하는 지와 관련이 있다. 아래에는 저작권의 구체적인 제한 조항인

공정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다루기 앞서, 중국 저작권법상 구체적인 권리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종류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개정 저

작권법 2장 “저작권” 하에 4절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표제 중 13가지 한정적인

정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이용과 불법이용은 모두 저작권의 이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공정이용 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앞서 중국

저작권의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귀속과 그 이용을 규율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용’

이나 ‘이용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 10 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로서 저작권법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시에 응당 저작권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32

                            
332 저작권법 제 24 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저작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 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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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전자는 저작자의

관념적, 인격적 이익을, 후자는 저작자의 경제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6 조는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날로부터 발생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은 창작행위로부터 바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

차나 형식의 이행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 창작

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저작재산권도 마찬가지다. 

저작인격권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중국 저작권법은 ①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

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②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③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정권, ④저작물을 타인의 왜곡이나 훼손

으로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물 완전성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제 1

장에서 언급하였지만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을 포섭대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형태는 한정적 열거주의

와 포괄적 예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한정적 열거주의는 저작권의 종류를 한

정적으로 열거하는 입법주의인데 법에 열거된 권리 이외의 다른 저작권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

주의는 저작권의 새로운 이용방법이 개발될 때마다 이법을 통하여 권리를 부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칫 법이 저작권의 다양하고 새로운 이용흐름에 뒤처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한국

이나 일본, 독일 등이 있다. 

포괄적 예시주의는 저작권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입법주의인

데 장래 개발된 새로운 형태에도 당연히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는 데에 그 특징

이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이용방법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도 권리가 부여된다. 포괄적 예시주의는 시대흐름에 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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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권리의 종류나 내용이 자칫 불명확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포괄적 예시주의에 의한 입법례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333 중국저작권법 제10조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12개 저작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항은 “저작권자가 응당 향유하여야 하는 기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334 즉 중국의 저작권법의 경우 민법 이론상의 물권

법정주의335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336

구체적으로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복제권, 발행권, 대여권, 

전시권, 실연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영상물제작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및 그 외에 저작권자가 당연히 가지는 기타 권리 등 총 12 개의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

성, 유한성 그리고 양도가능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능

성이라는 점에서 저작인격권과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비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의 대상이 된다.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지분권을 분리하여 양도

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오늘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가 스스로 행사하는 것보다 전문이용업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저작권 양도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에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및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337 저작자가 저작권양도계약이나 그

이용허락계약에 양도하는 권리나 이용을 허락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

                            
333 김정헌, 한매화 공저, 중국저작권법(상), 법영사, 2008. 178 면.

334 하지만 초기(1990 년)의 중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입법례를 채택하지 않았다. 1990 년 저작권법

제 10 조는 먼저 1 항부터 4 항까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수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 5 항에서는 “사용권과 보수획득권, 즉 복제, 실연, 상영, 전시, 발행, 영화∙텔레비전∙녹음 혹은 개

편, 번역, 주석(注釋), 편집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 및 상술한 타인에게 허락하여 보

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35 물권법정주의람 함은 물권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중국의 (구)물권법 제 5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336 가령 게임 저작권자에게 게임에 대한 개인방송권리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권리’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4 장 제 4 절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337 저작권법실시조례 제 23 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마땅히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사용권인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하나 단, 신문사·잡지사에서 저작물을 게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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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저작권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무단으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중 사법 실무에서 모두 동등하게 그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제권, 발행권, 실연권, 정보네트전송권, 개편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 지고 있으므로 아래에 이러한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복제권

중국 저작권법 제 1 0 조 제 5 항은 “복제권은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

화, 음반·영상물로의 복제, 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1 부 또

는 여러 부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복제권을 정의하고 있다. 중국 저작

권법은 복제되기 위해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쇄, 복사, 탁본, 녹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1 부 또는 여러 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유형물로의 고정을 의미하므

로 해석상 유형물로의 고정이 수반되어야 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338 즉,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형적 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방송, 상영하는 것은 유형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제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다. 중국 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공한 음악

검색 서비스는 링크를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제 3 자의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검색하여 실시간 듣기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것이

아니며, 해당 서버에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339 즉,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가 검색 서비스를 통해

링크를 클릭하더라도 링크는 이용자에게 단지 링크된 저작물의 위치를 제공할

뿐이고 링크된 저작물은 이용자 웹 브라우저의 전송요청으로 링크된 웹사이트

에서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직접 전송된 것으로 링크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는 어떠한 복제물의 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복제권 침해를 부정

하였다. 

(2)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직접 제

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338 崔国斌, 著作权法 -原理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2014, 第 381页。

339 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2007)二中民初字第 2629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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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발행권
340

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 저작권법 제 20 조
341

에서 다루고 있는

배포권과 유사한 권리이다. 

한편 중국에서 발행이라 함은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

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유형물상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행위

로
342

유형물로의 고정인 복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 인터

넷 상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도 배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존 중국 저작

권법상에는 그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네트워크전송

권을 신설하여 배포권은 유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고, 정보네트워크전

송권은 무형물의 전송을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배포권과의 다툼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링크의 경우 링크 제공자가 링크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

작물을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유형물로의 고정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배포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다.

(3)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이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공

중에게 제공하고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43 이는 한국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과 유사하다.

344 정

보네트워크전송권에서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

소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제공되

는 것을 말하는데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이라 함은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

하는 일체의 유무선 통신수단을 말하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고정통

신망, 극초단파통신망, 유선 TV 망,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이 포함된다.
345 다

만 비전자화 방식에 의한 전송 수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6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

                            
340 저작권법 제 10 조 제 6 항 발행권이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

는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341 한국 저작권법 제 20 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

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2 崔国斌, 著作权法 -原理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2014, 第 396 頁。

343 저작권 제 10 조 제 12 항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 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344 한국 저작권법 제 18 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345 任自力、曹文澤, 知識產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67-68 頁。

346 李雨峰等, 著作權法, 廈門大學出版社, 2006, 73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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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득할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

한 침해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자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특징
347

이 있

다. 첫째,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의 통제가 어

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인터넷의 자체의 속성상 저작물이 개방된 인터넷에

전송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

애 받지 않고 침해된 저작물을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가 있다. 둘째, 정

보네트워크에 대한 침해방식이 다양하게 발전∙변화되며 기술이 발전으로 지능

화, 대중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기술 또

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갔다. 셋째,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침

해행위는 기술적으로 은폐가 가능하여 관련된 증거의 확보와 침해자에 대한 책

임 추궁이 어렵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대부분 인터넷이란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행당 침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침해행위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그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바

흔히 인터넷상 업로드, 다운로드, 링크, 캐시 등 행위들이다. 다만 이러한 행

위가 당연히 침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침해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업로드(upload)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전송하여 특정한 서버에 저장하는 행

위이다. 가령 공개된 인터넷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

이 업로드한 행위는 침해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다운로드(download)는 업로드

와 반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오는 것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다운로드는 ‘제공’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

받을 수가 있지만, 정보네트워크침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령 p2p(peer to peer) 식 다운로드는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직접 파일을

교환∙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p2p 식 다운로드는 업로드도 함께 업로드가 되

기 때문에 p2p 식 서비스는 그 외관이 다운로드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업로드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347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법영사, 2008, 2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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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권

중국 저작권법상 대여권이라 함은 영상저작물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임시로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348 대여권의 대상은 영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제품 그

리고 영상제품에 한하지만, 한국 저작권법의 경우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

물은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과 컴퓨터프로그램에349 한정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

이다. 다만 여기서 영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제품 및 영상제품은

상업적 대여에 한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과 유사하다.350

(5) 전시권

중국 저작권법상 전시권(展覽權)이라 함은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권리를 말한다.
351

즉 저작자는 미술저작

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의 대상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에 한하며 공표 혹은 미공표의 구별 없이 모두 포함

된다. 또한 전시권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에도 미친다. 여기서 원본이라함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최초로

유체물에 고정시킨 것을 말한다. 미공표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적물을 전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시행위가 공표의 수단으로 된다.
352 이와 같이 중국의 전

시권의 대상은 비교적 한정적이며 한국의 전시권의 대상과 비교하여도 그 범위

는 좁게 되어 있다.
353

(6) 실연권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권(表演權)이라 함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

                            
348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7 항 참조.

349 한국 저작권법 제 21 조 참조. 

350 김정헌, 한매화 공저, 중국저작권법(상), 법영사, 2008, 195 면. 

351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8 항 참조. 

352 김정헌, 한매화 공저, 전게서, 196 면.

353 한국의 경우 전시권의 대상을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말한다. 한국 저작권법 제 4 조 1 항 및 제 19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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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저작물의 공연을 전달할 권리를 말한다.354 즉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스스로 실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

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나 베른협약 제 11조 제 1항355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실

연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현장실연과 기계실연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연이

라 함은 저작물의 상연∙연주∙가창∙낭독∙구연 등의 방식으로 재현하여 공중에 공

개하거나 그 재현이 공정된 녹음,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356

(7) 개편권

개편권이라 함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변경하여 독창성을 갖는 새로

운 저작물로 직접 창작하거나 타인에게 그와 같은 창작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

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357 개편권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원저

작물의 기본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표현방식이나 용도 또는 내

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한국

저작권법상 2 차적저작물작성권
358

과 유사하다. 가장 보편적인 개편은 소설을 영

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로 변경하는 것인바 반드시 표현방식의 변경이 수반되

는 것은 아니다.
359 한편 저작물을 개편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개편저작물이라

고 하는데 개편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작과 구별되는 새

로운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변경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8) 저작권법상 명시된 기타 권리

이 밖에 저작권법상 명시된 권리로는 영사기∙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

하여 미술저작물∙촬영저작물∙시청각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권리인 상연

                            
354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8 항 참조.

355 베른협약 제 11 조 제 1 항 연극, 악극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1)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경우를 퐇마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 실연, (2) 그의

저작물의 실연이 공중에서의 전달.

356 김정헌, 한매화 공저, 중국저작권법(상), 법영사, 2008, 200 면.

357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4 항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358 한국 저작권법 제 22 조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359 李雨峰等, 著作權法, 廈門大學出版社, 2006, 第 7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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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放映權),360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거나 중계할

권리, 그리고, 스피커 또는 부호∙음성∙화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된 그 밖의 유

사 도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廣播權),361

영상저작물을 촬영∙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저장 장치에 고정할 수 있는 촬

영제작권(攝製權),362 저작물을 어떤 언어∙문자로부터 다른 언어∙문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번역권(翻譯權),363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을 선택 및 배열한 뒤 취

합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편성할 수 있는 편집권(彙編權)364 등이 있다.

(9)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권리

중국의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외에도 “그 외 저작권자가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포괄적인 권리를 규정하여 저작권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권리

외에도 다른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즉 중국 저작권법은 새로운 기술과 발전으

로 저작자에게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열어주었는데 이는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오직 법률 규

정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저작권이 전통적인 민법상 권리와

는 서로 다른 권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 권리는 주석권, 정리

권,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추급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365   

3. 현행 중국 저작권 제도상 공정이용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가. 저작권법

현행 중국의 저작권법은 제3차 개정 저작권법으로 개정작업은 2011년 7월

부터 시작하여 2020년 말에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통과되고

공포되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저작

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권리의 제한’ 방식으로 한정적 열거되어 있으므로 일

반적인 경우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360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0 항.

361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1 항.

362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3 항.

363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5 항.

364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6 항.

365 김정헌, 한매화 공저, 중국저작권법(상), 법영사, 2008, 232-2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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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66

우선 중국 현행 저작권법상 제4조367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행사는 헌

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작품의 출판, 전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라고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원칙

적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의 제한은 헌법, 법률 및 공공이익을 보

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다만 본 조항은 원칙적인 조항으로 구체적인 공

정이용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적용된 경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법 제4장 제24조(구 저작권법상 제22조)에

13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에 대하

여 한정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불린다.

다만 이러한 공정이용 조항의 내용은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나라와 비교하면 그 정황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 내용 또한

정치(精緻)하지 못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규정을 기존 저작권법 제 22 조에

서 현행 저작권법 제 24 조로 이동하였는데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4 조 다음의 각 항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저

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불합리하

게 손해를 끼쳐 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2)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

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

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66 M. 雷炳德著, 著作权法，张恩民译，法律出版社, 2005，第 297页。

367 저작권법 제 4 조: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작품의 출판, 전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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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

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

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각색∙

편집∙방송 또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사용되도록 제공하

는 경우. 단, 출판∙발행하여서는 아니 됨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며,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

하며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영리성 목적이 없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회화∙사진 또는 동영

상으로 촬영한 경우

(11) 중국 공민∙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이미 공표된 국가통용언어문자로 창작

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무장

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3)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전관의 규정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중국 저작권법 제 24 조 본문 “다음의 각 항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 단계 테스트 중 1 단계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문의 단서 “해

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불합

리한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3 단계 테스트 중 2, 3 단계에 각 해당한다.

아울러 13 번째 상황으로 “(13)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새로이 13 번째 상황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은 “일반규정 + 

상황 열거 + 그 밖의…”라는 유형으로 EU 저작권법 및 일본 2018 년 개정 저작권

법에서 개정된 입법과 공통되는 입법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중국 저작권법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특정한 저작물의 이용 유형으로 나눈후 개별 유형에 대



118

한 형식이라고 한다면(가령 제 30 조의 4 혹은 제 47 조의 4 와 같은 경우) , 중국

의 경우 제 24 조는 모든 공정이용을 모든 유형을 포함한 조항이다.368 또한 중국

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에서 13 번째 상황인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행정법규에 규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법률 개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행정법규의 제정 주체인 중앙행

정부 특성상 입법기관 보다 유연성과 효율성 부분을 내세워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행정법규

(1) 저작권법 실시조례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중국의 저작권 제도상 공정이용에 대한 기본 제도는

구 저작권법 제 22 조(현 제 24 조)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이다.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베른협약, TRIPS 협정 등에서 규정된 이른바 ‘3 단계 테스트’의 내용

을 도입한 것으로 해당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3 단계 테

스트를 국내법으로의 구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69

중국의 학계에서는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대하여 2 가지 입장이 존재하였는

데 이를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포괄적 조항으로 보고 있는 입장과 저작

권법 실시조례는 저작권법의 하위 법령으로 저작권법 제 22 조에서 명확하게 규

정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며 후자의 입장이 더욱 유력

하다. 특히 후자는 법률 효력 규범에 대한 해석에 부합되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는 저작권법에 대한 보충적 해석으로만 가능할 뿐 저작권법 규정을 초월한 새

로운 규범을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 3 차 개정에서는 이러한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3 가지 정황인 ‘기타 정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존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에서 규정된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가하여도 아니

된다” 등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상승시켜 국제법상의 3 단계 테스트를 중국 저작

                            
368 일부 중국 학자들은 2018 년 개정한 입법형식을 “중간단계(中間層次) 일반규정”이라고도 한다. 

谢晴川、何天翔, “論著作權合理使用制度的開放化路徑 –以‘中間層次’一般條款的引入為中心”, 知識

產權, 2019 年第 5 期,  第 66 頁。

369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9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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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 제3차 저작권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하위 법령인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아 공정이용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상

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에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 된다. 

(2)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반면,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한정하여 공정

이용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 제 6 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작품을

제공할 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및 사용료 지급을

요하지 않는다. 

(1) 특정 작품에 대한 소개, 평론 혹은 문제점 지적을 목적으로 일반대중에

게 제공되는 작품에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2) 시사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한 이유로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3) 학교수업 또는 과학연구 목적으로 소수의 교육자 및 연구원들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부를 제공하는 행위. 

(4)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이미 발표된 중국 한자로 창작된 작

품을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해 중국 국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행위. 

(6) 비영리목적으로 맹인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 맹인들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제공하는 행위. 

(7) 이미 정보네트워크 상에 발표된 정치, 경제문제에 관한 시사적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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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8) 공공집회에서 발표된 연설문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 7 조 도서관, 자료실, 기념관, 박물관 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합법적

출판물의 디지털작품 그리고 진열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판본을 직접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한 작품을 저작권의 허락이 없이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직접적인 경제행위는 금한다. 다만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판본의 진열 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형식으로 복제가 필

요한 작품이란 이미 훼손 또는 훼손이 우려되고, 유실 또는 도난 당했거나, 혹

은 보존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동시에 시장에서 구매가 불가능 하거나 표

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고가로만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한정하여 공정이

용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제17조 소프트웨어에 내제되어 있는 설계 아이디

어 또는 원리를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디스플레이, 전

송 또는 저장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및 관련 의견

중국의 경우 법률이나 행정법규 등 성문 법규와 함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도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어 재판의 기준이 된다. 특히 최고인민법원

의 사법 해석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판결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적 제

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나 ‘지침’은 그 정당성이나 효력의 인정 범위

가 모호하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판결함에 있어서 구속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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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있다. 특히 본래 전형적인 사례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기 위한 사건에 대

해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래에 공정이용 규

정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및 관련 의견을 살펴 보도록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의 적용에 대한 몇

개의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8 조 “저작권법” 제 22 조 제 10 항에서 규정한 예술저작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이라 함은 옥외 공중 활동 장소에서 조소, 회화 및 서법(書法)을

설치 또는 진열된 것을 말한다. 전항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모사, 회화, 촬영, 녹

화하는 자는 복제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이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관련 민사분쟁 사건을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

제 5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웹 캐시, 썸네일 등 방식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체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

원은 응당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공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전관에서의 제공행위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

하고 불합리하게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은 경

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이를 지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심판의 기능적 작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사회주

의문화 대발전(大發展), 대번영（大繁榮） 및 경제촉진의 자주적 조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 370

                            
370 最高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和促进经济自

主协调发展若干问题的意见》8、妥当运用著作权的限制和例外规定，正确判定被诉侵权行为的合法性，

促进商业和技术创新，充分保障人民基本文化权益。正确认定合理使用和法定许可行为，依法保护作品

的正当利用和传播。在促进技术创新和商业发展确有必要的特殊情形下，考虑作品使用行为的性质和目

的、被使用作品的性质、被使用部分的数量和质量、使用对作品潜在市场或价值的影响等因素，如果该

使用行为既不与作品的正常使用相冲突，也不至于不合理地损害作者的正当利益，可以认定为合理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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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적절하게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시하여 상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인민의 기본적

인 문화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공정이용과 법정허락 행위

를 인정하여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보호하고 정당하게 이용하고 전파하여야 한

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업발전을 촉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특수한 정황에

서는 저작물에 이용행위의 성질과 목적,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수량과 질량, 이용된 저작물이 잠재적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되지 아니

하고,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정당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은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옥외 혹은 공중 장소에서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 저작물에

대하여 조소, 회화, 촬영 혹은 녹화하여 해당 결과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 내에 재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상업적이라도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가능

하다.  

라. 기타 지방 법원의 지침 등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의견 외에도 각 지방의 고급인민법원에서는

해당 지역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 관련하여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는 단순 하위 법원에 대한 지침적인 성격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있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 반포한 “저작권침해사건 심리지침(侵害著作权案件

审理指南)”

제 7.10 조에 근거하면 피고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정보통신을 통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학습, 연구 혹은 감상으로 타인

의 발표한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7.11 조

에 의하면 저작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당한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여부로 판

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용된 저작물이 발표하였는지 여부.

(2) 인용된 목적은 소개, 평론 혹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함인지 여부.

(3) 피인용된 내용이 해당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당한지 여부.

                            

对设置或者陈列在室外社会公共场所的艺术作品进行临摹、绘画、摄影或者录像，并对其成果以合理的

方式和范围再行使用，无论该使用行为是否具有商业目的，均可认定为合理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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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 행위가 피인용된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 혹은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주는지 여부. 

제 7.12 조 영리의 목적으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사회 공중에

대하여 교육 양성에 있어서 타인의 발표한 저작물을 번역 혹은 복제한 경우에

는 저작권법 제 22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상황이 아니다.

  

북경고등법원의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분쟁 사건을 심리에 관한 몇 가

지 지도의견(1) 시행”(北京高院 关于审理涉及网络环境下著作权纠纷案件若干问

题的指导意见（一）（试行）》)371

제 13 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캐시’형식으로 타인의 웹 사이트에서 전

송하고 있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타인 웹 사이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정상사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게

타인의 웹 사이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방문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규정

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이용 인정이 가능하다.  

광동성고등법원의 “온라인게임 관련한 지식재산 민사 분쟁사건에 관한 심

판지침(시행)(关于网络游戏知识产权民事纠纷案件的审判指引{试行})”372

제 25 조 [공정이용 항변] 피고가 피소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371 13、网络服务提供者以提供网页“快照”的形式使用他人网站上传播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未影响他人网站对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正常使用，亦未不合理地损害他人网站对于作品、表演、

录音录像制品的合法权益，从而未实质性代替用户对他人网站的访问，并符合法律规定的其他条件的，

可以认定构成合理使用。
372 第二十五条 【合理使用抗辩】被告主张其被诉行为构成合理使用的，应审查该行为是否符合著作权

法第二十二条相关规定的情形。

对于不属于著作权法明文规定的行为是否属于合理使用的问题，应在促进技术创新和商业发展确有必要

的特殊情形下进行个案判断。可参考以下因素，综合判断该行为是否影响该作品的正常使用以及是否不

合理地损害著作权人的合法利益：

（1）使用作品的目的和性质；

（2）被使用作品的性质；

（3）被使用部分的数量和质量；

（4）对作品潜在市场或价值的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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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우선 해당 행위가 (구)저작권법상 제 22 조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공정이용에 부합되지 않

은 경우 기술창신을 촉진하는지 여부와 상업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정황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또한 해당 이용 행위는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었

는지 여부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이다.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3）이용된 부분이 수량 및 질량(상당성)

4）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

제 5 장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관련 사례 연구

제 1 절 개관

본 장에서는 중국의 법원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

재 중국에서 공정이용 관련 판결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 보도록 한

다. 중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

로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하여 판단하지만, 중국의 경우 더딘 법률 개정

과 전반적으로 법률 규정에 있어 정치하지 못한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개별적 사

건에 대하여 ‘공정’이라는 가치에 의해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을 하기도

한다. 특히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므로 구

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본다.

우선 제 2 절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침해 소송에 관한 기본 내용, 법원 판결

의 영향, 판결문의 공개 등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중국에서 공정

이용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의 제한으

로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한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필

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권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

정이용 제도는 헌법에 근거하여 공공이익, 경제학적 시장논리 등 다양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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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이용은 AI, UGC 등 새로운 과학

기술,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논의에 직면하였다.

제 3 절에서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 소송의 기본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 저작

권법상 열거된 12 가지 유형별 공정이용 상황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12 가지 상황이 아닌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은 국제조약으로 규

정된 ‘3 단계 테스트’, 미국 저작권법 규정인 ‘공정이용 4 요소’ 혹은 미국의 판례

법에서 발전된 논리인 ‘변형적 이용’ 등 다양한 근거 혹은 논리로 판결을 내리

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4절에서는 중국의 공정이용 관련 판결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서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

1. 중국 저작권 침해소송 관한 기본 내용

가. 중국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1) 저작권침해 소송의 개요

아래에서는 중국에서의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록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저작권법 조항은 최소한 형

식만 갖춘 형태이지만 저작권침해소송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쟁점들을 다루고

또한 저작권법 내의 가치들이 충돌하고 판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

건들을 다루기 앞서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저작권침해소송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체 구조를 조망하고, 그 틀 안에서 공정이용 개념과 의미를 검토한다. 또한

공정이용이 저작권침해소송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공정이

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개념들, 가령 법정허락, 묵시적 허락

등 제도들이 창작성이나 의거관계 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검토 및 비

교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비교하면서 다루어 본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전체 구조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위 개념들과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 다음으로 공정이용 판단이 왜 저

작권침해소송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쟁점인지에 대하여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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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침해소송에서의 입증 구조

이제 저작권침해소송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작권침해소송의 개

념과 유형에 관하여 짚어 보기로 한다.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제 47 조373에 의하여 영향력 제거, 침해금지

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만약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명예회

복을 위하여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가 있다. 저작권침해소송

에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

소송 전에도 보전청구로 침해의 정지 혹은 예방이 가능하다.
374

즉 저작권의 침해판단이란 결국 ① 피고가 이용한 부분이 원고의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피고의 이용방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이다. 한편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①의 범위인 그 침해

를 정지하거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원고

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야 한다. 통상 완전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나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양자 사이에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정도의

유사성 내지 종속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다. 즉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375에서 보

여주듯이 피고가 소송대상저작물에 ‘접촉376 (接觸)’하였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

성’을 증명377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저작침해소송에서 저작권침해를 밝히기 위하여 주장 입증해야

                            
373 저작권법 제 47 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 영

향력제거∙사과∙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74 중국 민사소송법 제 101조 이해관계자가 상황이 긴급하거나 바로 보전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합

법적인 권익이 보완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등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서 보

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75 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最高人民法院（2013）民申字第 1049号 참고.

376 접촉이라 함은 비교적 광의의 뜻을 의미하는바 권리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권

리자의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일부를 차용하는 등 경우도 포함되며 피고가 원저작물에 대한 물리

적인 접근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논하는 ‘의거’와 유사하다.

377 이에 대하여 박준우 교수님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은 모두 ‘피고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판단기준’이 아닌 ‘판단대상’으로 하는 ‘같은’ 기준이며, 단지 판단 단계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

가 다를 뿐”이라고 하며 침해판단과 공정이용에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있음을 주장하였

다.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 판단의 관해서는 박준우,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

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계간 저작권, 2016 여름호, 49-5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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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은 자신이 특정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라는 점, 그 저작권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피고의 경우 ②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부분을 입증하거나 원고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

었다 하더라도 가령 묵시적 이용허락, 법정허락, 공정이용, 보호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면책할 수가 있다.378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미국의 공정이용 경우처럼 적극적

항변으로379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기본적으

로 공정이용의 주장은 항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원칙

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인 저

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피고인 이용자는 공정

이용을 근거로 들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달리 그 증

명 책임의 전환이 없는 이상 그 입증에 실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항변의 주장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380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단순히 소송법상 항변

사유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용자의 권리”로 보고 그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

고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며 이는 일반 이용자 보호차

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381 현재 디지털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저

                            
378 그 외에도 관할권, 소송 시효, 준거법, 권리의 포기 및 남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반론이 가능

하나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련하여 특히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다.

379 공정이용을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에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지

는 것이고, 원고는 그 적극적 항변에 대한 반증의 추가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3d Ed.), ASPEN, 2005, §12.1.5.

380 다만 일부 사법 판결에서는 피고가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항변을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없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2019)沪

0104 民初 21532号 등이다. 반대로 일부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상 12 가지 정황 중 어느 정황에 포

함된다는 해석 없이 “상업 목적이 아니고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고, 또한 사용된 양(量)이 적당하

여” 공정이용이리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로는 （2018）青01民初329号이다. 다만 최근(2021.7)

지방법원에서는 「호북성고급인민법원 변호사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판력을 제약, 감독을

강화하여, 사법공정을 확보함에 관한 의견(시행)(湖北省高级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律师作用加强审

判权力制约监督确保司法公正的意见{试行})」을 발표하여 담담 법관이 변호사의 변호의견, 대리의견

및 관련 증거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중대과실로 누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중국 법원의 이런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81 예컨대 미국 공정이용에 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사건이었던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사건에서 피고가 그의 이용이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의 첫 번째 판단

요소인 비상업적인 이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네 번째 판단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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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침해 소송은 기업체 간의 소송이 일반적이어서 원고와 피고가 거의 동등

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지털과 인터넷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은 일반

대중이 저작물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저작물을 만들어내며 일반 대중 스스로

가 주요한 문화 생산자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

은 수많은 저작권의 보편화 현상으로 인하여 항상 잠재적으로 권리침해자가 될

수 있는 불측의 상황 속에 처해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정이용을 하나

의 권리라고 보는 견해는 중국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표명한 제도로 이용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민법의 관점으로 보아도

전통적인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에 관하여 신중해야 한다. 둘째, 공정이용을 “이용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

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

인 제22조 제1항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학습’, ‘연구’ 또는 ‘감상’ 등 추상적인 목적만으로 저

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입안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공정이

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이용과 더불어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면책할 수가 있는 묵시적 허락, 법정허락 등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공정이용 유사제도의 구분

(1) 묵시적 이용허락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므로 타인이 권리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권

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허락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허

락인 보통 허락과 원 권리자도 이용이 불가한 독점적 이용허락 및 원 권리자와

허락을 받은 자만 이용이 가능한 배타적 이용허락으로 나누는데,382 어떠한 유형

의 이용 허락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의 정당함을 주장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허락을 권리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고에게 전환되어 원고가 그 특정한 이용이 손해를 주거나 혹은 그 이용이 널리 확대되면 원 저작

물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82 우한동저, 동신의, 신혜은, 허려화역, 무형재산권론, 진원사, 2018. 9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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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침해소송에 해당하기 보다는 해당 계

약서의 범위나 효력을 다투는 계약분쟁에 해당할 것이다. 묵시적 이용허락의 경

우에는 구체적인 서류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이용과는 다르게 권

리자와 침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묵시적 허락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법실무상으로는 기존 「민법통칙」 제 56 조 “민사법률행위에는 서면, 구두 형식

이외에도 기타 형식이 가능함”을 근거로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였다. 묵시적 허

락은 민사법률행위의 의사표시로 권리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

물에 대한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여되었다.383 다만 중

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허락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항변으로 인

정이 되나 이는 이용자의 이익보호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용허락의 관점에서 평

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권리남용에 대한 금지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금지는 민법 영역에서 발전된 원칙이다. 권리남

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주체의 법적으로 확인 및 보호된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민법상 물권과 유사한 배타성을 가지

고 있는 저작권 영역에서 원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민법총

칙(民法總則)」 제 7 조에서는 “민사 활동은 사회의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의

공공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 계획을 파괴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민사권리의 행사가 과중하

고 남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서 개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의사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이다. 민법은 민

                            
383 제 1 심은 （2008）海民初字第 27047号二审, 제 2 심은 （2011）一中民终字第 5969号 참조. 본

사건은 컴퓨터 디자인된 한자의 캐릭터 펀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이다. 1 심 법원은 펀트는

미술저작물에 포함하므로 저작권법에 보호되지만, 가령 하나의 글자로 된 경우에는 공업제품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한자가 문화부호로서의 정상적인 사용과 발전에 불

리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경우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심 법원의 경우 해당 펀트는 피고가 디자인 회사로부터 위탁

제작한 것으로, 해당 디자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한 설계된 정품 펀트를 이용된 것이다.

즉 펀트 자체의 특성 및 거래관습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 이용이 된 것으로

인정하여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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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체에 대해 의사자치의 권리를 부여하고 민사주체는 그 권리의무를 자유롭

게 창설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사 자치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권리를 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 의사자치의 원칙만을 말한다면, 당사자는 전적으로 그 의

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모든 당사자가 의지에 따라 권리

를 행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사주체의 권리가 충돌하고 사회적 관계와 질서

가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사회도덕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 권리

행사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384 따라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 행사

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영역에 관련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

의 표현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는 지

극히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창작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

의 질이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런 판단이 가능

하더라도 그 판단결과 일정 수준 이하라고 함부로 법적 보호에 제외하기가 어

렵다.385 또한 특허법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기존 발명이 앞 발명의 반드

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의 세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과거의 표현이 가진 빛이 바래진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나중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라고 그 이전에 존재하던 표현들에 비하여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남용이 발생할 여지를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하면

저작권법 목적이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결과 권리자라도 상대방을 좌지우

지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저작권법상 권리 남용은 성립이 어렵다고 인

식되어 왔다.386 특히 중국의 경우 그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그간 충분하지 않

았던 결과 그런 수준의 독점에 이른 예를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저작권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부 저작권자는 저작

권을 그 무기로 새로운 이용행위 혹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제한을 주

고 있으며 심지어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대의 발전을 방해하는 무기로 활용되기

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제3차 저작권법 개정초안서(2020년， 제1고)의 경

우 저작권의 권리남용 조항을 추가한 적이 있으나387 학자들의 반대로 해당 조항

                            
384

殷小雨, 唐國棟, “論意思自治原則視野下預約的法律效力”，法制與社會, 2018.3，第244頁。
385 박준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 998-

1000, 1054 면.

386 박준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 998-

1000, 1054 면.

387 2020년 저작권법초안(제1고) 제4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 보유자의 권리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도 아니 되며 권리를 남용하여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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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삭제가 되었다. 과거 저작권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의 경우, 법 목적이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결과 권리자

라도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특허법이 다루는 과학

기술에서와 같은 ‘객관적 유용성’보다는 감상자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본질로 하고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모든 표현이 대등하게 취급되며, 시장

에 나중에 진입하려는 자가 기존 권리 영역에 의지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

은 저작권법의 각 특징은 결과적으로 협의의 권리남용이 발생할 여지를 특허법

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든다.388 둘째, 저작권 영역에서 저작권자가 오

히려 ‘약자’의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명

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약자’

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89

즉 일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이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자는 비교적 드물다. 셋째, 저작권법은 이미

배타적인 권리에 대하여 세세한 제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한

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고 하는 등 이다.390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 수준은 기타 선진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현 상황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경우

오히려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인식에 반하여 역효과가 있다고 판

단되어 권리남용금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중국 저작권법에 추가하는 제안을

                            

인 저작물의 전파를 영향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 전파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50조 저작권자 혹은 관련 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저작물의 전송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저작

권 관련 주관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고,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가

있다∙∙∙

388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 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No.67, 2012 년, 162 면.

389 부연하여 설명하면 일반적인 신입 작가와 대형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은, 일반

자연인과 전문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이의 계약이라 계약 당사자 사이 ‘힘’의 차이가 존재

한다.  

390 가령 미국의 사례로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225 

U.S.P.Q. 1073(1985). 사건에서 약 20 만 단어로 구성된 Ford(포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되기

도 전에 주간지에서 허락도 없이 미리 300단어 정도로 추출∙요약된 초록을 게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요약 이상의 중요한 표현의 표절에 해당되고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공정이용의 항변

이상의 저작권 제한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34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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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었다.391 하지만 일부 중국의 법원에 판결에 있어서 민법상 권리남용을 근

거로 저작권침해가 부정된 사례가 있다.392 이 사례는 피고가 자신이 구매한 꽃

꽂이를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한 것에 대해, 해당 꽃꽂이

를 창작한 권리자(꽃집 가게 주인)는 피고가 자신이 창작한 꽃꽂이를 SNS 에 게

시한 행위는 해당 꽃꽂이 저작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를 주장하였

다. 2 심 법원은 비록 피고가 꽃꽂이를 개인 SNS 에 게시한 행위는 권리자의 정

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여지지만, 해당 꽃꽂이 사진을 SNS 에

게시한 행위가 피고와 SNS 상 ‘친구’로 되어있는 특정한 자에게만 전송되므로

이러한 전송된 범위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중국의 「민법통칙」 제 4 조 및 제 7

조에서 규정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등 원칙을 원용하여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중국 저작권법 체계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그 기능

을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입법부는 입법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사회

적 공감에 의한 합의와 학자들의 의견 외에도 사법부의 판결에서의 경험 등을

결부하여서 입법한다. 사법부(법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입법에 근거

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게 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중

국의 경우 저작권법은 선진국들로부터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시기

에 있어서 중국의 법원은 저작권 관련된 재판 경험이 전무하고 이와 관련된 전

문가들의 수와 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

과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저작권법 체계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미묘하게 보완하면서 발전

하였는데, 중국 사법부에서 입법부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는 것은 크게 ①추상-

명체, ②하자-교정, ③명확-창설 등 방식이다. 특히 공정이용 제도와 관련하여서

는 ③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 추상-명확 방식

이 방식은 입법상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이

                            
391 李琛, “著作权法修订不宜引入’权利滥用’条款”, 中国知识产权报, 

http://ip.people.com.cn/n1/2020/0617/c136655-31749642.html(마지막 방문일: 20201.07.06)

392 1 심 （2016）鲁 0102 民初 976号, 2 심은 (2017)鲁 01 民终 99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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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시는 중국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다. 1990 년 저작권법의 경우 제 5 조 제 5 항

에 “복제, 실연, 상영, 전시, 발행, 영화∙텔레비전∙녹음 혹은 개편, 번역, 주석, 편

집 등 권리”라고 규정되었다.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등’은 ①뒤에 열거가 다하

지 못함, 혹은 ②뒤에 끝맺음 2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393 즉 입법 규정에만 의

하면 ‘등’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기타의 행위도 이러한 권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특히 인터넷상 전송이 이러한 저작권의 권리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6 명 작가와 세기후렌회사

와의 소송 394 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저작재산권은 포괄적 예시라고

해석하면서 “저작권법상 제 5 조 제 5 항은 모든 저작물 이용방식을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방식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상 전송권을 저작

자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멈추지 않았고 법원이 입법부에

대한 규정 없이 가령 인터넷상 전송과 같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중국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에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형태는 포괄형 예시식(概括式及列举式)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였다.395 이러한 부분은 2001 년 저작권법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저작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기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

하는 권리”를 추가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등’이라고 표현한

방식에 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396

한편,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개인방송의 경우, 개인방송행위가 저작권법상

기타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방송행위를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

로 인정하였다.397 다만 이러한 추상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각 법원의 해석은 제

각각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가령 저작권자의 영화를 개인방송을 통하여

                            
393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修订本），商务印书馆 1996 年版，第

265 页。

394 （1999）海知初字第 57 号民事判决书。

395 （1999）一中知终字第 185 号民事判决书。

396 중국의 경우 2001 년 개정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식을 한정적 열거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새로운 저작물의 사용방식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编, ’中华人民共和国

著作权法’修改立法资料选，法律出版社, 2002，第 31-32 页。 费安玲,  著作权的权利体系之研究——

以原始性利益人为主线的理论探讨，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1，第 167 页。

397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권리가 기타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2016）粤 0106

民初 12068 号民事判决书의 경우 원고는 소설에서의 캐릭터에 대하여‘캐릭터상업화사용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담당법원은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캐릭터의 형상이 구체적이지 아니하

고 법률에서 규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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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송출한 사건398에 대하여 법원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일부 법원에서는 이는 저작권자

의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399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①피고의 행위와 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

해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 ②피고의 행위의 법률적 효과 ③기타 권리로 인정

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효과 등 세가지 요소를 통하여 기타 권리로 인정해야 한

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400

나. 하자-교정 방식

이 방식은 입법 시 구체적인 저작권법 조항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중

국 저작권법의 법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거나 혹은 사소한 하자가 있어서

법원에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이다. 가령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일종으

로 수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수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의 허

락 없이 어떠한 수정이 불가한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권리와는 서

로 다른 권리이다. 401 한편 중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수정권에 대하여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또는 저작물을 수정할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402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정을 하는 경우 수정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동일하

게 간주하여 ‘하나의 권리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광범하게

인식되었으며 수정권의 침해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동시에 간주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였다.403 또한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은 실질적인 수정에 대한 금지 권리이고, 수정권은 사소한 부분의 수정’이라는

해석도 존재하였는데,404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수정’과 사소한 수정의 차이를 구

                            
398 （2014）海民（知）初字第 20112 号民事判决书。

399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8）湘 01民初 4579 号民事判决书。 （2019）京 73 民终 967 号民事判决

书。

400 （2016）沪 0104 民初 24420 号民事判决书。

401 李琛,“文本与诠释的互动：回顾’著作权法’三十年的新视角”, 知識產權, 2020年第8期，第12-

13頁。
402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3 항 참조.

403 李琛, “被误读的修改权”, 中国专利与商标, 2004 年第 3期，第 69-71页。

404 骆电, “侵犯著作权人修改权与保护作品完整权的司法判断”，法律适用, 2011 年第 12期，第 103

-106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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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내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은 통일되지 않았다.405

입법상 하자로 인하여 법원의 해석을 잘못한 판결을 일부 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 정확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은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판결이다.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4 조 제 11 항에서는 구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

물’에 대하여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매개물에 연속된 화면을 제

작하여 적합한 장비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406 하지만 베른협약에서 영상저작물은 단지 “영화와 유

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명시되고 있어서 이는 중국이 저작권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라고 평가되고 있다. 407 즉 베른협약이 단지 “영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영상저작물을 성

립하기 위해서 ‘고정(fixation)’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국내법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표현한 것이다. 가령 스포츠 경기 생중계와 온라인게임 영상은 문언의 해석만으

로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지만 중국의 일부 법원에서는 이를 적절히 교정하

여 스포츠 생중계와 온라인게임의 영상을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간주하고 판시한 바가 있다.408

다. 명확-창설 방식

명확-창설 방식이라 함은 법률 규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는 이러한 입법부의 법 규정에만 의거하지 않고 새롭게 창설하는 방식을 말한

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결에서 잘 보여준다. 앞서 제 4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유사하게 구 저작권법 제 22 조, 현행 저작권법 제 24 조에서, ‘권리의 예외’의 방

식인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이러한 권리의 예외는 비상적인 상황으로 해석상 응

당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한 법관은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05 李琛, “被误读的修改权”, 中国专利与商标, 2004 年第 3期，第 69-71页。

406 중국의 제 3 차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 표현을 삭제하고 ‘영상저작물(視聽作品)’로 개정하였다.

407 李琛, “文本与诠释的互动：回顾’著作权法’三十年的新视角”, 知識產權, 2020 年第 8 期，第 15 頁。

408 스포츠 경기 생중계와 관련된 판결로는 （2017）沪 0115 民初 88829 号民事判决书; 온라인게임

의 영상과 관련된 판결로는 （2017）沪 0115 民初 77945 号民事判决书, （2015）粤知法著民初字第

16 号民事判决书, （2018）粤民终 137 号民事判决书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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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의 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실

시 직후인 90 년대도 법 규정의 확대해석 혹은 법원의 지침을 통하여 포괄적인

공정이용을 새롭게 창설하였다.409 그 후 중국 법원은 ‘3 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4 요소’, ‘변형적 이용’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새로운 정황에 대한 공정이용 적

용을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논리는 명확하지가 않았다.410 본 논문

제 5 장 제 3 절 4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정황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

부가 판단된 사건을 상세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제 3 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구체적인 사례

1. 중국에서의 공정이용 인정 여부 사건에 관한 기본 개요

본 논문은 2011 년부터 2020 년 12 월까지 중국 저작권 공정이용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관하여 관할권에 대한 분쟁과 중복된 판결을 제외하고 총 61 건

을 검색하고 분석하였으며 이 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수리통계적 특징이 있다. 

첫째, 대부분 사건은 각 지방의 기층법원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종료가 되

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

개된 사건의 경우 제 1 심에서 종료된 사건은 34 건으로 약 55.7%이고, 제 2 심에

서 종료된 사건은 26 건로 약 42.6%이며, 최고인민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1 건

으로 약 1.7%이다.411 또한 시간적 분포 상황을 보면 2015 년에 가장 많은 약 22

건이 판결되었으며 전체 대상판결의 약 36.0%를 차지한다.412

                            
409 가령 （１９９５）知终字第１９号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5 장 제 3 절 4

부분을 참조.

410 다만 일부 법원은 구체적인 판결에 있어서 법원이 공정이용 적용에 대한 새로운 유형을 확대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로는 （2008）一中民终字第 5194 号民事判决书 참조.

411 해당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원심에 대하여 재심한

사건이다. 해당 판결은(2013)民提字第 15 号 이다. 

412 이 시기에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결이 집중된 원인은 이른바 ‘저작권 트롤’이라는 원고가 대량

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당 부분은 본 논문 제 5 장 제 4 절 4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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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소송 절차상 분포 상황

<도표 9>  시간 별 분포 상황

둘째 대부분 사건들은 중국의 “주강삼각주”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기업이 많

이 분포하여 있는 광동성, 절강성, 강소성 및 북경 등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광동성이 27 건으로 약 4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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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북경이 14 건으로 약 23.0%, 강소성이 7 건으로 약 11.5%를 차지한다. 

<도표 10> 지역별 분포 상황

셋째, 저작권침해 소송에 관하여 27 건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침해 여부

에 관한 것이다.413 즉 대부분의 사건은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등에 관한 사건인

바 예컨대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또한 weibo, 위챗 공식계정, 위챗 모멘트 등 SNS 를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게

재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2. 중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유형별 공정이용의 경우

아래에서는 중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살펴 본다. 한편 중

국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과 관련한 많은 판결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며 또

한 가령 제 24 조 제 11 항과 같은 “소수민족 언어로의 번역하여 출판”과 같은 일

부 정황에 대하여 취급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별 공정이용의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414

                            
413

https://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217BMTKHNT2W0/index.html?pageId=5a5c592d1

2be213f8ab683e33a9eceb0&s21=%E8%91%97%E4%BD%9C%E6%9D%83%E5%90%88%E7%90%86

%E4%BD%BF%E7%94%A8 참조(마지막 방문일자: 2020.10.11).

414 한국과 중국 저작권법상 각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간략한 비교는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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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415

본 조항은 사적인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조항으로,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의 학습∙연구 또는 감상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시장에 대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적고 또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저

작권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라는 취지이다.416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실질적으로 입법 초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법제업무위원회(全國人大常

委會法制工作委員會)의 예시에 의하면 예컨대 개인의 학습을 위하여 타인의 외

국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개인의 기술을 위하여 타인의 미술, 서예를 복사를

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저작물

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용행위 또는 이용대가의 징수에 더 많

은 징수비용 또는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유로

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417 본 조항은 이른바

사적이용(private use, 이하 ‘사적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정이용

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은 저작물 이용시장에 대한 저작권자

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저

작권법 제 30 조418에서는 본 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본 조항에 관하여 이용의 목적은 학습, 연구, 감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유상으로 빌려줄 목적으로 이용 등

영리적인 행위는 허용되지는 않는다.419 예를 들어, 타인이 이미 발표한 영문 작

품을 개인적으로 감상할 목적으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위와 같

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나, 더 나아가 이를 외부에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공

                            
415（一）为个人学习、研究或者欣赏，使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416 張革新, ”現代著作權法”，中國法制出版社（2006），第 160 頁。

417 全國人大常委會，「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釋義」第二十二條(이하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

义第二十二条”)第一項。

418 제 30 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9 張玉敏, 知識產權法學，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0, 第 15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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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용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다.420 또한 개인적으로 감상할 목적으로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및 이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다수의 제 3 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 받기가 어렵다.

다만 이용의 목적 중 ‘개인의 감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하게 남용이 될 가능성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421 실제로 2014 년에 공포한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안 중

「저작권법 초안 수정안(3)」 의견청구서에서도 ‘개인의 감상을 위한 이용’ 부분은

삭제된바 있다. 다만 2020 년 공식적으로 반포한 제 3 차 개정에서는 ‘개인의 감

상’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본 조항의 대상 요건은 이미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이 있고,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작권자

스스로가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기 때문이다.422 사실 사적이용 조항은 아날로그 환경을 전제로 그것에 친숙한

조항에 가깝고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이용 조항을 넓게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자의 이익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수가 있다.423 실제로 유럽

연합의 관련 보고서는 사적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있

다면 더 이상 사적 복제의 예외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424

특히 중국 저작권법상 ‘학습’, ‘연구’, ‘감상’이라는 목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입법적으로는 ‘감상’이라는 목적을 삭제하는 등 개정할 필요가 있

어 보이며, 사법부에서도 엄격하게 해당 조항을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한 경우425

본 조항은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

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한(이하 ‘적당한 인용’)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적당한 인용은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그 인용의 목적은 어떤 저작물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떠한

                            
420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98 頁。

421 吳漢東，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3, 第 294 頁

422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73 면

423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 5 판, 홍문사, 2020, 419 면.

42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 4 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82 면. 

425 （二）为介绍、评论某一作品或者说明某一问题，在作品中适当引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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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원래 인용이라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라서 그 자체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새로운 저작물의 창

작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존 저작물

을 비평, 연구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창출

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용은

공정이용의 하나로서 규정된 것이다. 426 따라서, 위와 같은 인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게 된다. 한편

한국 저작권법 제28조427에서도 본 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적당한 인용 조항도 사적이용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에 어려운 문

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4월 26일) 중국 내 73개 영화 관련 기업, 단체, 관련자들이 쇼트클립

(short-clip, 짧은 동영상을 의미함)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쇼트클립으로

만들어져 업로드 되는 현상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한 바가 있다.428 즉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복제기술의 제한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

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비용과 창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오늘날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

하여 소개 혹은 평론이라는 “명분” 하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빈번한데 이러한 부분은 이미 새로운 영화평론산업을 형성하여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이 되었다.429 가장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타인의 저작물에(가령 영

화 혹은 드라마 등) 대하여 소개 또는 평론하면서 인기를 얻은 다음(클릭 수 혹

은 구독 수 등) 해당 채널을 통해(링크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이러

한 비즈니스 형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소개와 평론으로 중화권에서 이름을 널리 안린 구아모

(谷阿莫)의 경우(2021.7.12기준 Youtube 상 구독자수는 195만명이 넘는다) 자신

의 Youtube 채널에 게재한 13편의 “X분 동안 영화 한편 보기” 시리즈가 저작권

위반으로 대만에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으며 담당 검찰은 구아모의 행위는 단

순한 인용을 벗어나 원 저작물에 대한 개작(改作)이며 Youtube에 게재하면서 수

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아모

                            
426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78 면.

427 제 28 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428 熊琦， “短视频平台该如何化解’二创’版权风波” 2021.05（上）, 中国报业, 第 127 頁。

429 Youtube 나 Tiktok 의 경우만 보도라도 영화 혹은 드라마 평론, 소개 등에 관련한 영상저작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142

는 현실에서 영화를 잘 모르고 혹은 잘못 이해하는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자신

의 언어로 영화를 소개를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며 대상저작물의 일부만 인

용하였으므로 이는 공정이용이라고 반론하였다. 본 사건은 결국 구아모가 저작

권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430

이러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건

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적당한 인용 조항 역시 아날로

그 환경을 전제로한 조항에 가깝다. 아래에 적당한 인용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본 조항의 목적은 어떤 저작물을 소개, 평론하거

나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표

된 저작물의 인용은 소개, 평론, 설명 등과 같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없이 오

직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인용으로 볼 수가 없

을 것이다. 다만 소개, 평론, 설명 등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때 부가적으로

영리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공정인용이 되는지 문제될 수가 있다. 중국의 학설

에 의하면 소개, 평론, 설명 등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영리성이 동반되어도 공정인용으로 가능하지만,431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무엇

이 주된 목적인지(부연하여 설명하면 소개, 평론, 설명 등 목적도 영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음)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법원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문장, 사진, 그림 등 타인의 저작물

을 인터넷이나, 위쳇 공식계정 혹은 weibo에 게시하여 소개, 평론 혹은 설명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인터넷 마케팅 기법으로는 보면 흔히 해당 이용행

위로 직접적인 영리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상 인기 혹은

관심도가 높아져 기타 광고 혹은 마케팅 방식을 경유함으로써 영리가 발생한다. 

가령 weibo에 타인의 그림을 게시하여 해당 weibo를 홍보한 사건432에 대

해서 피고는 해당 그림을 공익목적으로 게시하였고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하

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피고의 경우 경영성 기업으로 weibo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의 지명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하여 시장효과를 보기 위함

이며, 나아가 weibo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피고의 경영범위와 일치하여 공익성

                            
430 이와 관련하여 https://www.cna.com.tw/news/firstnews/202006090286.aspx, 

https://www.cna.com.tw/news/asoc/201811160193.aspx, 

https://zh.wikipedia.org/wiki/%E8%B0%B7%E9%98%BF%E8%8E%AB, 

https://baijiahao.baidu.com/s?id=1669005749204315215&wfr=spider&for=pc

등 인터넷 뉴스를 정리한 내용(마지막 방문일: 2021.04.05) 이다.

431 韓松，知識產權法，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第 130 頁。

432 （2014）深中法知民终字第 825、8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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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항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즉 중국 시장경제 체

제 하에서 모든 기업의 이용행위는 어느 정도 상행위를 포함하고 있기에 타인

의 저작물을 게시하면서 소개, 평론, 설명을 목적으로 내세워도 어느 정도 영업

적 목적이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등 법인의 경우 공정인용을 근거

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본 항에서의 인용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용의 범

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인용이 적절한 것

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인용의 목적, 인용된

부분의 분량 및 상당성,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

향 등과 같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양

적 측면에서 보건대 저작물의 전부 혹은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의

1/3 혹은 1/2 이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든지, 타인의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자신의 저작물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

신의 저작물로 대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433 다음으로 질적 측면에서 보건대,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 부분이 자신

의 저작물 본문보다 더 월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타인의 저작물을 인

용함으로써 자신의 인용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적당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바, 

가령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여도 전체적인 소개나 평론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인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434 특히 SNS의 클릭 수 혹은 전재수를 키우

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경우, 혹은 관련 사진저작물을 게

재하면서 실상은 해당 SNS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는 적당한 인용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435

중국의 관련 사례에서 ‘적당한’의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 사례를 주목할 필

요가 있는데, 컴퓨터 오필자형(五筆字型) 한자 입력 방식(중국어 키보드 입력방

식)에 관한 설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적당한 인

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되어야 하며,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 하지 않으며, ②사용

                            
433 이러한 입장을 취한 판결들로는 (2016)京 0108 民初 31879 号, (2016)京 0108 民初 31885 号, 

(2016)京 0108 民初 31890 号, (2016)京 0108 民初 31892 号, (2016)京 0108 民初 31886 号, 

(2016)京 0108 民初 31877号, （2014）朝民（知）初字第 32224号 등이다. 

434 （2019）京 73 民终 49号 참조.

435 （2019）浙 07 民终 2868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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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의 학습, 연구, 감상, 과학연구, 종교, 자선사업 및 공공

문화이익의 수요에 의하여야 하며, ③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명칭

을 표기해야 하며, 저작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단장취의(斷章取義)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③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436 그박의 다른

사례에 있이서 ‘적당한 인용’에 대한 판단으로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서 규정한

해당 저작물의 이용목적, 해당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 수량, 이용된 저작

물의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영향과 함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고 확인하면서 해당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정이용

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437

다.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38

본 조항은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 등 매

체에서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

용은 공정이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취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부득이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 제 26 조439에서

도 본 조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항은 특정한 주체에만 인정되는바 신문, 정기간

행물,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언론매체들이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아닌 자가 시

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 기존 1991년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주체를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

오방송, TV방송, 신문기록영상에만 한정하였으나, 2001년 개정에 있어서 “등 매

체”라는 용어가 추가됨으로써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형식의 매

체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440 이에 관하여 인터

                            
436 （1993）海民初字第 789 號民事判決書。

437 （2019）青民终 71 号 참조.

438（三）为报道时事新闻，在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中不可避免地再现或者引用已经发

表的作品；

439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

중송신할 수 있다.

440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98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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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전문 매체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중국의 사례에서 본 조항의 주체 요건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자격(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이

있다고 해도 본 조항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441이 있으며 이는 인터넷 전

문 매체의 경우에는 주체요건을 부정하는 법원의 경향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기존 미디어 방송사들도 거의 모두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를 통하여 시사 보도를 전달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취지는 특정한 주체를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라는 공익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적절한 확대 해석을 통하여 자질을 갖춘 인터넷 전문

매체도 이를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조항의 주체 요건에 관하

여 제4항, 제5항도 동일한 주체(즉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

사 등 미디어 매체)이므로로 모두 본 조항과 유사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재현 또는 인용이라

함은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녹화물, 녹음물의 일부

로서 타인의 저작물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당

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42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무상으로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시사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02년에 시사뉴스의 정의에 대

한 사법해석을 내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파한 단순 사실 소식을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사 뉴스(时事新闻)이라고 한다443”고 규정하였다. 즉 시사 뉴스

에 대하여 비교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언론 매체에서 단순 소식 그 자체 전달

이 아닌 논평이나 기타 평론을 한 경우는 시사 뉴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술관 작품전시회를 보도하면서 그 현장을 촬영할 때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 등이 그 방송보도 중에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시사보도를 함

에 있어 불가피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므로,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규정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조항은 보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도에

따른 불가피하고 부수적인 인용에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문제

                            
441 （2018）京 0108 民初 31941号。단 본 사건의 제 2 심에서는 당사자들이 화해함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본 사건의 제 2 심의 경우에는 (2019)京 73 民终 2169号 참조.

442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义第二十二条第三项

44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16條; 通過大衆傳播的单

纯事实消息属于著作权法第五条第 2 項规定的时事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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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제22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본 조항에는 해당될 수 없다. 본 항은 단지 시

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상황에서의 재현 또

는 인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사법 실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신문사에

대하여 사진저작물 침해를 근거로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사는 상업 목적이

아닌 시민에 대한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

였지만 법원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은 시사 뉴스가 아니고, 해당 저작물 전체에

이용하였므로 적당한 인용이 아니고, 더 나아가 불가피하게 해당 저작물을 이용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이용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신문사나 방송국이라도 시

사뉴스가 아니고 또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라.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444

본 조항은 중국 1990년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발표된 사론(社論), 논설위원

의 논설(評論員文章)”이라고 규정되었다가,445 베른협약 제10조의2 제1항446의 규

정을 반영하여 2001년 저작권법에서 현재와 같이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로 개정되었다.447 정치, 경제, 종교성 기사 등은 공중에 대

한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공공성에 주목하여 이

를 다른 언론매체들이 전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항이라고 한다.448 본 조항의 경우에도 제3항과 마찬가지로 신문, 

                            
444 （四）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其他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

媒体已经发表的关于政治、经济、宗教问题的时事性文章，但作者声明不许刊登、播放的除外；

445 著作權法(1991 年) 第二十二條 (四) 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刊登或者播放其他报纸、期刊、

广播电台、电视台已经发表的社论、评论员文章；

446 베른협약 제10조의 2 (1) 경제, 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

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복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경우에, 

회원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법

적 효과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447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99 頁。

448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8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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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 TV방송 등과 같은 특정 언론매체로 보여진다. 한국 저

작권법 제27조449에도 본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에 의하면 정치, 경제, 종교 등에 관한 시사성 기사로 한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언론매체의 사설이나 논설위원의

논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신문의 사설이나 논설위

원의 논설이 여기에 포함될 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법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본 항의 대상에 대하여 정치, 경제, 종교에 관한 기사

만 포함되고 기타 예술적 표현으로의 그림이나 사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사건450들도 있다. 

본 조항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

표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이용에 의해 소

홀해질 수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한 전재가 금지될 것이므로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서 조항

을 규정한 경우는 본 조항과 제5항뿐이다.

마.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

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

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외451

일반적으로 대중집회에서의 연설은 저작권법상 구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연설과 같은 강연 등을 널리 이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유로운 토론 문

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공정이용의 하나로써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및 정치적 연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하

여는 회원국의 입법적 재량에 맡긴다는 베른협약 제2조의2 제1항 규정452을 반

                            
449 제 27 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

률」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

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0（2018）粤 0305 民初 16417号, （2018）粤 0305 民初 16429号 등.

451 （五）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在公众集会上发表的讲话，但作者声明

不许刊登、播放的除外；

452 베른협약 제 2 조의 2 “①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을 전조에서 규정한 보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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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조항이다.453 다만, 베른협약의 규정과는 달리 재판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하

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중집회에서의 연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의 대중집회는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집회뿐만

아니라 경축활동이나 기념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도 포함된다고 한다.454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저작권법 제24조455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양자의 차이점은 크게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대중집회에서 공표한 연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을 그 대상으로 삼

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위와 같은 연설이나 강연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게재

또는 방송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한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그 이용 주체에 관하여 별다

른 제한이 없으므로 본조를 비교적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중집회에서의 연설이기만 하면 그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정치적인 연설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이러한 공중이용의 주체는 신문, 정기간행

물, 방송 등 언론매체에 한정된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태양 역시 언론매체가 게재하거나 방송하

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게재 또는 방송

을 불허한다고 하지 않는 한 위 언론매체들은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항의 경우에도 제4항과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공정

이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식의 이용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또한 강의, 강연 및 기타 공중에 전하는 같은 성격의 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방송되고,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되고, 이 협약 제 11 조의 2 제 1 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중전달의 대

상이 될수 있는 조건은, 그러한 사용이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

에 맡겨 결정한다.

③다만, 저작자는 전항들에서 말한 저작물의 수집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453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88 면.

454 張玉敏, 知識產權法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第 154 頁。

455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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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각색∙

편집∙방송 또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사용되도록 제공하

는 경우. 단, 출판∙발행하여서는 아니 됨456

본 조항은 두 가지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학교교실에서의 수업을

위한 사용이며, 둘째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수업이나

과학연구 과정에서는 참고서적이나 연구서적 등 수많은 자료 등을 참고할 필요

가 크고, 특히 외국 문헌의 경우 번역을 하여 수업이나 연구에 활용할 필요성도

적지 않은 바, 위 제22조 제6호는 위와 같은 공정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학교 교

육 및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앤 여왕법도 학문의 진흥(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이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그 이용 태양을 ‘번역’이나 ‘소량’복제로 한정하였지만, 비

대면 교육이 증가 되면서 인터넷상 전송행위도 교육 및 과학 목적에 부합된다

고 판단되어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조례」 제6조 3항에457 근거하여 전송행위

도 ‘번역’이나 ‘복제’와 함께, 학교교육 혹은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공정이용

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학교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 ‘복제’, 

‘번역’ 및 ‘전송’ 등 이용행위로만 한정하기에는 학교 수업과 과학연구의 목적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령 학교 수업의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실연

하고 또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방영을 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일부를 수정하

고 개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본 조항의 취지의 관점에서 “복제” 혹은 “번역” 행위와 본질

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지만 공정이용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차 개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제’와 번역’에서 번역∙각색∙편집∙방송

또는 소량 복제행위로 그 이용행위를 확대하였다. 한국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학교 수업의 경우는 한국 저작권법 제25조, 과학연구의 경우 제28조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본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현행 중국

의 교육 시스템에서 볼 때 교육기구가 다원화 되어 있으며 공립적인 학교가 있

는 반면에 사립학교, 또한 전일제(全日制) 학교가 있는 반면에 통신학교(函授)도

                            
456 （六）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 研究，翻译、改编、汇编、播放 或者少量复制已经发表的作品，

供教学或者科研人员使用，但不得出版发行；

457 (3) 학교수업 또는 과학연구 목적으로 소수의 교육자 및 연구원들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

부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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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기술∙직업양성학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전일제학교 및 각 직업양성학교를 포함하지만 통

신학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458 일부 학자의 경우 영리성 성격이 있는

직업양성학교는 본 조항에서 규정된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459 저

작권법해석에 있어서도 영리성 단체의 경우는 ‘학교 수업’으로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60 이와 관련하여 ‘학교’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 시대 환경에 비대면 교육의 강화에 부합되며, 영리성 학원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러한 영리성 학원에서는 학교 수업을 진행한다기보다 가입 학생으로부터 엄청

난 비용을 받으면서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이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리성 단체이므로 본 항의 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영리성 학원의 경우에도 무료로 공익

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예컨대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무

료 강좌 등의 경우) 이러한 부분은 그 상위 개념인 교육의 본질에 대한 원론적

인 문제를 고려할 때 주체에 대한 영리성 성격에 천착하기 보다는 을 따지는

것 보다는 ‘학문의 증진’이라는 공익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건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 또는 과학연구 목적이어야 하고, 이용 주체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또는 교사, 과학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의 방법은 수업이나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번역∙각색∙편집∙방송

또는 소량을 복제하여 수업 내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용의 범위는 수업 연구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출판∙발행하는 것은 위 제2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복제의 범위는 서적이나 문헌 중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복제의 수량 역시 여러 부를

복제하기 보다는 최소한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461 중국의 실제 판결의 경우

에서도 회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해당 학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계교재를 게시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학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학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나아

가 이러한 게시 행위는 소량의 정도가 아니므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한

                            
458 劉春田，知識產權法, 第五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第 127 頁。

459 吳漢東，知识产权法，法律出版社， 2014, 第 83 頁。

460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义第二十二条第六项

461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9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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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다.462

사.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463

본 조항의 경우 국가기관(国家机关)이라는 특정한 주체 요건이 필요한 바

여기서의 국가기관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기관 등

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464 이러한 사용은 공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직무에서 수반되는 저작물 이용행위 혹

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등과 같이 그 국가기관 본연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활동 등을 의미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입법, 사법, 행정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효율적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려는 것이다.465 다만 여기서 국가기관

의 범위에 대하여 무한정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의 판결에 있어

서는 가령 청년협회 등의 경우 등은 국가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바가 있

다.466 한국 저작권법 제23조467에도 본 조항에 해당하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복제’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복제’ 외에도 배포, 방송, 상영, 편집 등 다양한

형식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조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이미 발표한 저작물에 대

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정이용으로 가능하다. 1990년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라는 용어가 없었다가 그 후 개정 저작권

법에 ‘합리적인 범위’를 추가하였다. 즉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의 목적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공무집행이라 함은 하

                            
462 (2019) 京 73 民终 2189号。

463 (七) 国家机关为执行公务在合理范围内使用已经发表的作品；

464 張玉敏, 知識產權法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第 154 頁。

465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91 면.

466 （2020）京 0491 民初 7812号。본 판결의 경우 녕파시 은주의 공산당 산하의 청년협회에서 운

영한 위쳇 공인계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사건으로, 피고가 주장한 국가기구의 공무집행

에 의한 공정이용을 부정하고 협회가 국가기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위쳇 공식

계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67 제 23 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

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

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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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관리실시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한 수권행위라고 하더라도 가령

기타 영리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있다.468 또한 합리적인 범위라

함은 공무집행에서 필수적으로 행한 범위에만 가능하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

에 있어서 해당 저작물의 기능인 미적 효과 혹은 지역적 특징 등 외적 표현만

이 강조되는 경우 공무집행에서의 합리적인 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469

구체적인 국가기구의 직무와 직능에 근거하여 공무 집행행위의 합리적인 부분

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470   

아.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471

본 조항의 경우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 특정 주체가 보

관의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복제는 판본을 진열

하거나 보존할 목적을 위한 복제이어야 하고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복제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즉 본 조항에서의 이용 주체는 도서관, 문서보관소, 기념관, 박

물관, 미술관 등이고, 이용 대상은 위 각 기관들 자체가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

이어야만 한다.472 한국 저작권법 제31조에도473 본 조항에 해당하는 유사한 내용

                            
468 (2002)高民终字第 252号。본 판결은 피고인 국가우전국(國家郵電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하여 발행한 우표는 해당 국가기구의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

이다.

469 (2017)辽 02 民终 4241号. 본 판결은 피고인 대련시 중산구 위생과 계획생육국(大连市中山区卫

生和计划生育局)에서 건강교육과 계획생육 교육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미술저작물을 이용하여

홍보한 사건으로, 해당 법원은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오직 미적 작용과 지역적 특징이 강조 되

었으므로 공무집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70 (2016)湘 0104 民初 8369号. 본 판결의 피고는 장사시 수무국(長沙市水務局)으로 법원은 수무국

의 주요 직무는 전 도시의 수도관련 행정업무와 법규제정, 수력자원보호 등 기능인바 해당 수무

국에서 제작한 도서는 수무국의 성과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도서에서 타인의 사진저작물 등의 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71 （八）图书馆、档案馆、纪念馆、博物馆、美术馆、文化馆等为陈列或者保存版本的需要，复制本

馆收藏的作品；

472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义第二十二条第八项。

473 제 31 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

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

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 1 호의 경우에는 제 3 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디

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 명당 1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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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서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만, 오늘날 세계 각국의 도서관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로 된 책뿐만 아

니라 디지털 형태의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저작권법상 전자도서관에 관련한 공정이용에 대

해서는 규정되지 않지만 2006 년 7 월 1 일에 시행된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

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제 7 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실, 기념관, 박물관 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합법적 출판물의 디지털작품 그리고 진열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판본을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본 문건 내의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

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직접적인 경제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소장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

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

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

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도

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

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 3 항에 따라 도

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 5 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 25 조제 7 항부터 제 11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

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 20 조의 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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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저작물 및 저작권법에 의거 판본을 진열

또는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 7 조 제 2 항은 “판본의 진열 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형식

으로 복제가 필요한 작품이란 이미 훼손 또는 훼손이 우려되고, 유실 또는 도난

당했거나, 혹은 보존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동시에 시장에서 구매가 불가능

하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고가로만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며,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

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474

본 조항에 의하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경우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실연에 있어서 관

람하는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하고, 실연자에게도 그 실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서도 아니 되며, 또한 그 어떤 간접적인 영리활동이 동반이 되

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많은 경우에 있어 저작물의 실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실연만을 공정이용으로 허용

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본 조항에서 규정된 실연이란 저작물을 무대 위에서 직

접 연주하거나 공연하는 현장실연을 의미하고, 녹음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방

송, 공연하는 이른바 기계실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바,475 중국의 판결에 있어

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476

비영리 요건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경우 이의 구체적인 용어에 대하여 지

속적인 개정이 있어 왔다. 1991년 중국 저작권법의 경우 비영리 요건과 관련하

여 단순 ‘무상으로 공연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입법취지가 벽촌이

나 외진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가 무상으로 공연 등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규정을 부당하게 확

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dm며 가령 무상으로 실연하는 거처럼 하면서도, 실질

은 광고 혹은 홍보를 하거나 실연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었

다. 그리하여 2001년 개정 저작권법의 경우 이러한 비영리 요건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

                            
474 （九）免费表演已经发表的作品，该表演未向公众收取费用，也未向表演者支付报酬, 且不以盈利

为目的；

475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100 頁。

476 1 심은（2017）闽0105 民初 605号, 2 심은 （2017）闽01 民终 5342号. 본 사건은 연극의 한 종

류인 소품 전통극을 촬영하여 해당 저작물을 녹음, 녹화하여 제작하여 무료로 공연한 경우는 저

작권자에 대한 침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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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제

3차 저작권법의 개정의 경우는 ‘비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본 조항의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비영리성임을 엄격하게 강조하였다.477

우선 본 항에서 규정된 대중이란 청중, 관중은 물론 광고업자, 스폰서 등과

같은 제 3 자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본 조항에서의 비용이라 함은 공중으로

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입장료는 무료이지

만 일정한 회비를 지불한 회원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경우, 입장료 대신

장소 정리비, 청소비, 시설유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입장수익을 모두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등은 모두 본 항에 의해 공정이용

으로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다. 본 조항과 관련된 중국의 사례에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경기나 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저작물을 실연하는 경우, 만약 해당 경

기가 무상으로 대중들에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에게도 별도의 참가비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연은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 조항에 근거하여 공

정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478 또한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문적인 가수나 아나운서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실연하는 경우에는 영

리성에 해당하여 본 조항에 의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479

차.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회화∙사진 또는 동영

상으로 촬영하는 경우480

본 조항은 주로 조각, 소조(塑造), 벽화 등과 같은 예술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것이다. 본 규정에 따라 모사, 회화, 촬영, 녹화 등을 하려면, 

그 예술저작물이 실외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실내

에 전시되어 있다거나 개인 정원 안에 있는 예술작품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481

저작물이 위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

                            
477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100 頁。

478 1 심은（2017）闽 0105 民初 605号, 2 심은 （2017）闽 01 民终 5342号. 본 사건은 한 참가자가

연극의 한 종류인 소품 연극을 대회에서 실연하여 상을 받게 되자 해당 소품 연극 저작권자는 저

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참가자의 소품 연극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이

용이라고 판결하였다.  

479 라디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타인의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음악과 함께 낭송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의한 공정이용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鲁 01 民初 58 号 참조. 또한 텔레비전 방송국

에서 조직한 야회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실연하는 경우에도 본 항에 의한 공정이용이 아님을 판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6)闽 0203 民初 14841号, (2016)闽 0203 民初 14840号 등 판결 참조.

480 （十）对设置或者陈列在室外公共场所的艺术作品进行临摹、绘画、摄影、录像；

481 李明德、許超, 中國知識產權法, 法律出版社, 2003, 第 100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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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복제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고, 

사진 촬영 등 복제행위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482 즉 본 조항에 의하여 이용자

는 위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예술저작물을 모사, 회화, 촬영, 녹화할 수 있으며 이

는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가령 공개된 광장이나 공원에 설치된 조각상

을 모사하거나 그리거나,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실외에 설치된 예술저작물이라고 해도 모든 태양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례에서도 실외에 설치된 영화포스터를 상

표로 등록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483

한편, 본 조항에 해당하는 한국 저작권법 제 35 조484 제 2 항에서는 가로∙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

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4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4 가지 예외사유로는 1. 건축물

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

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

로 복제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방된 장소에 진열된 회화작품을 그

                            
482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298 면
483 실외에 설치된 영화포스터 등 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다툰 화

이형제매체유한회사 v. 금모모, 영가현비성물효혼인소개소 사건의 경우, 2 심 법원은 저작권법 제

22 조 제10항에서 규정된 이용행위는 어떠한 태양의 이용방식이 아니라 해당 이용행위가 “공정한

방식과 범위”인지 여부를 만족해야 하며 만약 어떠한 미술저작물이 공공장소에 놓여있다는 이유

로 제 3 자가 임의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권자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는 ‘정상적 방식의 이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9）京 73 民终 2701 号
484 제 35 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

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

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

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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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회화작품으로 복제하여 그리는 경우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공정이용

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4가지 예외의 경우와 관련하여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명

시가 되지 않았지만 1, 2, 3 의 경우 이러한 이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용

이 아니라고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4 의 경우

에는 해당 복제의 양이나 정도에 따라서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

어 보인다.

카. 중국 공민∙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이미 국가에서 통용 언어문자로 창작되

고 공표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

행되는 경우485

본 조항은 중국 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이미 발표한 중국 표준어인

한자(漢字)486를 통용 언어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작품으로 번

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한다. 중국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 일정한 개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한어

문자’에서 ‘국가통용언어문자’로 개정되었다. 

해당 조항은 베른협약이나 기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

용이지만 중국의 특수한 문화환경과 소수민족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근거한 공

정이용 조항으로 볼 수가 있다.487 중국은 56 개 다민족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중

한족은 주체적인 민족으로 2010년 기준 1,225,932,641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인 91.51%를 차지하므로(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 기타 55 개 민족의 인

구수가 비교적 적어 이를 소수민족이라고 한다.488 즉 중국에는 기타 55 개 소수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 인구 수가 비교적 적고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한족이 사

용하는 한자를 중국의 공용어로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중국의 출판물은 한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지방 소수민족에게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는

내부적인 필요가 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이러한 중국 소수민족에게 정보 및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소수자의 배려와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다. 

본 조항에 의하면 우선, ‘중국인, 중국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이미 공표한

                            
485 （十一）将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已经发表的以国家通用语言言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少

数民族语言文字作品在国内出版发行；

48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 2 조에 근거하면 중국의 통용언어와 문자는 보통화(普

通話)와 규범한자(規範漢字)이다.

487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义第二十二条第十一项。

488 중국정부공식사이트(http://www.gov.cn/test/2006-04/17/content_255850.htm, 마지막 방문

일: 2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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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은 이에 해당하기가 어렵다. 또한

중국에서 통용되는 언어 문자로 창작되어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한자 이외

에 기타 소수민족 언어를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중국 경

내에서 출판, 발행하여야 하며 대만이나 홍콩 등을 비롯한 중국대륙 밖에서 출

판, 발행하는 것은 본 조항의 공정이용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489 다

만 중국의 소송에 있어서 본 조항에 근거하여 공정이용을 판단한 사건은 확인

하기 어렵다. 

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무

장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490

본 조항은 시청각장애인 등 독해 능력에 관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

을 배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다. 가령

시청각장애인을 배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된 문화의 산물을 보급 확대하여 시

청각 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 규정인

것이며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대부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91 다만 한국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시설에 행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허용되는 행위태양도 구별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다.492

                            
489 張玉敏, 知識產權法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第 155 頁。

490 (十二) 以阅读障碍者能够感知的无障碍方式向其提供已经发表的作品;

491 가령 한국의 경우 제 33 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제 33 조의 2 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

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492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

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

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

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3 조의 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

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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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

로, 가령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점자로 바꾸어 출판하더라도 여전히 본

조항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493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맹문은 단순 점

자 도서의 형태가 아닌 예컨대 TTS (Text to Speech)494과 같이 낭독형 도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가령 이러한 점자 도서가 아닌 새로운 형식

의 문화제품도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확대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서비스 대상은 시청각 장애인 혹은 장애인 단체기관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중국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향유하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강희대제(康熙大帝)”에 대하여 피고가 앤드로이드 앱(android app) 형식으로 개

발된 TTS의 소프트웨어 대하여 해당 자작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본 조항을 근거로 항변하였지만 해당 법원은

① 해당 TTS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이 아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점, ②오디오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기타 부가적인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서 시청각장

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495

파. 법률ㆍ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496

중국 2020년 제3차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13번째 정황인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된 기타 경우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법률로는 저작권법의 12가지 정황만 규

정되어 있고, 현행 저작권법(제3차 개정)은 최근에 실시가 되었으므로 「저작권

법 실시조례」와 같은 행정법규가 개정된 저작권법에 맞추어 어떻게 개정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결

들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 본 12가지 정황 이외에도 기타 기준을 근거로 공정이

용을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아래에서 이를 살핀다.

                            

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

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3 김정헌, 한매화, 중국저작권법(상), 박영사, 2008, 301 면.

494 이른바 TTS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서 전자책, 포털 사이트 등의 문자 내용을

오디오로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495 （2019）津 0116 民初 2384号。

496 (十三) 法律、行政法规规定的 其他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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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기준으로 공정이용을 판단한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 후에 추가된 제 13 번째 정황으

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항”을 추가하여 기존의 12 가지 정황

에만 한정되지 않은 예외가 입법상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중국의 공정

이용제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한정 열거 형식으로 되었으므로 원칙적으

로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은 저작권법 제 22 조에서 규정한 12 가지 정황에 대하

여 좁게 해석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검토 없이 12 가지 정황에 포함되지 않은 경

우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497 즉 중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법

관은 입법기관에서 입법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법원은 저작권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

아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나 판결

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498 예컨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이 점차 다양해 지면서 새로운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으로 인

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국의 각 법원의 입장은 상이하였다. 가령 粤知法著民

终字第 224 号499, （2015）粤知法著民初字第 16 号500 등 판결에 있어서 광저우지

식산권법원은 저작권법 제 22 조가 12 가지 정황만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실시

조례와 같은 하위 법령은 상위 법인 저작권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설할 수가 없

다. 즉 하위 법령들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규정

할 수가 있으므로 현행 법상 저작권법상 12 가지 정황 외에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2018）粤民终 137 号사건에 있어서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저작

권법상 공정이용제도의 목적은 저작자와 공중이익을 균형 잡아 일정한 정황에

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과 전파를 격려하고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예술, 

                            
497 예컨대 （2011）浙嘉知初字第 16号, （2014）穗海法知民初字第 361号, （2018）京 73 民终508

号, （2018）粤民终 712号 등 판결의 경우 당해 법원은 피고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 22 조에

서 열거한 정황이 아니므로 별도의 논의 없이 공정이용을 부정한 바가 있다.  

498 宿遲主編, 知識產權名案評析, 人民法院出版社, 1996, 第 30 頁。

499 본 사건은 본건 피고가 저작권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weibo 에 게재한 것으

로 해당 법원은 피고가 weibo에 사진을 게재한 행위 자체는 중국 저작권법 제22조의 12 가지 정

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건임.

500 （2018）粤民终 137号 사건의 1 심인 (2015)粤知法著民初字第 16号 사건 중 당해 법원인 광주

지식산권법원은 저작권법의 12 가지 정황만 공정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게임 방송은

공정이용이 아님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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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등 산업의 발전과 번영할 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사법정책의

지침에 따라 기술 혁신에 대하여 촉진하거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경우의

이용행위 성질과 목적,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부분의 수량과 질량, 이용

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서를 참고하여 이러한

이용행위가 당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거나 저작자의 정

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손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는 중국 저작권법상 제 2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2 가

지 여하한 정황은 아니지만 사법정책의 지침에 따라,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등

현황을 결부하여 12 가지 정황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이용행위도 공정이용으

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중국의 법원은 저작권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새

로운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

롯한 선진국의 제도나 판결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501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중국 학설적으로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존재한다. ①저작권법 공

정이용 조항을 적절하게 확대 해석하여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502 ②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근거로 공

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503 ③미국 저작권법상 제 107 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4 요소’를 근거로 공정이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504 ④미국

판례법상의 이론인 ‘변형적 이용’을 근거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는 견해505 등이다. 

가. 기존의 공정이용 규정을 적절하게 확대해석 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

기존 공정이용 규정을 적절하게 확대 해석하여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는 입장은 중국 공정이용 조항들은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포

괄적 공정이용 조항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구 저작권법 제 22 조

제 1 항 중에는 ‘학습’, ‘감상’, ‘연구’ 및 제 2 항 중 ‘적절한 인용’과 같이 추상적 용

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크게 다를 바

                            
501 宿遲主編, 知識產權名案評析, 人民法院出版社, 1996, 第 30 頁。

502 李楊, “網絡遊戲直播中的著作權問題”, 知識產權, 2017.1, 第 14－24 頁。

503 熊琦, “網絡遊戲直播行為的轉換性使用認定證偽”, https://www.sohu.com/a/223663776_221481(마

지막 방문일: 2021.06.04)

504 崔國斌, “認真對待遊戲著作權”, 知識產權, 2016.2, 第 3－18 頁。

505 王遷, “電子遊戲直播的著作權問題研究”, 電子知識產權, 2016 年, 第 11－18 頁。



162

없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여 가령 일부 학자는 공정이용 일반 조항 없이 가능하

므로 이러한 공정이용 일반 조항 추가를 반대하였다.506 즉 이러한 입장은 기존

의 12 가지 공정이용조항을 적절히 확대 해석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을 규제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데 이러한 한정 열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방식은 저작권의 제한으

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여 엄격하게 공정이용 조항을 해석

해야 한다는 대륙법계의 기본적인 입장과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1) 북영녹음녹화회사(北影錄音錄像公司)와 북경전영학원(北京電影學院) 저작

권침해사건507

본건에서 북경녹음녹화회사(본건 이하 ‘원고’)는 소설 ‘수계(受戒)’의 작가와

해당 소설을 영화로 개편할 수 있는 권리의 허락에 관한 라인센싱계약을 체결

하여 해당 권리를 수여 받았다. 본건의 피고는 북경전영학원(北京电影学院, 본건

이하 ‘피고’)으로 피고의 재학생인 우츙(吴琼)은 졸업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

설 ‘수계’를 원본으로 영화 대본을 창작하여 학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우츙의

졸업작품인 소설 ‘수계’의 영화 대본을 채택하여 이를 영화(본건 이하 ‘대상 영

화’)로 촬영하였으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소극장에서 학생과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영화를 방영(放映)하였다. 그 후 피고가 촬영한 대상영화는 프랑스 영

화제에 초청되어 이에 출품하였으며, 해당 영화제는 대상영화를 2 회 정도로 방

영하면서 대외적으로 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본 판결은 소설 ‘수계’에 대한 ①학생 우츙이 소설을 영화 대본으로 개편(改

编)한 행위, ②피고가 개편된 대본을 가지고 영화로 촬영한 행위, ③피고가 소유

한 학교 내 소극장에서 대상 영화를 방영한 행위, ④피고가 대상 영화를 외국

영화제에 출품하여 해당 영화제에서 방영한 행위이 중에서 ②와 ③행위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508 비록 법 조문상 제 22 조 제 6 항에서 언급하지만 ‘번역’ 혹은

‘소량 복제’에 부합하지 않은 ‘촬영’ 혹은 ‘방영’ 행위이므로 해당 조항을 엄격하

                            
506 熊琦，”著作權合理使用司法認定標準釋疑”，法學，2018 年, 第一期，第 192 頁。

507（１９９５）知终字第１９号， “最高人民法院公報”, 1996（1）。

508 ①과 ④ 본 사건의 소송 대상으로 되지 않았지만,  구 저작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

적이용 행위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가 판단하고 있다. 宿遲主編, 知識產權名案評析, 

人民法院出版社, 1996, 第 30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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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구)저작

권법 제 22 조 제 6 항은 입법자가 입법 시 상황에 비추어 제정되었는바 오늘 날

의 환경에서 법 조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입법자의 진실된 의사

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히 확대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으므로509’

제 22 조 제 6 항에 대한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촬영’ 혹은 ‘방영’ 행위에 대해서

도 원고의 학교 특수성상 교육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기에 제 22 조 제 6 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정이용에 부합되므로 ②, ③에 대

해서는 권리자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Yao Huanqing(姚歡慶)교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관은 응당 제정법에 의해

판결해야지 과도하게 입법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등 과도한 해석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중국 법관의 과도한 조문의 확대 해석과 이러한 법관이 법을 만드는(法

官造法) 것과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법제 사회의 초기단계로서 과도한 법관의

법 해석과 법관입법(法官立法)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비판하였다.510

(2) 필수민(畢淑敏)과 화베이실험고등학교(淮北市實驗高級中學) 사이 저작권

침해사건511

본건의 원고 필수민(畢淑敏, 본 사건 이하 ‘원고’)은 소설 “홍처방(紅處方, 본

건 이하 ‘대상 저작물’)”의 저자이며 본 사건의 피고는 화베이실험고등학교(본건

이하 ‘피고’)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이트(http：

//www.hbsz.cn)에 원고의 대상 저작물이 게재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피고가 운영

하는 사이트에 어떠한 기술적 조치 없이 여하한 제3자도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

여 대상 저작물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

였다. 피고 측은 반드시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하고,

교육의 목적상 일부 교직원 등 특정 대상자에 의해서만 대상 저작물 접근이 가

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교육기관으로 피고가 운

영하는 학교 사이트에 대상 저작물을 게재한 것은 학교의 인터넷 도서관의 내

용을 충실하게 한 것이며, 이는 대상 저작물을 대중들에게 임의로 전파하거나

혹은 영리의 목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현 증거 정황상 일부 특정 대상자가 아

                            
509 梁慧星, 民法解釋學，中國政法大學出版, 1996, 第 28 頁。

510 宿遲主編, 知識產權名案評析, 人民法院出版社, 1996, 第 30 頁。

511 （2008）淮民三初字第 2号民事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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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대상 저작물을 접근할 수가 있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 22 조 제 6 항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조항이 단지

‘번역’ 또는 ‘소량 복제’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 전체를 학교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를 ‘소량복제’로 확대 해석하여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512  

(3) 허평(和平)과 교육부고시센터(教育部考试中心) 사이 저작권침해 사건513

본건의 원고 허평은 만화가로 원고가 창작한 만화는 다수의 잡지에 게재되

었다. 피고는 교육부 산하의 고시센터로 대학입시고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원

고의 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발견한 원고는

고시센터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본건의 쟁점은 고시센터의 출제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정황 중 하나인(구 저작권법 제 22 조 제

6 항)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법원은 고시출제를 책임진 고시센터는 비록 정식적인 국가기관이 아

니고 사업단위(事業單位, Public Institution)에 속하지만 고시센터의 대학입시시험

출제행위는 국가기관의 수권 혹은 위탁을 받은 행위로 볼 수가 있으므로 ‘국가

기관의 공무집행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본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다.   

나. 3 단계 테스트를 적용한 경우

앞에서 저작권법 관련 국제조약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른바 ‘3 단계

테스트’라 함은 베른협약 제 9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① 일정한(certain) 특정한

(special)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②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

                            
512 하지만 본 사건의 2 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대상 저작물 게재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없이 여하한 제 3 자가 대상 저장물에 접근이 가능함을 증명하여 제 2 심 법원은 피고의 상

술한 저작물 사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 사건 2 심 (2009)皖民三

终字第 0014 号 참조.

513 (2007)海民初字第 262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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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③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특히 ②와 ③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에

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단계 테스트는 중국의 국내법으로 입법되었다고 할 수

가 있다.514 환언하면 3 단계 테스트를 적용하였다는 의미는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를 근거로 판결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일정한 특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

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라고 되고 있는바, 법원에서 공정이

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부합될 수가 있으므로 3 단계 테스트는 사

실상 ②와 ③ 요건을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②와 ③

요건은 기존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1조의 규정이고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는 저작권법의 12 가지 정황에 한정하는 판단 기준인바, 저작권법 실시조례

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대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국의

제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515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개정 저

작권법에서는 ②와 ③ 요건을 저작권법 공정이용 규정에 추가하면서 이러한 비

판을 불식시켰다. 아래에서는 기존 중국 법원에서 3 단계 테스트를 공정이용 여

부의 판단기준으로 한 판결들을 살펴 보겠다. 

(1) 왕씬과 북경공향정보기술유한회사, Google Inc. 사이 정보테트워크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분쟁 사건516

본건의 원고 왕씬(본건 이하 ‘원고’)은 문집 “염산 정인(鹽酸情人)”(본건 이하

‘대상 저작물’)의 작가이자 저작권자로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북경곡향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북경곡향’로)는 본 사건 다른 피고

Google Inc(이하 ‘구글사’)의 중국 사이트(http://www.google.cn)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사의 중국 내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구글의 중국 사이트

(http://www.google.cn)의 ‘도서 검색’에서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부분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도서 검색’에서 검색된 도서는 오직 google.cn 사이트에 머물고 있으며 기

타 사이트를 지시하거나 이동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북경곡향이 자신

                            
514 王遷, “著作权法”, 電子工業出版社, 2015 年, 第 322 页。王遷 교수는 12 가지 중국 저작권법상

12 가지 정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경우에 관하여 ‘3 단계 테스트’를 근거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15 崔國斌, 著作權法：原理與案例，北京大學出版社, 2014, 第 580 頁。

516 （2011）一中民初字第 1321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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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상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송

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517 이에 대하여 북경곡향은 자신의 행위는 전

송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형식의 검색, 링크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상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자들에게 공개가 되며,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도서 검색 서비스는

기타 사이트를 지시하거나 이동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1 심 법원은 본 사건의 쟁점518인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북경곡향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증거가 없으므로 북경곡항의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행위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행한 것

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정보너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이용의 기준은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된 저작물이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고 또한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입

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며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

고 해석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법원은 북경곡향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부분적

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이용이 아

니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시장 가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없으며, 대상

저작물에 대한 판매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

위는 도서 정보 검색 서비스의 기능과 목적으로 원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으로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북경곡향의

이용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므로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

시하였다. 

(2) 탄소인(覃紹殷)과 북경룽보경매유한회사(北京榮寶拍賣有限公司)519

본건의 원고 탄소인은(본건 이하 ‘원고’) 자신의 미술저작물이 피고 북

경풍보경매유한회사(본건 이하 ‘피고’)가 주최하는 경매에서 고객을 대상으

                            
517 또한 본 사건 다른 피고인 구글사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상 저작물을 스캔하여

데이터화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복제권과 보호저작물완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복제권 침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고자 생략한다. 

518 본건의 쟁점은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여부 외에도 관할권, 준거법, 공동 침해 등 관련 쟁점

이 있다. 

519 (2003)一中民初字第 12064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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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사기를 통하여 자신의 미술저작

물을 공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저작권(배포권, 복제권, 상영권) 침해를

근거로 법원에 제소하였다.520

이에 법원은 중국의 경매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경매 대상을 전시하고 관

련된 경매 조건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바 피고가 특정한 고객을 상대로 경매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영사기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경매법에 근거한 행위이며,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상 저작물의 정상적

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불합리하게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

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 공정이용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3) 충문휘(丛文辉)와 SOGOU 유한회사와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분쟁 사건521

원고 충문휘(丛文辉)는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수치스럽다”의 체

육평론의(이하 ‘대상 평론’) 저자이며 이를 사이트에 올렸고, 해당 사이트에서 이

를 삭제한지 5 개월이 지난 후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www.sogou.com 검색 사이트에서의 웹 캐시 기능으로 대상 평론에 대한 검색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SOGOU 사를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심에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은 인터넷 검색 사업으로 단순 검색 링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송 전에 대상 평론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본 소송 제기 시에 피고는 이미 해당 링크를 삭제하였으므로

주관적인 착오가 없는바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항변하였다.

1 심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웹 캐시 기능은 일종의 인터넷 기술상 정상적인 저

장이 되는 캐시에 해당하지만 이는 「정보네트워크보호조례」 제 21 조522에서 규

                            
520 부연하면 본건의 경우 제 3 자가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피고에게 경매를 의뢰한 것으로 원

고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직접 경매에 의뢰한 것이 아니다. 

521 제 1 심 （2013）海民初字第 11368号 참조, 제 2 심 （2013）一中民终字第 12533号 참조

522 제 21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체가 획득한 작품, 실연, 음반영상물을 자동 저장되여, 기술적인 이유로 서비스대상에게 자동적으

로 제공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자동 저장된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제공한 원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대상의 해당 저

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에 대한 획득상황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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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면책규정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SOGOU 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2 심 법원은 웹 캐시는 상술한 제 2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스템 캐시’가

아니고 또한 검색 및 링크 제공 행위도 아니며 이는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2 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전송행위임을 명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여 실질적인 손해를 주지 않았고, 만약 이를 침해행위라고 보는 경

우 공중의 이익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는 공정이용에 대

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공정이용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4) 장하이샤(張海峽)와 위쪈룽(于建嶸) 사이 저작권 침해 사건523

본건의 원고 장하이샤는(본건 이하 ‘원고’)는 중국의 사법고시학원에서 사법

고시에 관련하여 상법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원고는 사법고시 강의 과정 중에

서 여담(餘談)으로 ‘중국 여학생들이 프랑스 유학생활 과정에서 방탕한 사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을 얘기하였다. 위쩐룽(본건 이하 ‘피고’)은 해당 발언이 포함된

원고의 강의 녹음 파일을 자신의 중국 SNS 프로그램인 WEIBO 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발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평론하였다. 이를 발견한 원고는 피고의

SNS 에 자신의 사법고시 강의를 허락 없이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네트원크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524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이다. 법원은 우선 “저작

권법상 공정이용제도는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 이익의 보호와 지식 및 정보

의 광범위한 전파를 촉진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의 배타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작권제도의 중요한 제도”라고 언급하였

다. 특히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 제 22 조는 공정이용의 12 가지 정황을 규정하였

고, 저작권법 실시조례에서 해당 12 가지 공정이용 구성의 조건을 추가로 규정

하였으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12 가지 정황은 현실에서 나타

                            

(3) 원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영상물을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기술상의 이유로 수정, 삭제 또는 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523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2012)高民终字第 3452号 참조.

524 정보네트원크전송권 침해 이외에도 원고는 공표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법고시 강의

과정에 있어서 수강생의 수강인수는 확정되지 않음 점, 수강생들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없이 단

기간 수강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법고시 강의에서 수강생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불특정공

중에게 공개라고 보고 공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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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실시조례의 규정과 저작권법

의 일반이론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또한

“공정이용을 구성하려면 해당 쟁점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

고는 자신의 SNS 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평론을 하기 위함이고 이

는 SNS 사교방식의 관례이다. 또한 본건의 게재 목적은 사법고시 강의에 대한

내용을 평론한 것이 아니며 원고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불합

리하게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 공정이용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5) 광동오페이에니메이션문화주식유한회사(廣東奧菲文化股份有限公司)과 상해

이삼사오인터넷과기주식유한회사(上海三四五網絡科技有限公司) 사이 저작권 침

해 사건

본건의 원고 광동오페이에니메이션문화주식유한회사(본건 이하 ‘원고’)는 에

니메이션 영상저작물 ‘갑옷용사(鎧甲勇士)’와 캐릭터 ‘염용협(炎龍俠)’와 ‘풍응협

(風鷹俠)’의 저작권자이며 피고 상해이삼사오인터넷과기주식회사는 포털사이트

www.2345.com 를(이하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상 사이트에 온라인 웹게임인 “갑옷용사-염용협의 강시 사살 2”

와 “염용협”, “풍응협”등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는 웹게임 “갑옷용사와 전영용 격

투 등장”을 공중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두 게임에 대하여 소개하고, 

추천을 하였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상 사이트에 원고의 저작물을 썸

네일로 하여 게임 아이콘으로 형성하여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 생성되는

사이트에서 해당 게임의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

하여 판단하면 피고의 상술한 행위는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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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롱사

<그림 3> 대상 썸네일

1 심 법원은 피고가 해당 캐릭터로 게임 아이콘을 만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행위이며 또한 고객들이 지정된 시간과 지점에

해당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 미술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

송권에 대한 행위 범주로 볼 수가 있으나, 피고의 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정상적

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여

손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국에서 미술저작물이라 함은 회화, 서예, 조각 등

그림의 윤곽, 색채 혹은 기타 방식의 구성과 관련된 심미적 의미이며, 원고가

주장한 대상 캐릭터의 “염용협”, “풍응협” 등 캐릭터의 윤곽, 색채 등 구조와 관

련된 예술적 미감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대상 사이

트에서 해당 아이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캐릭터의 얼굴모형만 사용되었고, 

또한 사이즈가 비교적 작아 해당 캐릭터의 디테일한 윤곽의 식별이 불가하다. 

즉 원고의 저작물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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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고의 이러한 아이콘의 사용은 기타 문자와 함께 사용하여 유저들로 하여

금 직관으로 식별하기 위함이며 이는 원고 미술저작물의 사용가치와 의미에 충

돌하지 않으며 원고 미술저작물의 시장적 이익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해당 사진을 썸네일 모형으로 웹게임 아이콘으로 하는 행위는 피고의 정상

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아니 함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공정이용 4 요소를 적용한 경우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공정이용 4 요소’라 함은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에

서 규정한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성격, ③이용된 저작물이 전체에

서 차지하는 양, ④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4

요소’제도를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

심판의 기능적 작용을 충분하게 나타내어 사회주의문화 대발전, 대번영 및 경제

촉진의 자주적 조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제 8 조는 “저작물에 이용행위의 성질

과 목적,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수량과 질량, 이용된 저작물이

잠재적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공정이용을 인정하여

야 한다.” 525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4 요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법원의 경우 일부 특정한 영역에서 사

실상 ‘공정이용 4 요소’를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본 의견이 발표 되기 전에도 중국의 일부 법원에서는 ‘공정이용

4 요소’를 근거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있다는 점이다.526

한편 중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4 요소’ 중 첫 번째 이용의 목적으

로만 판단하여 가령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행위의 목적이 영리적 목적일 경우에

는 기타 요소를 판단하지 않고 공정이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며,527 또한 이용

의 목적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등 두 가지 요소를 판단하여 공정이용을 부정

                            
525 最高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和促进经济自

主协调发展若干问题的意见》第 8 条关于“考虑作品使用行为的性质和目的、被使用作品的性质、被使用

部分的数量和质量、使用对作品潜在市场或价值的影响等因素”正确认定合理使用行为。

526 가령 （2008）皖民三终字第 0052 号民事判决书와 같은 경우 들이다. 

527 이러한 사례로는 (2005) 通中民三初字第 0079 号, (2011) 琼民三终字第 59 号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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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있다.528 이러한 판결은 기타 요소들을 굳이 판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 법원에서 공정이용 4 요소를 기준

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모든 요소들이 모두 공정이용에 적극적

으로 영향을 주거나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를 ‘요소’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처럼 일부 법원에서

하나의 요소 혹은 두 개의 요소만 확인하는 것은 하나의 요건에만 부합하지 않

아도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이용 4 요

소들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입법상 명확한 개정이 필

요해 보인다.  

(1) 안휘린수이주류유한회사(安徽临水酒业有限公司)와 탠슈화(田秀華) 사이 저

작권 침해 사건529

본건 원고인 안휘린수이주류유한회사는 술을 생산하는 주류생산회사이고

본건의 피고 탠슈화는 개인사업자로 자체로 술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술의 표지에 자신이 생산한 술의 표지와 유사한 어문저작물(광고

문구)과 미술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제

소하였다.

본건에서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와

그 전파자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조율하는 제도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요소로

는 첫째, 해당 이용의 목적과 성질, 둘째,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셋째, 이용된

수량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성 부분 및 넷째, 이용된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에 영향 여부라고 하였다. 특히 본건의 경우, 피고의 이용행위가 영리성 행위인

점, 이용된 미술저작물에 관해 그 색채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이

용하였다는 점, 원고의 핵심적인 홍보문구를 그대로 표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부정하였다.

(2) 북경시런아이교육연구소(北京市仁愛教育研究所)와 창신노아주전자유한회사

(創新諾亞舟電子有限公司}) 저작권 침해 사건530

본건의 원고 부경시런아이교육연구소(보건 이하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중

학교 영어 수업 교재를 자신의 허락 없이 인용한 다른 영어 수업 교재의 저작자인

                            
528 이러한 사례로는（2009）一中民初字第 4476 号 등이다.

529 (2008)皖民三终字第 0052 号民事判决。

530 (2008)皖民三终字第005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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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피고 창신노아주전자유한회사 (본건 이하 ‘피고’)를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 비용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

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참고하여야 하는바,

첫째, 이용의 목적,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당한 목적으로 비

상업적이거나 혹은 비영리적인 교육의 목적을 위해여야 한다. 본건의 경우 피고는

상업적인 조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 이용된 저

작물의 성질. 일반적인 경우 창작성이 높은 허구적인 창작물은 사실적인 저작물보

다 공정이용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본건의 대상저작물의 성질은 허구적인 창

작물로 볼 수가 있다. 셋째, 이용된 저작물의 정도. 일반적으로 인용된 정도가 높

을수록 공정이용이 제한되는데 본건의 경우 약 90%정도의 단어가 유사하고 약 50%

의 예시 문구가 유사하므로 그 수량으로 보나 그 본질적인 이용에 있어서 인용된

정도가 높다고 불 수가 있다. 넷째,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영향. 이는 공정이용에

있어서 시장의 요소로부터 판단한 것으로 만약 이용된 저작물이 원 저작물과 경쟁

관계가 있을 경우 이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건의 경우 원 저작물은 수업 교재이

고, 침해 저작물의 경우는 교재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로 교재의 시장가치와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류백규(劉伯奎)와 서위위(徐衛衛) 저작권 침해 소송531

본건의 원고 류백규는 자신이 작성한 대학교 영어 수업 교재를 자신의 허

락 없이 인용한 다른 영어 수업 교재의 작가인 본건 피고 서위위를 저작권 침

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째, 이용된 저작물의 목적

과 성격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 원 저작물 이용의 목적은 대학교 교

재용으로 교육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용된 저작물의 정도에 관해

서는 ‘이용된 저작물의 수량’과 ‘실질적으로 이용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총 150 자로 전체 저작물 중 0.0436%

로 그 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이용된 부분은 원 저작물의 주요 부분이 아니므

로 실질적 이용이 아니다. 셋째, 원저작물에 대한 영향을 보면 해당 도서에 인

용된 자료의 출처와 작자의 성명을 표기하였으므로 이는 독자들에게 관련된 자

                            
531 (2009)浙知终字第 112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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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참고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인용된 저작물의 명예에 대

한 영향은 미미하여 이는 정상적인 인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북경전경시각인터넷과기주식유한회사(北京全景視覺網絡科技股份有限公司)

와 청해일보사(青海日報社) 사이 저작권 침해 사건532

본건 원고인 북경전경시각인터넷과기주식유한회사는(이하 ‘원고’)는 본건 쟁

점 대상물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본건에서 피고인 청해일보사(青海日報

社)는 중국공산당의 청해성(青海省) 소속 일간지이며,533 피고가 운영하는 SNS 채

널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을(이하 ‘대상 사진’) 표제가 “청해성 시민들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보조금과 수당금에 대해서는 개인속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확인

바랍니다(青海人注意了，这些补贴、津贴不用缴个税！ 速速对照查看)”인 청해성

세금 정책 뉴스(이하 ‘대상 뉴스’)와 함께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저

작권침해로 제소하였다.

<그림 4> 대상 사진저작물

                            
532 (2019)青民终 71号。

533 혹자는 본 사건의 주체가 ‘특별’하여 공정이용으로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데 또 다른 중국공산당 소속 일간지인 호주일보사(湖州日報社)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건인 타인

의 사진저작물을 허락 업이 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바가 있다. 이

와 관련된 사건은 （2010）浙湖知初字第 96 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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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법원(청해시 서녕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법률

정책의 홍보목적으로 대상 사진을 함께 게시한 행위는 어떠한 상업적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용된 사진이 편집이 없이 완전히 표현되고 해당 저작물

과 전체적으로 미적 감각을 유지하여 어떠한 수정이 없었다는 점, 이용된 수량

이 적당하여 원고의 기타 저작권을 침해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대상 저작물

의 신문 게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의

이용행위는 공정이용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2 심법원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12 가지 공정이용 구체적 사항에 대

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상업 혹은 영리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이용

은 적당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편집이 없이 완전히 표현

되고 미적 감각을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

을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

은 공통적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본건의 경우는 공정이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이용 목적,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 ③사용된 저작물의 수

량, ④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시장의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⑤기타 저작권

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우선 ①이용 목적의 경우 2 심법원은 “피고는 청해성 공산당위원회의 기관

지(機關紙)로 당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홍보하고 해석하고 보급하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 본 사건의 대상뉴스도 법률, 법규,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시사뉴스로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 뉴스도 공익 목적의 홍보성 기사로 (구)

저작권법상 제 22 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

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라고 하였다.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에 관하여서 2 심 법원은 “대상 사진은 일상적인 생활

사진으로 시사성 뉴스에 관한 사진이 아니므로 ‘필수적인 재현 혹은 인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사진의 내용은 3 명의 가족사진으로 분위기가 훈훈하

고 화면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홍보 효

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사진에 대한 미예(美譽)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

다. 동시에 대상 뉴스는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고 해독하는 것으로 이는 (구)저작

권법상 제 22 조 제 2 항인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

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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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③이용된 저작물의 수량에 대해서 2 심법원은 “대상 뉴스는 총 11 개의 사

진저작물이 인용되었는데, 대상 사진은 그 중 하나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

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수정이나 삭제를 하지 않은 완전한 것으로 이는 (구)저

작권법상 제 2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적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④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의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2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첫째, 원고의 판매행위

가 대상 사진의 시장 가치에서 치지하는 영향을 참고하여야 하는바, 본건의 경

우 원고가 사이트 해당 사진을 게재하고 가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떤 기술

적 수단으로 다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통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영업 모델은 시장의 거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일보사가 타

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관련된 보수지불제도와 산업관행을 참고하여야 하

는바, 이에 관한 업무제도와 산업관행은 먼저 일보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

고, 저작권자가 일보사와 연락하여 보수를 취득하는 ‘선 사용, 후 지불’ 방식이므

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대상 사

진의 잠재적인 시장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대상 사진의 정상적인 인터넷 전송경로를 참고하여야 하는바 현 상황에서 인터

넷 검색으로 쉽게 대상 사진을 검색하고 임의로 다운할 수가 있으므로 해당 저

작물의 정상적인 전송조건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기타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

혔다.

⑤기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등 표식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등을 비롯한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이상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

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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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카이핑(章凱平)과 광저우왕이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廣州網易計算機系統

有限公司) 사이 저작권 침해 사건534

본건의 원고 장카이핑(이하 ‘원고’)은 본건의 피고 광저우왕이컴퓨터시스템

유한회사(이하 ‘피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몽환서유(夢幻西遊)(이

하 ‘대상 게임’)의 유저이며 또한 대상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그 과정을 개인방

송을 통하여 게임방송을 하는 게임 BJ(Broadcasting Jockey)이다.535 피고는 원고

가 대상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타사의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방송을

하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대상 게임 플레이에 관한 “유저와의 계약536” 제 6.2 조

537의 “권리와 의무” 중의 제 6.2.2 조(이하 ‘대상 약관’)538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

여 원고의 ID 를 차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상게임을 타사의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방송 하는 것은 대상게임에 대한 공정이용으로 이러한 합법적인 권

리를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국 계약법 제

40 조539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인바 타사의 플랫폼을 통하여 대상 게임을

플레이하는 개인방송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1 심 법원은 본건의 쟁점 중에서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대상 약관이 유저의

공정이용과 관련 된 권리도 제한하였는지를 검토했다.540 1 심 법원은 “저작권법

에서 규정한 공정이용이라 함은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언급하면서, “원고는 대상 게임의 유저로 대상 약관에 의하

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상 약관 혹은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

로 대상 게임에 대한 관련된 저작권을 허락을 받지 아니 하였다. 다만 대상 약

관에 의하면 본 제품의 전부 혹은 부분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시 및 방영하는

                            
534 본건과 관련하여 1 심은 （2015）粤知法商民初字第 11号, 2 심은 (2018)粤民终 712号 참조.

535 위의 사건과는 달리 본 사건은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공정이용 여부를 다툰 사건이 아니라 게

임 유저와 게임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다툰 사건이다. 즉 게임 유저가 해당 대상

게임을 플레이 하는 화면에 대하여 개인 방송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를 차단한다는 대상 계약 조

항이 강행성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536 부연하면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해당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ID

신청하고 온라인 게임사(운영사)와 인터넷상 표준계약을 작성해야만 그 플레이가 가능하다.

537 제 6.2 조 왕의회사(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영리 혹은 비영리를 막론하고)

를 할 수가 없다.

538 제 6.2.2 조 본 상품(대상게임)의 전부 혹은 부분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시 및 방영하는 경우.

539 표준계약이 본법 제 52 조와 제 53 조의 정황에 부합되거나 혹은 해당 조항이 일방의 책임을 면

책하거나, 일방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무효이다.

540 본건의 경우 공정이용과 관련된 쟁점 외에도 민사소송상 절차적인 문제, 반독점법 관련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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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용방식은 (구)저작권법상

제22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정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상 약관에 의

해 공정이용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심 법원의 경우 대상 약관의 조항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선, 대상 게

임에 대한 개인방송의 경우는 피고의 저작권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원

고의 대상 게임에 대한 게임방송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첫째, 대상 게임에 대한 개인방송의 경우 피고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응 개인방송 행위에 대하여 전시권, 방영권, 실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과 같이 중국 저작권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

기 어렵지만, 중국 저작권법상 재산권에 대해서는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권리도 저작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게임개인방송이 저작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응당 저작권법의 규정

과 전반적인 법률 체재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선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창작과 전송을 격려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권리 중에서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의 속성에 부합된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전송권은 유선 혹은 무선의 방식으로 공중에 저

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중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지점에 해당 저작물을

획득하는 권리이므로 게임방송은 bj 가 선택한 시간과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중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기존 전송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으므로 기타 권리에 부합된다. 개인방송은 신속하게 발전하는 산업으로 저작권

법 입법 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산업으로 저작권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게임방송은 피고의 저작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비록 원고의 게임방송행위의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구)저작

권법상 제 22 조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규정된 공정이용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기술창신과 상업발전 등 특수한 정황의 경우에는 ①저작물 이

용행위의 성질 및 목적,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 ③이용된 수량 및 비중, ④이용

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이

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우선 ①저작물 사용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 관하여 개인방송 과정에서 게임

의 전체화면이 사용되는데 그 목적은 다양한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BJ 들

의 플레이 능력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게임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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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이용하면서 상업적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다.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에 관하여, 대상 게임은 피고가 거액의 투자를 통하여

창출한 문화오락상품으로 게임의 전체화면은 상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의 저작물은 상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창작된 상품에

관하여 투자된 자본금이 클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상업적인 기대이익이 더 크

고 저작권법의 보호 강도 또한 더욱 높으므로 해당 저작의 이용에 관한 공정이

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많은 투자를 통하여 창작된 저작물로 창

작성에 있어서 비교적 높으므로 그 보호도 상응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③이용된 수량 및 비중에 있어서, 게임방송의 특징상 게임의 전체화면을

‘완전히 체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게임방송의 시간이 증가될수록 더 많

은 게임 콘텐츠가 더 많이 체현되므로 게임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에 관하

여 2 심법원은 우선 “저작권법의 가치는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해당 저작물을 통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하게 하여 저작물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것을 격려하

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혹은 단기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도 저작권자의

전속적인 범위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원고의 경우 방송기술 자체가 충분히 발전

된 시기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잠시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이

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며, 원고가 게임 사용자에 대한 「최종

사용자와의 허락계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게임방송시장을 잠재적인 시

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이용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장과 잠재적인 시장

외에 놓여 있는, 즉 저작권자로서 해당 시장영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형

성할 수가 없어야 하지만, 게임방송시장의 경우는 현재에도 대량의 경제적인 가

치가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영역이므로

원고의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

고 밝혔다.

(6) 광저우왕이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廣州網易計算機系統有限公司)와 광저우화

도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廣州華多網絡科技有限公司)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 사건541

본건의 원고인 왕이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본건 이하 ‘원고’ 혹은 ‘넷이즈’)는

온라인 게임 몽환서유(梦幻西游)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541 (2018)粤民终 137号。



180

포털 사이트와 게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피고 화도인터넷과학기술유

한회사(본건 이하 ‘피고’ 혹은 ‘화도’)가 실시간 방송플랫폼, SNS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으로 실시간 방송 스트리머를 모집하여 "몽환서유(夢幻西遊)(이하 ‘대

상 게임’)”의 게임 내용을 실시간 방송 진행하자 원고는 게임 저작권에 대한 침

해를 이유로 광주지식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의 여러 쟁점 중에

서 크게 다투어진 것은 인터넷상 개인방송행위 중에 대상 게임을 실시간 방송

하는 것에 관하여 개인방송플랫폼이 대상 게임에 관련한 개인 BJ 들을 모집하고,

개인방송플랫폼에 대상 게임 채널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대상 게임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건 1 심 법원인 광주지식산권법원은 “피고의 개인방송플랫폼의 구조 설계

에 있어서 대상 게임 플레이 화면에 대한 (구)저작권법상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영상저작물(이하 ‘영상저작물’)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가 개인방송플랫폼에 대상 게

임에 관한 채널을 설치하고 BJ 들을 모집하고 조직하여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중국 저작권법상 제 10 조 제 17 항에서 규정한 원고의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또한 (구)저작권법 제 22 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온라

인게임 실시간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사유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은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심 법원인 광동성고등인민법원은 비록 피고의 행위는 (구)저작권법상 제

2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제한에 부합되고 있지 않지만 관련된 사법정책

과 지침을 근거하여, 기술발전과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현황과 결부하여 구체적

으로 피고의 방송행위가 공정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서 ①해당 저작물 이용행위의 성질 및 목적,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 및 ③이용된

수량 및 질량(중요도), ④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를 참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

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술의 배경, 사회

발전정도, 및 저작권자와 저작물 전파자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심법원은 ①해당 저작물

이용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 관하여 개인방송 과정에서 게임의 전체화면이 사용

되는데 그 목적은 다양한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BJ 들의 플레이 능력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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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게임의 화면을 이용하면서

상업적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다. 즉 피고는 대상 게임의 BJ 들을 조직하고 관리

하면서, BJ 들의 창출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게임방송을 통하여 상업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모든 상업적인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

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되려면 보다 충분한 항변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해당 저작물의 성질에 관하여, 대상 게임은 원고가 거액의 투자를 통하여

창출한 문화오락상품으로 게임의 전체 화면은 상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

반적인 경우 창작된 상품에 관하여 투자된 자본금이 클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상업적인 기대이익이 더 크고 저작권법의 보호 강도 또한 더욱 높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공정이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많은 투자

를 통하여 창작된 저작물로 창작성에 있어서 비교적 높으므로 그 보호도 상응

하게 강화되어야 하므로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③이용된 수량 및 질량(중요도)에 있어서, 게임방송의 특징상 게임의 전체화

면을 ‘완전히 체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게임방송의 시간이 증가될수록

더 많은 게임콘텐츠가 더 많이 체현된다. 또한 게임방송의 유저인 BJ 들의 플레

이 스타일, 설명 및 소개 등 요소들은 게임화면 자체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게임 자체의 특징에 의하여 게임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에 대해서는 BJ

의 요소는 차등적 선택이다. 즉 게임의 전체 화면은 게임의 핵심으로 이러한 게

임화면이 없으면 게임방송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게임방송 화면

을 보아도 게임의 전체화면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화면은 채팅 등 부

수적인 화면으로 게임방송에서 대상 게임에 대한 사용 비율은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에 관하

여 2 심법원은 우선 “저작권법의 가치는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해당 저작물을 통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하게 하여 저작물을 창조하고 전파하는 것을 격려하

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혹은 단기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도 저작권자의

전속적인 범위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원고의 경우 방송기술 자체가 충분히 발전

된 시기가 아니고, 저작권자가 잠시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이

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며, 원고가 게임 유저 사이 체결한 관련

계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게임방송시장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이용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장과 잠재적인 시장 외에 놓여 있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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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로서 해당 시장영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형성할 수가 없어야 하

지만, 게임방송시장의 경우는 현재에도 대량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자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영역이므로 피고의 이용행위는 저작권자

의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즉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의 성격과 목적, 해당 저작물의 성격, 해당 이용

부분의 수량 및 질량,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잠재적 시장 또는 그의 가치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는 영리 목적

을 위한 것이며, 게임화면을 사용한 비율이 합리적 한계를 초과하고, 본 사건 게

임의 화면을 통한 원고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본 사건

게임의 잠재적인 시장수입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므로, 게임에 대한 실시간 방

송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라. 변형적 이용을 근거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

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원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갖도록 변형하여 원 저

작물과 다른 목적 또는 성격의 후속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에 이렇게 변형하여

이용된 행위를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하며 이러한 변형적 이용

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1990년에 Pierre Leval 

법관이 발표한 학술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542 1994년 Campbel 사건543에

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채용함에 따라 널리 보편화되어 현재 미국 법원

에서 공정이용 인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변형적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

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이 변형적 이용에 의한 창작에 의

하여 더욱 도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544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한 이용행

위가 공정이용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

할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희생하고 이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강력하고 설득력

                            
542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Harv. L. Rev. 1105 (1990).

543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544 Richard Dannay, “Factorless Fair Use? Was Melville Nimmer Right?”, 60 J. Copyright Soc’y 

U.S.A.127 (2013),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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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545

특히 공정이용을 판단한 사건에 있어서 미국의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진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 사건에서 영리성/비영리성 판

단이 이용의 목적을 판단하였던 과거의 판결에서 벗어나, Campbel 사건에서 부

터는 공정이용을 판단하였던 첫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전환성/비전

환성 판단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학자 Netanel 교수

는 ‘변형적 이용’ 기준은 단순 공정이용 첫 번째 판단 요소에서 벗어나 전체 공

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였다. Netanel 교

수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법원에서 발생한 모든 공정이용 판결을 분석

하여 기존의 ‘시장중심(market-centered)’ 이론과 ‘변형적 이용’ 이론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존 2005년 전에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

한 판결은 Gordon 교수의 영향으로 ‘시장중심’ 이론에 가까운 반면, 546 2005년

이후부터는 ‘변형’ 여부가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547 이러한 영향에 대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Netanel 교

수는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객관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표11> Netanel 교수가 발표한 변형적 이용이 재판에 대한 영향

1995-2000 2001-2005 2006-2010

법원이 변형적 이

용 여부를 심사한

경우

(Considers transf

ormativeness)

70.45% 77.27% 95.83%

법원이 피고의 행

위가 변형적 이용

으로 인정한 경우

(Finds that use i

22.72% 31.81% 50.00%

                            
545 Richard Dannay, “Factorless Fair Use? Was Melville Nimmer Right?”, 60 J. Copyright Soc’y 

U.S.A.127 (2013), p. 144.

546 Gordon 교수의 경제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Columbia Law R

eview, Vol. 82, No. 1600, 1982, 熊琦, “论著作权合理使用制度的适用范围”，法学家，2011 年第 1 

期 참조.

547 Neil Weinstock Netanel, “Making Sense of Fair Use”, 15 Lewis & Clark L. Rev, 2011. 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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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ransformative)

법원이 피고의 행

위의 변형적 문제

를 심사 시 피고의

승소율

(Defendant wins w

hen court conside

rs transformative

ness)

32.14% 47.06% 60.87%

법원이 피고의 행

위가 변형적 이용

으로 인정시 피고

의 승소율

(Defendant wins w

hen court finds t

hat use is transf

ormative)

88.89% 100% 100%

피고의 전체 승소

율

(Overall Defendan

t Wins)

22.73% 40.91% 58.33%

이러한 미국 판례는 중국에서도 영향을 주었는바 일부 중국 법원 판결에서

도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바가 있는데 아래에 해당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 v. 저장신잉녠다이문화전파유한회사, 상하이극장관

리유한회사

본 사건은 상하이미술영화제작소(上海美术电影制片厂, 본 사건 이하 ‘원고’)

이며, 저장신잉녠다이문화전파유한회사(浙江新影年代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신

잉’)와 화이브러더스 상하이극장관리유한회사(华谊兄弟上海影院管理有限公司, 이

하 ‘화이’, 신잉과 화이를 ‘피고들’)이다. 원고는 중국에서 지난 80 년대에 선풍적

인 인기를 누렸던 애니메이션 ‘후루와(조롱박 아이, 葫芦娃)와 ‘검은 고양이 경장

(黑猫警长)’의 저작권자로 피고 신잉이 제작하고 화이가 이용한 영화 <80 년대

생의 독립선언> (80 后的独立宣言) 포스터에 자신의 미술저작물인 ‘후루와’와 ‘검

은 고양이 경장’의 캐릭터를 해당 영화의 홍보용 포스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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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해당 영화는 피고 신잉이 투자 및 제작한 것으로, 지난 2014 년 2 월 21 일

정식으로 상영되었다. 신잉은 영화상영 목적으로 해당 포스트를 제작하여 또 다

른 피고 화이에 제공하였고, 화이는 이 포스트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SNS 앱인 WEIBO 에 게재하였다. 해당 포스트의 주요 내용은 그림 1 과 같다. 포

스트 상단은 각 남녀 주인공의 이미지와 성명, 그리고 배경에는 다양한 미술이

미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후루와”와 “검은 고양이 경장”(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표기된 것, 좌측 캐릭터는 ‘후루와’이고 우측 캐릭터는 ‘검은 고양이 경

장’)

<그림 5>대상 사진저자물

등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들어 있다. 이에 원고는 “후루와”와 “검은 고양이

경장” 등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신잉과 화이가 자신의 이용 허락 없이 영

화포스트에 상술한 미술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548 이에 본건 쟁점 캐릭터는 이른바 ‘80 년대 생들’의 시

대적 표식을 나타내므로 공익성이 있으며 해당 포스터에 이용된 캐릭터들은 포

스터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시선에 잘 띄지 않은 위치에 있으며

그 크기도 전체 포스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

다고 피고들은 항변하였다. 

1 심법원은 본 사건의 인용행위가 공정이용에 부합하려면 인용된 저작물의

공개여부, 인용의 목적, 인용된 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 저

                            
548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복제권, 발행권, 정보네크워크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뿐

만 아니라 수정권, 성명표시권 등 권리의 침해도 다루었지만 본 논문의 취지상 저작재산권에 대

한 부분만 다루겠다. 참고로 본 사건의 경우 수정권 침해는 아니고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으로 판결하였다. 



186

작물의 정상적인 이용 혹은 시장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종

합적인 판단을 검토를 거쳐 신잉이 제작한 영화포스트에서 ‘후루와’와 ‘검은 고

양이 경장’ 미술저작물을 인용한 것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고,549 원고는 피고의 인용행위가 ‘어

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 아니라는 점, 해당 캐릭터의 지명도가 두

주연급 배우보다 높아서 포스터상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는 점, 피고의 이용이 시장 가치에 영향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해지식재산

권법원에 상소하였다.  

2 심 법원은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라 함은 단순히 원 저작

물의 예술적 미감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용된 새로운 저작물에

서 예술적 가치와 기능이 변형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

용은 필수적인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이용

이 만약 원 저작물에 표현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 미학, 인식과 이해가 추가되

었다면 이는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변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공

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사건의 경우 80 년대 생들이 공동

으로 경험한 “후루와” 및 “검은 고양이 경장”이라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

렸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당시 세대의 연령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변형적 이

용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라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에 부합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 사건의 이용 행위는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2) 천훙잉(陳紅英)과 북경치후과기유한회사(北京奇虎科技有限公司) 사이 저

작권침해 사건550

원고 천훙인(본 사건 이하 ‘원고’)은 사진작가인데 자신이 촬영한 사진저작

물에 대하여 지정된 사이트인 chinapic.people.com.cn (이하 ‘지정 사이트’)에 게

시하였다. 원고는 본 사건 피고 북경치후과기유한회사(본 사건 이하 ‘피고’)가 운

영하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하는 경우 자신의 썸네일 형식으로 된 사진저작

물이 검색이 가능하며, 일부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광고를 연결하여 이를

클릭하는 경우 원고가 업로드한 지정 사이트가 아닌 제 3 자의 사이트(전자상거

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는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사진에 대

                            
549 제 1 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4)普民三(知)初字第 258 号.

550 (2020)沪 73 民终 30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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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진저작물을 썸네일 형식으로

제공하여 인터넷 유저가 해당 썸네일을 클릭하는 경우 해당 사진 저작물이 게

시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인터넷상 허용되는 행위

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썸네일은 해당 사진저

작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적으로 변형이 발생한 것으

로 보아 이러한 썸네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의 썸네일에 대하여 광고를 연결

하여 해당 썸네일을 클릭하는 경우 광고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러한 광

고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방문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능이 아니며, 최종 유저는 이러한 썸네일을 통하여 원고가 게시한 사이트 방

문이 불가하고, 단지 특정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기

존의 기능에서의 변형적 사용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제 6 장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앞에서 중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규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12가지 한정적인 경우로 열거 형식으

로 규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저작권법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도만으로 보수적으로 입법하게 된 내

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기술 등과 같은 과학의 급속한 발

전으로 소위 “법이 기술을 뒤쫓는 형국”이 만들어져 사회 구성원의 법 감정과

뒤처진 법 제도 사이에서 발생한 모순 등 복합적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저작물의 이용행위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신속하게 생

성되고 또한 사라지는데 특히 일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방식은 새로운 산업

을 형성하여 막대한 재부와 국민들의 새로운 생활패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문학∙예술과의 관계의 특성상, 기존의 저작물 등을 이용한 새

로운 표현 기법과 장르의 출현으로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는 규율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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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은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을 더욱 까

다롭게 한다. 

1. 경직된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현대 사회는 컴퓨터 기술과 통신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

넷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활성화로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

으나 현재 중국은 이런 이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유형별 공정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

어서, 유형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은 비록 그것이 저작권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것이라 해도 형식적으로는 권리침해에 해당

하게 된다. 즉 기존의 중국의 공정이용 제도는 문학과 예술 분야의 새로운 표

현기법과 시대적 변화에 둔감하여 문화 예술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공정이용이 요구되는 이용 형태가 나올 때마다, 중

국의 법원은 기존의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3 단계 테스트’, ‘fair use 4 요

소’, ‘변형적 이용' 등을 근거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법관들도 중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기

존 12 가지 구체적인 사항 외에도 소수 특정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일부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51

이에 공정이용에 대한 유형별 공정이용 제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

으므로 저작권자, 이용자, 혹은 중간 매개자 등 모든 저작권 관련자들이 저작

물 관련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있으므로 만약 포괄적인 공

정이용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지는 경우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형성하

여 문화산업의 발전에 불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럼에도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이 희생되

고, 창작활동을 억제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가 있을 수가 있

다.552  

생각건대 공정이용에 관련한 법원 판결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라도 현재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서 보이는 경직된 제도의 개정은

                            
551 陳錦川, 著作權法審判：原理解讀與實務指導，法律出版社, 2014，第 327 頁。

552 Leval Piere N.,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ard Law Review, vol. 103, 1990, p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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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해 보인다. 즉 저작권 제도의 취지는 창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

고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전파하여 최종적으로 문화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저작권 제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이라는 이원적 제도로

운영된다. 553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는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그

규정은 명확하지만 현실적인 중국의 공정이용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오늘날 저

작권법상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 권리∙의무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에는 부족

한 부분이 있다. 특히 중국의 한정적 열거 방식은 1970 년대 후반기 기존 출판

업계를 중심으로 작성된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현재에서도 거의 그대로 원용하

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딱딱한 규정은 정상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특히 오늘날 Youtube 나 기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이른바 UCC 저작물

인 영상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래 도표 12 에서 보여 주듯이 대부

분 UCC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건의 경우 공정이용이 부정되면서

저작권 침해로 판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동영상이 대부분 원 저작물에 대한

재현적 이용으로 명시적인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동영상 중 패러디나 풍자 혹은 설명 같은 경우도 일

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타 선진국에서 공정이용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554 오늘날 인터넷으로 세계화가 된 상황에서 국내법 현실을 선진국과

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

한 의식은 경각심을 둔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시급한 법 제도

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도표 12> 영상저작물에 관련 공정이용 여부

번

호

사용방식 사건번호 공정이용 비고

1 영상저작물 더

빙

(2019)浙 0192

民初 4522号
부정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소개, 평론 혹은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 아니므로 필요한 한도를 초

                            
553 박준석,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2012 겨울호, 126 면. 

554 예컨대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1994). 그리고 미국 패러디와 관련된

더욱 많은 판례와 간략한 요점정리는 Pamela Samuelson, “Unbundling Fair Uses”, 77 Fordham L. 

Rev. 2537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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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적절한 인용이 아님.

2 소설의 내용으

로 짧은 동영상

제작

(2019)京 73 民

终 2549 号

부정 대상 동영상은 원저작물인 도서의 교육

기능에 대하여 실직적인 변형, 변경 되지

않았고, 이용된 수가 비교적 많으며 필요

성과 적정성을 초과하여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3 패러디, 재현하

여 동영상 제작

(2019)沪 73 民

终 391 号

부정 대상 저작물은 소개, 평론 혹은 설명의

목적이 아니고, 원저작물과의 연계를 형

성하여, 원저작물의 지명도를 빌어 대상

저작물을 홍보한 목적이므로 공정이용으

로 인정되지 않음.

4 영화 소재를 부

분적으로 사용

하여 동영상 제

작

(2019)京 73 民

终 1768 号

부정 대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내용을 인용

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인용의 비율이 적

정성을 초과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영화 소개 예능

프로

(2016)粤 73 民

终 699 号

부정 진행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소개, 평론한

시간이 짧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 원저작

물을 방송하였으므로 적당한 인용이 아

님.

6 드라마를 인용

하여 새로운 동

영상으로 제작

(2018)京 73 民

终 1941 号

부정 침해된 영화의 부분이 상당하여 그 합리

적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비자들은 대상 저작물을 본 후에 원저

작물을 완전하게 시청할 필요가 없어지

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공정이용 여부의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 대한 문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중국

의 사법 실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법상 문제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 내부적인 원인으로 각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

함에 있어서 제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각 법원의 사법 실무는 공정이용에 관한 해석

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바 이를테면 일부 법원은 기존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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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한 사항을 벗어난 이용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일부 법원에서는 기존 12가지 한정적 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공정이용

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각 법원마다 공정이용 인정기준이

상이한바 그 기준은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조약에서 규정된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

서는 아니 되고” 및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가하여도

아니 된다” 등 요건으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 저

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4 요소’를 근거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침해행위에 관하여 해당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일부 해외의 선진국 판례법에서 생성된 논리를 바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예컨대 미국의 판례법에서 생성되고 발전된 논리

인 “변형적 이용” 등을 기준으로 중국의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민법상 ‘신의칙’, ‘권리남용’ 등 원칙들을 원용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국의 각 법원에서 다양한 근거

로 접근하고 판결하는 이유는 입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입법 혹은 판례법을 직접 적용하는 부분은 중국이 성문

법 국가로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삼기에도 불합리하며 또한 법관의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식은 중국의 법정 제한과 일반적 판단요건의 적용을 모호하게 하

는 바 이러한 부분은 법정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국의 사례는 바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

신이 운영하는 SNS 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일상에서 가장 많

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행위는 아마 자신의 SNS 채널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거나 전재(轉載)하는 경우일 것이다. 타인이 찍은 예쁜 사진이라던가, 공

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인간의 수요를

SNS 가 충족시키고 있는데 SNS 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 주는 온라인 플랫

폼을 의미하므로 이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555 특히

                            
555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84%A4%ED%8A%B8%EC%9B%8C%E



192

UCC 가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SNS 관련 사업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다

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업로드하거나, 전재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가 있으며 오늘날 중국의 저작물 침해 사건 중 다수를 이루는 사건은

이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다

만 중국의 대부분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반면에 일부 법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법리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일명 “꽃꽂이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매한

꽃꽂이를 사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에 대해 경우 2심 법원은 중국

「민법통칙」 제4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등 원칙들을 원

용하여 해당 꽃꽂이 사진을 SNS에 게재한 행위가 피고에게 SNS상 친구 등록된

특정인에게만 전송되고, 또한 전송된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정보네트워크전송행

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556

둘째, 책의 앞면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 책 앞면

표지에 있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557 담당

법원은 해당 책 앞면의 표지를 사진 찍어서 SNS에 게재한 행위의 목적은 해당

책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표지가 저작물에서 인용된 비율이 낮으므로 저

작권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당한 인용에 부합되므로 공정이용으

로 판시하였다.

셋째,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 기사에 인용한 사건이다.558 본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지방 정부의 세금 정

책 뉴스와 함께 게재하였고,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를 발견하고 저작권침

해로 제소하였다. 2심 법원은 ①저작물 사용의 목적, ②사용된 저작물의 성질,

③사용된 저작물의 수량, ④사용된 저작물이 시장에서 잠재적인 가치에 대한 영

향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서 피고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59

3. 저작권의 확대로 인한 문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외연이 확대가 되면서 저작물을 다양하게

                            

D%81%AC_%EC%84%9C%EB%B9%84%EC%8A%A4 위키백과에서 ‘SNS’를 키워드로 검색 결과참조

(마지막 방문일: 2021.5.25)

556 1 심은 （2016）鲁 0102 民初 976 号, 2 심은 (2017)鲁 01 民终 998 号。

557 （2017）闽 02 民初 712 号。

558 1 심 （2018）青 01 民初 329号, 2 심 （2019）青民终 71号。

559 본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4 절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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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560 특히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정리하면서 다

수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엄청난 양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561

이렇게 저작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저작권 트롤’이라고 하는데,562 저

작권 트롤은 흔히 ①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침해 소송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저작권을 구입 또는 창작을 통해 취득하고, ②상업적 가치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송 가치에 의해 창작하거나 구입하며, ③제 3 자에 대한 선의의 라이

선스 절차가 없으며, ④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종종 법정손

해배상 및 소송비용 등 제도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563

이러한 저작권 트롤은 저작권 제도를 그 ‘무기’로 삼아 이른바 ‘합의금 장사’

를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민사소송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보호가 가능하며,564 또한 최근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565 앞으로 이러한 저작권 트롤의 활동이 더 왕성해

지고 그 양상도 다양하게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566

                            
560 가령 최근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은 명절이거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같은 전통적인 쇼핑 시즌에서 타사 상품의 포장이나 외형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해당

상품의 거래를 잠시 정지(停止)하게 만들어 가처분시청에 의한 정지청구권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

하게 하여 손해를 유발하게 하는 등 행위로 인한 문제가 중국에서 기사화 된 바가 있다.

561 가령 앞에서 다룬 구체적인 사건 중에서 등장된 上海富昱特图像技术有限公司는 2019 년 8 월

22 일에 성립한 후 총 780 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송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北京全景视觉网络科技

股份有限公司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참여한 소

송 수가 +999 로 확임) 진행하였다. 특히 9 개월 동안 684 건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여 뉴스

에 보도된 바가 있다. 해당 뉴스:

https://baijiahao.baidu.com/s?id=1614280441021585496&wfr=spider&for=pc 참조. 

이상 두 회사의 소송에 관해서는 중국 기업정보 검색사이트 www.qixin.com 에서 확인하였다.

562 중국의 경우 아직 ‘저작권 트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고 ‘저작권 트롤’의 행위를  ‘패권

행위(霸權行為)’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徐峰, “從‘黑洞照片侵權事件’反思我國網絡圖

片的著作權合理使用規制”, 出版法苑, 2019.5, 第 55 頁。

563 Brad A. Greenberg, “COPYRIGHT TROLLS AND PRESUMPTIVELY FAIR USES”, 85 U. Colo. L. Rev. 

53, 2014, p4.

564 중국 형법 제 217 조 참조.

565 저작권법 제 54 조 ∙∙∙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

우 앞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다.

566 미국에서 저작권 트롤이 발생할 이유에 관해 미국의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라고 주장되는바, 

중국의 경우 최근의 제 3 차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손해배상제도를 참고하여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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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중국에서 “블랙홀 사진 사건567”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저

작권 트롤인 视觉（中国）文化发展股份有限公司(이하 ‘시각사’)는 인터넷에서 대량

의 사진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저작물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둔갑시켰

다.568 시각사는 사진저작물의 권리자가 불분명한 점, 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상

대방이(즉 피고) 원고가 저작권자가 아님을 반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구입하였거나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기만하여 7년 사

이 천 건이 넘는 저작권 소송을 통해 624만 위안(2021년 7월 2일 기준, 한화로

약 11억 547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569

한편 이러한 트롤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가령 저작권

트롤 회사(가령 A사)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의 명칭

(가령 B사)을 표시하는 등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로 오인하게 만든 다음, B사의

명의로 해당 사진저작물을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용자를 기만하여

이용자들의 대량 이용을 야기한다. 이용자들이 B사의 저작물이 무료로 개방된

것으로 오인하고 일정한 양으로 사용하는 경우 A사는 자신의 보유 저작물이 허

락 없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를 한다.570 또 다른 비

즈니스 형식으로는 이미 SNS상 많이 전재(轉載)가 된 저작물을 선택하여 해당

저작권자와 저작권 양도 계약이나 독점허락계약을 체결 후에 대량의 전재 행위

를 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571 이러한 저작권 트롤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6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9 년 4 월 10 일에 EHT(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 공동 연구팀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였다 내뱉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그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시각사는

해당 블랙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거제하고, 해당 사진에 자신의 저작권 표식을 하

여 자신의 저작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블랙홀 사진의 사용료를 800- 3000 위안 정도로 책정

하였다가 큰 논란이 되었다.

568 이러한 사진들에는 대량의 허락을 받지 않은 연예인 사진 뿐만 아니라, 중국국장(國徽), 한국

국기 등을 포함하여 유명한 회사의 상표 등 다양한 사진을 자신의 저작물로 ‘둔갑’하여 제 3 자에

게 라이센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뉴스:

https://zh.wikipedia.org/wiki/%E8%A7%86%E8%A7%89%E4%B8%AD%E5%9B%BD#cite_ref-35 참

조(마지막 방문일: 2021.6.2).

569 https://www.guancha.cn/society/2019_04_11_497321.shtml 참조(마지막 방문일: 2021.6.2).

570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http://m.caijing.com.cn/api/show?contentid=4755880 참조(마지막 방

문일 2021.6.2).

571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2020）粤 0303 民初 20506 号 피고의 항변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다. 본 사건의 원고인 深圳市猎图信息技术有限公司도 설립된 지가 3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8 년 4 월 4 일에 성립됨) 저작권침해소송 수는 확인이 어려울(+999 로 표시됨) 정도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www.qixin.com 참조(마지막 방문일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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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작권의 확대로 인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 이익 균형

조절 문제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공정이용에 관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사실상 미국 학자의 논의에 의하면 공정이용은 이러한 저작권 트롤에 대

하여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①저작권 트롤은

소송 이외에 다른 시장이 없기에, 공정이용이 인정되어도 저작권 시장에 손해가

없다는 점(No market harm), ②이용자의 이용은 저작권 트롤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기에 그 자체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Transformative 

Per Se), ③저작권 트롤은 저작권법의 정책 목적에 반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Non-Statutory Policy Considerations) ④저작권 트롤은 악의적인 의도

(Bad Faith)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공정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72

다만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4요소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공정

이용 여부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공정이

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트롤 문제를 다루

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4. 새로운 산업에서 발생되는 공정이용 문제

저작권법은 기술의 영향에 민감한 법률이다.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이 새롭게 이용될 때마다 이는 기존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충격과 고민을 안겨

준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게임 동영상에 대한 방송, 쇼트클립

제작 등에서 잘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어문, 음악, 미술, 영상,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개인 방송

에서 게임 화면을 송출하는 경우 게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장면을 방송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중

국의 실제 판결 실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573 다만 요즘 MMORPG(대규모 다

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유형의 온라인 게임들은 이른바 F2P(free 

to play, 이하 ‘F2P 게임’)로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는 게임 플레이 자체는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플레이가 가능하게 설

                            
572 Brad A. Greenberg, “COPYRIGHT TROLLS AND PRESUMPTIVELY FAIR USES”, 85 U. Colo. L. Rev. 

53, 2014, pp.27- 39.

573 가령 (2018)粤民终 137 号, (2018)粤民终 712 号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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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며(혹은 일정한 등급수나 콘텐츠를 한정하여), 게임사는574 게임사와 유

저들 사이에서 게임상 아이템이나 재화 등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즉

이러한 게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타 콘텐츠 산업의 상품인 음악, 영화, 드라

마나 소설 등과 다르게 단순 이용행위 자체로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

라, 대량의 유저를 게임에 참여하게 하여 게임 속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게임산업의 경우 매년 대량의 게임이 개발되고 있

으며, 이러한 현 상황에서 일부 게임사들은 TV 광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자

신의 게임 홍보를 한다. 이러한 F2P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방식으로 인하

여 많은 유저들을 게임 속에 참여시키는 것이 게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게임사는 지상파 방송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한

다. 또한 이른바 한국에서는 ‘숙제’ 중국에서는 ‘恰饭’이라고575 하여 인터넷 개인

방송 BJ 들에게 광고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 방송 중에 자신의 게임을 플레이하

여 해당 게임사의 게임을 홍보하게 하기도 한다.576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당 저

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자의 게임저작물 홍보에 적극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이는 저작자에게 이익이며, 또한 이러한 이용으로 저작자의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송이 되면 다양한 채널

에는 감상이 가능하므로 최종 이용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게임 저작권자와 그와 관련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 방송)플랫폼의

지위가 합치되면 그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때 게임 저작권자의 신분과 해당

게임을 유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여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게임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 비교하여 만약 이때

‘저작권자’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플랫폼의 전파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낮은 경우 과감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버리게 될 것이다. 즉

이때 저작물은 단지 자신이 유통 플랫폼을 독점하기 위한 단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의 다툼은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표면

적으로 보면 저작권자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게임 방

송)플랫폼 동영상의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다루

                            
574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운영과 관련하여 게임 개발사와 게임 운영사 등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게임사라 함은 게임 개발사와 게임 운영사를 통칭하는 것이다.

575 ‘恰饭’이라 함은 ‘밥을 먹다’의 ‘吃饭’의 유사어로 BJ 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

라는 뜻으로 인터넷 용어이다.

576 https://namu.wiki/w/%EC%88%99%EC%A0%9C(마지막 방문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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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른바 ‘보상과 공유의 원칙’이라는 메커니즘을

넘어 저작권자를 흡수한 전파자의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러한 F2P 게임에 대하여 개인 방송하거나 혹은 자신의 플레이를 동영상이나 쇼

트클립 형식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 발생되었

는데 이러한 사건의 배경과 내막(內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넷이즈와 화도사의 게임 개인방송 사건

넷이즈와 화도 사이 게임 개인 방송 사건을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
577 이는

개인 방송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국에서 화도사의 YY 플랫폼은 개인 방송 시장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

여 왔다. 한편 2013 년, 넷이즈는 ‘넷이즈 cc(網易 cc)’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

을 개발하고 나서, 넷이즈의 전력 도움으로 ‘넷이즈 cc’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넷이즈는 많은 유명한 BJ 들을 높은 비용의 보수를 지불하여

자신의 플랫폼으로 스카우트하였으며, 일부 화도의 BJ 들은 넷이즈 cc 플랫폼에

서 방송을 하게 되었다.

화도는 자신들과 합작한 BJ 와 이와 관련된 고객 유실을 막기 위하여 자신

들과 계약한 BJ 들에 대하여 ‘넷이즈 cc’ 플랫폼에 가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러한

‘금지령’에 대하여 넷이즈는 공고를 발표하여 화도가 어떠한 허락도 얻지 않

고 넷이즈 게임인 ‘몽환서유’ 시리즈에 대하여 게임 방송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BJ 들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벌금을 매기거나 넷이즈 cc 에서의 방송을 금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특히 넷이즈의 총책임자인 딩레이

(丁磊)에 의하면 화도는 ‘몽환서유 2’게임에 대하여 게임 방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게임과 경쟁하는 유사 게임을 게임 방송 중에 대량으로 소개하여 ‘몽환

서유 2’의 유저들이 타 게임으로 전향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넷이즈

는 화도와 여러번 교섭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여,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

었다고 언급하였다.
578 심지어 YY 플랫폼을 이용하여 ‘몽환서유’ 게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몽환서유’게임 내에 과금을 많이 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

(heavy user)들을 상대로 게임 내에서의 과금하지 않고 YY 플랫폼을 통하여 과

금하게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헤비 유저들은 넷이즈의 매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넷이즈로서는 반드시 이러한 YY 플랫폼의 행위를 억제하여

                            
577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제 5 장 제 3 절 다의 (6) 부분 참조, (2018)粤民终 137 号.

578 靖力,”網易訴 YY：一場遲早會來的官司”, 方圓, 2018 年第 6 期, 第 12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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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러한 사건의 ‘내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넷이즈의 소송 목

적은 단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상업적인 목적과 자

신의 게임 방송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가 있다. 

나. 텐센트와 바이트 댄스 사이 저작권 침해 사건

넷이즈와 화도 사건과 유사하게 최근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다. 텐센트사는 표 13 와 같이 바이트댄스사 산하의

동영상 플랫폼인 시과스핀(西瓜視頻), 뉴스 추천 플랫폼인 진르토우티아오(今

日頭條) 및 쇼트 클립 플랫폼인 틱탁(TIKTOK) 등 플랫폼에서 게시된 텐센트의

게임 저작물인 왕자영요(王者榮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게임 동영상 등

을 해당 플랫폼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넷이즈와 화

도 사건과 유사하게 저작권자가 승소하였며 모든 관련 영상저작물들은 해당 플

랫폼에서의 전재가 금지되었다. 이 사건은 넷이즈와 화도 사건과 유사하게 외

형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플랫폼에 전재된 것에 대하

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저

작권 침해와는 다른 비즈니스적인 내막이 숨겨져 있다.

<표 13>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사이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제소 시간 소송대상 및 제소이유

2018.11.07 시과스핀(西瓜視頻) 및 진르토우티아오(今日頭條)를 상대로 왕자

영요(王者荣耀) 게임 개인방송 금지

2019.03.18 시과스핀 및 진르토우티아오 상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게임 화면의 개인방송 금지

2019.03.29 시과스핀을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5.05 시과스핀 및 진르토우티아오 상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5.10 시과스핀 및 진르토우티아오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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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화산쇼스핀을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개인방송 금지

2019.05.27 시과스핀 및 진르토우티아오 상대로 크로스파이어(Cross Fire) 게

임 개인방송 금지

2019.06.03 틱탁을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6.04 진르토우티아우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6.06 진르토우티아우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6.10 시과스핀의 BJ 인 Xu 를 상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개인방송 금지

2019.06.13 진르토우티아우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6.18 틱탁을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6.18 틱탁을 상대로 리그 오브 레젠드 게임 화면 전송금지

2019.07.10 틱탁을 상대로 왕자영요 게임 화면 전송금지

텐센트는 게임, 인터넷 방송,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저작권 산업 영역 전

반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텐센트는 다양한 투자와 인수를

통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전파자의 이익이 합치하게 되는데, 합병된 후 만약 저

작자의 이익과 전파자 이익에 있어서 전파자의 이익이 훨씬 유리할 경우 이때

저작자 이익 부분을 가차 없이 버리는 전략을 취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게임의 저작권자인 텐센트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에 대하여 자

신의 게임 저작물 침해를 근거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요구한 사건이지만, 게

임 영상의 전송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전파자가 합치되는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간과하였다.

법원의 구체적인 다툼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침해를 주장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간 매개를 ‘가장한’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중

간 매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무기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

한 부분은 텐센트가 수많은 플랫폼 회사 중에서 오직 바이트 댄스사를 상대로

게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다르게, 창작자의 인센티브 부여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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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매개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창작자 및 이용자 모두 불리한 상황이

발생된다. 즉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종합적인 판단 외에 창작자와 중간 매

개자인 전파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창작자와 전파자가 합치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 인정 범위

를 그에 상응하게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에 대한 입법안

1. 공정이용 제도 개정에 대한 기본 전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가 높지 않은 것은 비단 중국의

법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또한 포괄적인 ‘기타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유형별 공정

이용 규정 방식으로 한정적이고 특정한 경우에만 공정이용 인정이 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환

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한정적인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으로는 다양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를 포섭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균형 유지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이러한 유형별 공정이용 방식을 채택

함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은 비록 그것이 저작물의 통상

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

치지 아니하여도 형식적으로는 권리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일반적

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저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정이용 제도에서 포괄적인 일

반규정의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면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

고 그에 대응하는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통상적인 규칙이며 상

품 등가교환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물은

“특수한 상품”으로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 이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전파 및 과학 문화산업의 발전과도 관련 있으므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공

정이용 제도는 저작권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또한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

로 저작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창작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가 창작자에게 만족되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 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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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이라는 재산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마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

하고 사안별로 공정이용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포괄적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전제 조

건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정이용 제도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법률

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개인적

인 판단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특정한 목적

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컨대 공익이나 공평 등 특정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 가능해야 한다. 셋째, 공정이용은 해당 저작물의 거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위협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권리자의 기타 합법적인 이

익에 손해를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 전제 조건은 이른바 국제조약에서 규정된

이른바 ‘3 단계 테스트’ 중 2 번째, 3 번째 테스트의 내용으로 중국은 관련 국제조

약의 회원국으로 이러한 국제조약상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권리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창작의 인센티브가 감소되어 창작의 동력을 잃게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전제는 포괄적인 공

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여 오히려 저작권의 보호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2.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 후 중국 공정이용 제도에 대한 논의

중국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은 제 3 차 저작권법 2020 년 11 월 11 일에 개정

이 통과되어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중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가

장 중요한 개정으로는 기존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 21 조에서 규정한 “공표된 저

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

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 됨”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과 기존

12 가지 정황에서 제 13 번째 정황인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정황”을 추

가한 것이다. 

본 개정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

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

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도 아니 됨”이라 함

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제 규범의 ‘3 단계 테스트’를 기준 중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에 해당하는데, 가령 중국 학자 중 우한둥(吳漢東) 교수와 같은 경우 이러

한 기준을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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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79 특히 기존의 경우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유형별 공정이용 12 가지 정황에 한정하는 판단 기준인바,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대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국의 제

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에580 대하여 본 개정에서 해당 법률로(저작권법)으

로 승격하였기에 제 3 차 개정에서 증가된 제 13번째 정황과 더불어 해석상 새로

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3 단계 테스트는 중국에서 공정이용 여

부의 판단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제조약상 규정된 이른

바 3단계 테스트 내용이 아주 불명확하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조약이

그러하지만 저작권 보호의 수준에 관해 큰 입장 차이를 가진 세계 각국이 합의

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 해석 내지 국내 입법으로의 수용에서 최대한 신축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추상성은 기존 3 단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한

중국의 판결에서도 잘 보여 준다.581 이와 관련하여 3 단계 테스트를 포괄적인 공

정이용 일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는 3 단계 테스트는 저작권법

상 국제조약이 회원국들의 저작권법 제정에 대한 지도성적인 원칙이며 구체적

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582

둘째,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

심판의 기능적 작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大發展), 대번영

（大繁榮） 및 경제 촉진의 자주적 조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제 8 조에서 잘

보여주듯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업발전을 촉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특수

한 정황에서는 저작물에 이용행위의 성질과 목적,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

된 부분의 수량과 질량, 이용된 저작물이 잠재적 시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

등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가지 요소와 유사하다. 또한 지방법원의 지침에서도 이러한 최고인

민법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데 광동성고등법원의 “온라인게임 관련한 지식재

산 민사 분쟁 사건에 관한 심판지침” 제 25 조에서도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

준을 미국식 ‘공정이용 4 요소’라고 하는 “저작물에 이용행위의 성질과 목적,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수량과 질량, 이용된 저작물이 잠재적 시

                            
579 吳漢東, 著作權合理使用制度研究, 第三版，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第 577-584 頁。

580 崔國斌, 著作權法：原理與案例，北京大學出版社, 2014, 第 580 頁。

581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1）一中民初字第 1321 号,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3）一中

民终字第 12533号, 北京市高級人民法院 (2012)高民终字第 3452号。

582 曾琳. 著作权法第三次修正下的“限制于例外”制度应用研究[M]. 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2016, 

13-14，18-1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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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혹은 가치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중

국 사법부의 입장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식 ‘공정이용 4 요소’

를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판단 기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국 사법 실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준다.583

3.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규정 도입에 관한 논의

가.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규정의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중국 저작권법 조항상 공정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저작권법 학계와 실무에서

는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규정 도입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다. 포

괄적인 일반규정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주로 ①중국의 저작권법은 전통적인

대륙법계에 가까우며 이는 판례를 통해 축적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의 요건을

정해 두고 공정이용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 대륙법계의 법제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

항은 중국의 법제와 일관되지 않는다 점, ②배타적 권리로서 물권에 유사한 권

리로 이해되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기존 법률의 해석에 의해서도 얼마든

지 새로운 이유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③공정이용에 대한 일반 규정의

도입은 저작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아직 저작권 보호가 비교적 낮은

현 환경보다 저작권의 보호 수준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 등이다.584

포괄적인 일반규정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①일반조항의 도입은 공

정이용에 대한 일반적 원리로서 사안별로 매우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고, ②

저작권법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환경에서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③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거래비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며 저작물 이용에 관한 혼

란을 해결할 수 있고, ④기존 중국 저작권법 성문법의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⑤법원의 실무상 혹은 특정한 산업에 있어서 이미 미국 공정이용 4

요소를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판결을 축적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적인

일반규정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585

                            
583 (2019)青民终 71 号, (2018)粤民终712 号, (2018)粤民终 137 号

584 李明德, “兩大法系背景下的作品保護制度”, 知識產權, 2020 年第 7 期, 第 10-13 頁。

585 高军、王文敏, “数字图书馆合理使用规则的新发展——对美国 HathiTrust 案与 GoogleBooks 案的

比较”，图书馆论坛, 2016 年第 6 期，第 43-49 页; 卢海君, “合理使用一般条款的猜想与证明”，政法

论坛, 2007 年第 2 期，第 47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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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앞에서 논의된 공정이용 일반

조항 도입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형별 공정이용 정황

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민감한 저작권법의 특성상 간

극이 발생하기 쉽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됨과 동시에

대용량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

법 입법 당시의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넓은 범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특히 법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태를 어떻게 규율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방법들이 새로이 발견되게 되었고 이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

자들의 범법 의식은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정하여 놓지 않으면 모든 저작물의 창작이 저작권의

형식적 침해가 되는 사태를 초래하여 오히려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형식적 권리침해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기존의 제도는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용행위에 대하여 위

법성을 발견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

되는 구제수단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이 있는

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경우에 저작물의 이

용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이 가

지고 있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공정이용을 도입할 필요가 발생

하게 된다.

셋째, 저작권자와 이용자 등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강

화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단순히 평면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저작물 이용의 장벽을 높이면 그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수요는 단순히 저작물의 소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저작물의 창

작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저작물 이용의 위축은 창작의 위축

과도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있어서는 권리자

와 이용자가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이 권리자도 되고 이용자

도 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양자를 대치시켜 이익을 조절하는 것에 큰 의

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최종적

인 공익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이용의 포괄적 일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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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권리자 측면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현 상태의 균형을 맞출 추로서 일

정 부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기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기준은 이른바 ‘공정이용 4요

소’라고 하는 미국 저작권법 제 107 조에서 규정한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

작물의 성격, ③이용된 저작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④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

다. 이는 중국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은 굉장히 더딘 편이며 이러한 점은 기술

의 발전에 민감한 저작권법의 특성상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판례법 국가도 아니어서 판례를 축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저작권법 107 조에서 규정한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인 공정이용 4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즉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을 그대로 두고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인지가 문제가 되면 피

고는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규정에 의한 유형별 공정이용 또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에 의거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많은 사법 실무에서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기준

으로 공정이용을 판시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도

입하여도 일부 법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의 의견이나 기타 지방법원의 지침에서 이미 공정이용 4 요소를 근거로 공정이

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입법상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에 대하여 많은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중국은 미국

과 다른 법체계를 가지며,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도 판례법에서부터 출발

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

은 판례를 통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

서 이를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 도입할 경우 그 변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저작권 제도 전반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중국과 다른 점

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식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형된 일반조항

을 두는 방식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즉 이러한 중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차이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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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중국 법원 판단의 경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한국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 한국 저작권법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의 이용

이 공정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입법부의 법률 개정 작업과 사법부의 저작

권법 제 28 조의 법률해석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가,586 이용자 및 권리자 양측

의 권리관계를 불확실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여, 벤처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늦추거나 좌절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의 심리적 위축 및

의식 없는 저작물 이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

여온 것으로 지적되었다.587 그 후 2006 년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복

제 인정 등 추가적으로 저작권 강화를 위하여 조속히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의무

사항마저 부담하고 있었다.588 그 결과 2011.12.2. 법률 11110 호에 의하여 한국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한국 저작권법 제 35 조의 5 에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아래 이러한 도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586 한국 저작권법 제 28 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587 민경재,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

로-“, 법학논총, 제 32 권 제 3 호, 2012 년. 95 면.
588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면 일시적 저장을 복제행위로 보는 미국의 법제는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면서 일시적 저장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어 일시적 저장도 복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에 도달하고 해당 내

용은 한미 FTA에 포함되었다. 즉 미국 법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행위로 보는 대신에 포괄적인

형태로 공정이용의 항변을 두어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시적 저장을 복제행위로 보고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

조가 추구하는 1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열거적인 사유 이외

에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규호,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

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124면. 추가로 일부 학자들은 2011년 저작권

법 개정에서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포함된 가장 큰 원인은, 당시 저작권법에 새로 반영될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의 합의사항들이 가령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70년 등과 같이 저작권 강

화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상대방인 이용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아가 저작권

법 목적조항이 지향하는 균형점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대항조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이라고 주장한다.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

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2016년,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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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한국의 논의 및 도입 과정

기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기 전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륙

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들을 통하여 공정이용 여부가 판

단되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공정이용 조항들은 신축성의 결여 및 법적 공백

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 저작권법 제 28 조589에서 규정한 이른바 ‘인

용조항’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용조항은 ‘공정한 관행’

과 같이 추상성이 높은 문구를 핵심부분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성이 높은 “보도⋅

비평⋅교육⋅연구”라는 문구부분도 “… 등”이라는 수식어로 인하여 절반쯤은 불확

정 개념화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표된 저작물”이나 “인용”이란 문구를 제외한다

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선언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

으므로,590 이러한 인용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효과

가 체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용 조항은 해석에 있어서 초기에는 상당부분 주종관계가 인정되

어야 인용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주종관계 중심의 해석론’이 나타

났는데 이 견해를 취한 대표적인 판례는 바로 이른바 ‘플래쉬(Flash) 잡지 외설

사진’ 사건이다. 591 이 판례는 또한 주종 관계를 요구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

다.592 그 후 한국의 저작권법 분야에서 미국법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인용 조

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른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4요

소’를 접목하여 해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은 ‘대학입시용 문

                            
589 한국 저작권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을 위하여는 정당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590 박준석, “저작권법 제 28 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

57 권 제 3 호, 2016.9, 173 면

59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본 건은 원고인 한국의 사진작가가 투고하여

일본잡지 ‘플래쉬’가 게재한 외설사진을 피고였던 한국 잡지사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잡지에

전재하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이었다. 피고들이 제기한 항변들 중

인용조항에 기한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먼저 판시하였다. 그 다음, 전재기사 총 2면 중 피고들의 사진해설

기사는 1/3정도 분량에 그치는데다 그마저도 플래쉬의 해설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해설기사가 아니라 인용된 사진이 주라고 보아 인용조항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592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0조를 중심

으로－”, 정보법학, 2015,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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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이다.593 이 판례에서는 인용 조항의 적용

요건에 관해 주종 관계를 요구하기보다, 포괄적인 세부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기

존 주종 관계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는 논란이 있다.594 그 후 주종

관계 요구와 종합적인 고려를 요구한 입장이 결합된 듯한 태도를 보인 이른바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1998년 대법원 판결595을 거쳐, 주종

관계 이론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

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

체하는지의 여부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라한 ‘종합고려설’ 사건이 바로 ‘검색엔진의 썸네일(thumbnail)이미지제공 사건596’

                            
593 서울고등법원 1997. 7. 9. 선고 96나18627 판결. 본 건은 피해자인 국내 유명 사립대학들이 실

제 출제한 대학입시 문제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피고인이 대학입시문제집을 출판한 행위를 저작

권침해죄로 처벌한 형사사건이었다. 인용조항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대법원은 먼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

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

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

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이 자신의 대학입시문제집에 수록한 질문을 만들려고 “질문의 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대학입시

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문제를 그대로 베껴 피고인 문제집의 분량을 늘렸으며 특히

피해자들의 본고사(本考査) 문제는 전부 수록하여 그 시장 수요를 대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조항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594 박준석, “저작권법 제 28 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

57 권 제 3 호, 2016.9, 181 면.
59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본 건은 한국의 유명한 재미 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를 모델로 삼은 소설의 작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가공으로 창작한 에피소드 등이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동일인을 모델로 설정하여 한참 나중에 출판된 또 다른 소설(‘무궁화꽃이 피었습

니다’)의 작가와 그 출판사를 상대로 서적판매금지를 구한 사건이었다. 피고들의 인용조항 항변에

대하여 대법원은 먼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

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법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

은 피고의 소설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고 소설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하였으며 인용 분량도 피고의

소설 총 854면 중 10면 정도에 그쳤고 당시 원고 소설은 이미 절판되어 시장수요를 대체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인용조항의 요건에 부합한 적법한 인용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59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본 건은 고소인이자 저작권자는 사진작가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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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97 이러한 한국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한국의 인터넷산업이 90년대 중⋅후

반 경부터 집중 육성되었고 그 결과 2000년대 중반까지 인터넷과 저작권 분쟁

에 관하여서는 한국이 세계 첨단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환기할 필요가 있

다. 인터넷에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전혀 예상하기 힘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

이 가능해진 결과 종전의 저작권 조문을 아예 뜯어고치거나 혹은 미처 변하지

못한 조문의 해석을 신축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

권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이런 전반적 상황 변화에 직면하여

대법원은 인용 조항의 해석에 있어 주종 관계 이론 대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특히 ‘인용’이라는 문구를 ‘이용’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기에 이른 것이다.598

그 후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 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 년 12월 2 일 법률 제 11110호로 공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 4요소’, ‘공정이용 법리’ 등으로 불리는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한국 저작권법으로 도입되었다.599 이러한 시점에서

600 이른바 ‘리프리놀’ 사건601에서는 2011년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도입됨

                            

인들은 다음(Daum) 등이었다. 피고인 측이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

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던 사진 수십 장을 원본보다 크게 축소한 썸네일 이미지로 피고인 서버에

저장한 후 검색서비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인용조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대법원은 먼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

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법리

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썸네일이미지가 예술작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

본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상업적 성격은 부차적인 점,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보

다 훨씬 작기 때문에 보정하더라도 원본처럼 감상하기가 어려운 점, 검색서비스가 제공한 위치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사진원본을 찾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

는 점, 썸네일 이미지가 이용자들에게 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제시한 뒤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결론 내렸다.

597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저작권법 제 28 조 및 제 30 조를 중

심으로－”, 정보법학, 2015, 142 면. 

598 박준석, “저작권법 제 28 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

57 권 제 3 호, 2016.9, 190 면.

599 최상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 29권, 제3 호, 

2012, 38 면. 

600 ‘리프리놀 사건’은 2013 년에 판결이 되었지만, 2011 년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전에

발생된 사건으로 기존 한국 저작권법 제 28 조에 의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60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 도 5835 판결. 본 건에서 리프리놀(Lyprinol)은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에서 추출한 오일이며,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외국회

사 A 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판매하던 한국회사 B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리프리놀을 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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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기존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와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구별 필요성

과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제28조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이른바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방식

으로 회귀하였다고 평가된다.602 특히 본 건은 한국 저작권법상 제28조와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603 본 판결의 해석으로 기존의

‘썸네일 사건’과 같은 판결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04

(2) 중국에서 ‘인용조항’이 포괄적인 공정이용으로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국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 제 24 조 제 2 항(구저작권법 제 22 조 제 2 항)에

서도 한국 저작권법 제 28 조와 유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605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과 같이 해당 조항이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으로 작동이

현저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이른바 ‘적절한 인용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석 방식의 차이로 해당 조항에 대한 적용도

                            

능 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한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승인 받는 행정절차에서 리프리놀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관해 타인이 작성한 의학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한 뒤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

논문은 외국회사 A 의 종전 한국거래처였던 회사 C 의 발주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정형외과

의사들이 저술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검사

가 기소하자 피고인은 ‘공정이용’이라고 다투었다. 이에 대법법원은 먼저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이

뒤늦은 2011 년에야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 하에서 일반적인 공정이용 법리는 아

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인용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관련 법리를 판

시하면서 대법원은 주종관계와 종합적 고려를 동시에 요구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나아가 당해 사

건의 경우 논문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어서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인용에

해당하더라도 논문이 첨부자료가 되어 식약청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고 논

문전체가 그대로 전재되었으며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이 사건 논

문의 복제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 복제한 사정에 비추어 인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602 박준석, “저작권법 제 28 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서울대학교 법학, 제

57 권 제 3 호, 2016.9, 199 면. 

603 즉 한국 저작권법 제 28 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는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간의

‘주종관계’를 전제로 한 ‘삽입형’ 인용만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달리 포괄적 공정이용 일

반조항에는 제 28 조가 적용될 수 없는 이용태양(利用態樣)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 예컨대 ‘전유형’ 

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의 제한에 관한 연구－저작권법 제 28 조 및 제 30 조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5, 148-149 면

604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540 면.

605 중국 저작권법 제 24 조 제 2 항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

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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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저작권법의 전신으로 볼 수가 있

는 「도서, 간행물판권보호시행조례(圖書、期刊版權保護試行條例)」 제 15 조 제 2

항은 “어떤 문제를 평론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적당한

인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례의 하위 법령인 「도서, 간행물판권보호시행

조례 실시세칙」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적당한 인용’이라 함은 한 저작물에 타

인 저작물의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사(诗词)가 아닌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는 2500 자 혹은 피인용 저작물의 10 분의 1 를 초과하지 않으며, 만약 여

러 번 동일한 시사가 아닌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총 글자수는 1 만자를 넘어

서서는 아니 된다. 시사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40 행 혹은 전 시의 4 분의 1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고체 시사(古體詩詞)의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일

인 혹은 다수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되는 총량은 본인이 창작한 저작

물의 10 분의 1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특정 평론(專題評論) 혹은 고체시

사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중국의 경우에는 ‘적당한 인용’에 대해서 가령 ‘2500 자’ 혹은 ‘10 분의 1’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중국에서 저작권법이 도입되고

나서 상술한 조례와 세칙은 모두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체적으로

확정된 수치는(가령 ‘2500 자’와 같이) 기타 규정으로 대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

중국의 법원 실무에서는 기존 폐지된 규정이 그 후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

며 결국 이는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가령 ‘주종관계 이론 ‘ 등

과 같은 해석론으로 발전하거나 변화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을 통하여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정되

지 않은 새로운 이용행위를 포섭하기 어려우며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

할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라.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중국 현행법상 공정이용의 문제점은 입법상의 결여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한 사법상의 혼란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정이

용의 판단 기준은 현행법상 13 가지 제한적 정황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13

가지 정황은 서로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기준

짓는 요소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은 처음으로 공정이용의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미국에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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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606

미국 저작권법은 제일 먼저 입법적으로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판단 규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공정이용의 4 요소는 장기간 사법 실무의 경험에 대한 고도

의 요약이며, 공정이용과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기

준이다. 특히 성문법을 통하여 공정이용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저작물

의 이용에 대한 판단에 관한 일률적인 원칙과 명확한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 때문에 공정이용 제도의 큰 발전이다. 하지만 공정이용 4요소의 기준은 획일

적 기준이 아니어서 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사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법관

과 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요컨대 미국 공정이용의 4 요소 기준을 중국에 도

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공정이용 4 요소의 기준을 요약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607 특히 영

미법계 국가의 규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요약에 의해서 발전하였으며, 이러

한 공정이용의 사실 자체가 천차만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 상황마다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에 따르며 또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이러한 부분은 공정이용의 4 요소 기준을 도입을

위하여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은 공정이용 관련 판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미국에서도 법관들이 공정이용 4요소 기준에 대한 인식은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성문법 규정은 법관에게 공정이용 기준에 대한 통일

된 견해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또한 법관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은 통일된 기

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 개개 법관의 직감에서 판단된다고도 평가하고 있다.608

환언하면 공정이용 기준은 아직 인식과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이용 4요소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행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늘날 권리자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이용

4 요소의 기원에서 잘 알 수가 있듯이 공정이용 법리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던

                            
606 Lloyd L. Weinreb, “Fair’s Fair: A Coment on the Fair Use Doctrine”, Harvard Law Review, Vol. 103, 

1990. 미국 유명한 저작권 학자인 Mehile Nimmer 는 피곤한 순례자는 나이가 많은 성인에게 자기

가 오르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 산에 대한 질문을 한 삽화로 저작

권에서 공정이용에 대한 검토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607 Michael J. Madison, “A Pattern-Oriented Approach to Fair Use” 45 Wm. & Mary L. Rev. 2004, 

1525, 1666, 이규호․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56 면에서 재인용

608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ard Law Review. Vol. 10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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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som 사건’에서 Story 판사는 그 당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의 요약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공정이용 법리를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으로 적용한 것이다.609 즉 공정이용 4 요소는 소송상으로

는 피고의 항변을 위해 활용되지만 실체법적으로는 오히려 저작권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설정된 ‘요소’이므로 오늘날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로 인하여 무한하

게 증가하고 있는 권리자를 제한하는 기능을 작동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선 중국의 게임 방송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610  

다만 미국의 공정이용 4 요소 판단 기준에 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

고 있지만 공정이용의 이론을 풍부하게 하고 저작권의 입법에 유익한 사고의

자양분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론적 의미와 실무에서 모두 중요한 밑거름이 되

는 것은 틀림없다.

4. 입법적 제안

앞서 중국의 유형별 공정이용 제도와 실무상 판결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들을 살펴보았으며 포괄적 공정이용 일반규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입법안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

정에 대한 보충적 적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최근에(2021.06.01) 개정된 제 3 차 저작권법이 시행되었고

과거 중국 저작권법을 개정 실무를 살펴보면,611 빠른 시일 내의 저작권법에 대

한 개정은 어려워 보이므로 저작권법 하위 법령인 행정법규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612 또한 개정 저작권법 제 24 조 제 13 항에서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하위 법령인 행정법

규로 포괄적인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도입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입법 실무로 타

당해 보인다.61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입법안을 일반규정으로 제

                            
609 Folsom, 9 F. Cas. at 348. “The question, then, is, whether this is a justifiable use of the ori

ginal materials, such as the law recognizes as no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e plaintif

fs.”

610 (2018)粤民终 137号

611 중국의 경우 1979 년 저작권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90 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 10 년에 한번씩 개정이 되고 있다.

612 중국 행정법규의 고찰에 대해서는 강광문,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일본의 관련 이

론을 토대로-”, 중국법연구, 40 호, 2019 를 참조. 

613 吳漢東, “《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背景、体例和重点”, 法商研究, 2012 年第 4 期(總第 150 期), 第

五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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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제__조 저작권법 제 24 조 제 13 항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은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된 공익상 목적, 기술발전을 촉진하는지 여부 등과 같이 관련 산업 발

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

단한다.

1）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3）이용된 부분이 수량 및 상당성

4）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

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공정이용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저작권법 기본 내용과 중국의

법원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문

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서 본 논문의 논리를 구성된다. 첫째 저

작권법상 공정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논리로 작동되는가? 둘째, 공정이용과 관

련하여 국제 조약과 주요 국가와 중국은 어떻게 규정 하고 있는가? 셋째, 저작

물의 공정이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넷째,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

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본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2 장의 주제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기본 이론’에서는 영국에서 처음 탄생된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 발전 과정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어지는 양대 법계의

저작권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배후의 철학적 근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운영 원리를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공정이용

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공정이용의 개념과 그 성질을 살펴보

면서 저작권 제도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기능과 이와 관련된 일반 이론,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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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제도의 의미와 역할 및 발전과정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발전 과

정을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저작물의 배포 방식과 이용 방식에 변화

를 가져 주었으며,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에 저작권법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현 시점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새로

운 의미를 살펴보면서, 공정이용 제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국제조약 및 각 국가의 공정이용 제도 비교’에서는 공정이용과 관련

된 제도에 있어서 국제조약과 유럽의 지침을 살펴 보도록 한다. 공정이용과 관

련하여 이른바 ‘3 단계 테스트’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규정이 제시되었는데 ‘3 단

계 테스트’라 함은 “①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기며,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②저작물의 통

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

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 보는데,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성문법을 중심으로 유형

별 공정이용 방식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포괄적 일반규정으로 공정이

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대륙법계와 미국 사이에 영국식 공정취급(fair dealing) 

방식이 있다. 이 외에 양대 법계의 규정을 적절히 흡수한 혼합형 모델인 한국과

대만, 일본 등의 공정이용 규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중국이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대 법계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발전 시켜온 그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 보았다. 앞서 간

략하게 살펴 보았지만 저작권 제도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되고 형성된 것

이 아니라 국제조약과 다른 선진국의 법률을 도입한 것으로 중국의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제도에 있어서는 양대 저작권법계의 조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

한 외국의 저작권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저작권의 성격을

바라 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본

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국의 저작권법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제 5 장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중국의 판결문들

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중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정법에

의하여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더딘 법률 개정과 전반적으로 정치하지

못한 법률 규정 등의 이유로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 ‘공정’이라는 가치에 의해

제정법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을 하기도 한다. 특히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본다. 또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한 기본 내용과 판결이 중국 사회에 미

친 영향에 관해 다룬다. 그 다음 중국 법원에서 나타난 공정이용 소송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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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정이용 여부를 다룬 그 법리를 살펴본다.

제 6 장에서는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 제안 부분으로 기존 중국의 공정

이용 관련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중국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법안은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을 그대로 두고 포괄적인 공정이

용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피고는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 규정에 의한 유형별 공정이용 또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에 의거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입법안

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형별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보충적 작용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이용 제도는 기타 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

보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응용과 이용 방식은 공정

이용 제도에 대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안겨주었다. 앞에서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

권법상 각 주체 간의 이익 충돌을 조율하는 제도로 전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

하고 검토하여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제안은 현재 저작권의 확대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들이 적절하게 개선되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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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중 저작권법상 유형별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의 비교614

구분 내용 한국 저

작권법

중국 저작권법 비고

1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 23 조 - 제 24 조 제 7 항

“공무집행을 위

한 이용”으로

적용 될 수가

있음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 24 조 제 24 조 제 5 항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 24 조의

2

-

4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 25 조 제 24 조 제 6 항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 26 조 제 24 조 제 3 항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의 복제 등

제 27 조 제 24 조 제 4 항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 28 조 제 24 조 제 2 항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방송

제 29 조 제 24 조 제 9 항

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 30 조 제 24 조 제 1 항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 31 조 제 24 조 제 8 항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 32 조 - 제 24 조 제 7 항

“공무집행을 위

한 이용”으로

적용 될 수가

                            
614 양국의 법률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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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 33 조 제 24조 제 12항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 33 조의

2

제 24조 제 12항

1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

음 및 녹화

제 34 조 -

1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 35 조 제 24조 제 10항 일부 조항에 대

해서는 특별 조

항으로 제한되

고 있음

16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

책

제 35 조의

2

- 중국의 경우 일

시적 복제를

‘복제’행위로

보지 않음

17 부수적 복제 제 35 조의

3

-

18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제 35 조의

4

- 제 24 조 제 7 항

“공무     집행

을 위한 이용”

으로 적용 될

수가 있음

19 소수민족 문자로 번역되

는 경우

- 제 24조 제 11항

비고 1. 해당 내용은 2021 년 11 월 1 일 현행 양국 법률 조항에 대한 비교

임.

2. “-“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

3. 양국의 유사한 제도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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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음.

[부록 2] 저작권법 도입 전 중국의 공정이용 조항615

구분 법률 명칭 시행 구체적 조항 및 내용

1
대청저작권율(大清著作权律

)

1910 년
제 39 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위조품(假冒)으

로 논하지 않으나 반드시 원저작물의 출처

를 주석해야 한다

1. 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하여 도서로 편

찬하여 보통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

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절록‧인용하여 자신의

저작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는 경우, 

3. 타인의 도화를 모방하여 조각모형을 만들

거나, 타인의 조각모형을 모방하여 도화로

하는 경우”

2 북양정부시기 저작권법(北

洋政府著作权法, )

1915 년
제 31 조 다음의 각 저작물에 대하여 위조품

으로 논하지 않는다.

1. 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하여 도서로 편

찬하여 보통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

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절록‧인용하여 자신의

작성한 저작(著作)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

는 경우, 

3. 타인의 도화를 모방하여 조각모형을 만들

거나, 타인의 조각모형을 모방하여 도화로

하는 경우.

전 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저작물에 대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의 출처를 주석해야 한다.

3 중화민국 저작권법
1928 년

제 28 조 아래 각 상황에 대하여 원 저작물

에 대한 출처를 주석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

권에 대한 침해로 논하지 않는다.

1. 중인(众人)의 저작을 발췌하여 도서로 편

찬하여 보통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제공하

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절록‧인용하여 자신의

저작에 대한 주석으로 제공하는 경우.

                            
615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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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 간행물판권보호시행

조례(圖書、期刊版權保護試

行條例)

1985 년
제 15 조 다음의 상황의 경우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판권 소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과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본 조례 제 5

조에서 규정한 저작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

리를 존중해야 한다. 

1. 개인의 학습 혹은 과학 연구, 발취, 복제

혹은 번역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문제를 평론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적당한 인용，

3. 신문보도를 위하여 신문, 라디오 프로그

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뉴스 다큐멘터

리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과학연구와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발취, 

복제, 번역 혹은 개편하여 해당 소속된 단체

(单位) 내부에서 사용하지만, 시장에 판매

혹은 이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은 경우,

5. 도서관, 당안관, 자료 혹은 문헌센터에서, 

열람, 보존 혹은 전문인원에 대한 제공하고

자 하는 전문자료를 위하여, 본 관 혹은 본

센터에서 보존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다만 해당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 혹은 이

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아야 함，

6. 현 이하의 전문예술실연단체와 기타 단체

의 무료 공연하는 경우,

7. 군중문화관 혹은 에술관이 비 영리의 목

적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의 무료 연출을 제

공하는 경우, 다만 해당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 혹은 이를 빌미로 영리를 하지 않아야

함, 

8. 선전 홍보를 위한 공개 전시하는 경우이

다. 

제 16 조 다음의 상황의 경우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판권 소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사전에 저작자에 대하여 수

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저작

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과 출처를 설명

해야 하며 본 조례 제 5 조에서 규정한 저작

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1. 학교 교재, 라디오 교재 혹은 아마추어

교육 교재로 편집, 개편 혹은 번역하는 경



xii

우,

2. 신문에서 전재하거나 라디오 방송국, 텔

레비전 방송국의 방영, 

3. 한족언어 저작물을 중국 내 소수민족 언

어의 저작물로 번역 혹은 개편하는 경우,

4. 점자 도서로 개편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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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3 차례 변화616

1991 년 저작권법 2001 년 저작권법 2020 년 저작권법

제 22 조 다음의 각 항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지 아니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 용할 수 있

다. 단, 저작자의 성명∙저작 물

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

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

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

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

물을 이용한 경우

(2)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

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

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

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인용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가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사∙텔레

비전방송사 매체의 이미 발표

한 사론, 평론원 문장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가 대중집회

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

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

표한 경우는 제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

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

제 22 조 다음의 각 항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지 아니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 용할 수 있

다. 단, 저작자의 성명∙저작 물

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

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

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

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

물을 이용한 경우

(2)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

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

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

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

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

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제 24 조 다음의 각 항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지 아니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 용할 수 있

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

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

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

익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끼쳐

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

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

물을 이용한 경우

(2)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

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

한 저작물을 적당하게 인용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

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의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

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

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

사∙텔레비전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공표한

                            
616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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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

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

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

으로 실연하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

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

회화∙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

영한 경우

(11) 이미 공표된 한자로 창작

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

에서 출판∙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

자로 출판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은 출판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 방송사의 권리제한에

도 적용된다.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

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

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

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

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

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

으로 실연하며,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 하며 실연자

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

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

회화∙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

영한 경우

(11)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한자로 창

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

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

내에서 출판∙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

자로 출판하는 경우

전관의 규정은출판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 라디오방송사, 

텔레비전 방송사의 권리제한에

도 적용된다.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제

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

작물을 번역∙각색∙편집∙방송 또

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이용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발행하

여서는 아니 됨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

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

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

으로 실연하며,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 하며 실연자

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

며, 어떠한 영리성 목적이 없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

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

회화∙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

영한 경우

(11) 중국 공민∙법인 또는 비법

인 조직이 이미 공표된 국가통

용언어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

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발

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독

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3)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전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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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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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of fair use under 

Chinese copyright law

Quan Xiaowen

Department of law

IP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s copyright law was enacted in 1990 and its legislation is relatively lat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why China belatedly introduced the copyright 

system can divided to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auses. The law is a category of norms, 

and the social foundation expressed as the will of the state, but in China, the copyright system

is legislated by Western pressure like a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material foundation of 

such a society is properly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copyright law legislation,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s perception 

of copyright was not long and the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of the people were not 

abundant, forc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related industries to neglect. Meanwhile, 

China's national economy began to develop as it enacted “reform and open” as a basic 

national policy and joined the WTO.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ultural life-related industry has naturally developed an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copyright 

system has increased, and as a result, the public's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respect 

for authors, and compensation and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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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y.

Howev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is not just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but also to share the nature of use for social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the copyright 

system considers not only the valu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but also the value of 

ultimately fostering the culture, arts, and related industries of society to enrich the cultural 

life of the people.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Chinese society only focused on 

copyright protection and rare interest in the fair use of users who restrict copyright, so this 

imbalance appears intact in the practice of Chinese copyright law and related courts.

For these comprehensive reasons, Chinese courts sometimes make judgments on various 

grounds, such as "three step tests" defined as international treaties, "four elements of fair 

use," or "transformative use," a logic developed in U.S. case law. This is not only a problem 

with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Chinese copyright law, but also an important issue 

on what grounds fair use is recognized and w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In fac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o use it fairly under copyright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judgment, and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judging fair use need to be clearly 

presented, as this directly restricts copyright, which is an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holder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explains China's overall 

copyright system, introduces the system related to fair use, and examines the logic of the 

Chinese court's specific practice. List the derived problems, organize these problems, and 

summarize the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 use consistent with the situation in China.

Keywords : Chinese copyright law, fair use, copyright restrictions, Third Amendment to Chinese 

Copyright Act, three-step test.

Student Number : 2013-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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