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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뮤지컬에도함께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 으나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 

근래에공연계에서도저작권에대한학습열이높아지고있으나, 사실저작권이라는법학의한귀퉁
이가만만하게정복될수있는대상이아니다. 방대한민법의기초이론위에서저작권이론이구성되
고, 그것자체가쉴새없이개정이되는분야인지라기본개념을이해하기도난해하고변화를따라가
기도숨이차다. 그렇다고하여, 저작권의개념에대한초보적이해없이현장에서공연기획업무를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 기본을 알아야 해결방법이 나오고, 전문가를 활용할 노하우
(knowhow)도생기는것이다. 기획하던공연물제목을다른단체가훔쳐갔을때어찌할지, 원작만화
와현저히달라진 화를원저작물로하여새로이공연물을만든다면 화사외에만화가에게도저작
권료를주어야하는지, 공연제목을상표등록을하 는데이태리레스토랑이그제목을간판에건경
우는어떻게되는지, 공연의유형은저작물로보호되는지, ‘연출가는실연자에포함된다’는법규정의
의미가무엇인지, 공연을함께만든창작자들에게후속공연에서얼마만큼보수를인정하여야하는
지…. 이들모든의문은기본적으로저작권을중심으로하는논의인것이다.

이러한혼란은비단공연업계에서만전개되는양상은아니다. 과연어느정도의창작성이발휘되었
을때‘저작물성’을인정하는지의‘창작성’기준이모호하므로보호받을권리와그렇지않은권리주
장이혼란스럽고, 보호의정도에서도권리자와이용자사이에서접점을찾기가쉽지않다. 잔잔하던
저작물시장에서, 1980년대이후미국의저작권변호사들의무차별공세가혼란을몰고왔다는비판도
있고, 창작자보호를기치로건‘저작권강화론’의배후에는실상순진한창작자로부터싸게권리를
넘겨받은탐욕스런저작권기업이숨어있다는지적도있다. 그러나저작권은우리헌법이보호하는
권리이고, 진정한권리자의보호필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특히우리공연업계에서
저작권자의권리가방치되어온경향에대하여는반성이필요하다. 권리자의보호없이문화의향상발
전이라는저작권법의목표는결코실현될수없기때문이다. 

예술경 지원센터가공연에얽힌저작권처리에대한야심찬기획을하 다. 이제첫걸음을시작하
으니앞으로경험을축적하고이론을다듬어더욱발전된형태로발전시킬것으로믿는다. 현장사

정에밝고탐색적인연구를즐기는이양희선생의역량은수년전에확인한바있다. 그와함께고민할
수있어기뻤다.   

홍승기_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들어가며

20세기를마무리하던무렵부터저작권이문화계를강타하고있다. 너도나도없이굴뚝산업을대체
하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문화의산업화’에주목하기시작하 고, 그중심에저작권이자리잡고있
기때문이다. 

우리저작권법은1957년제정된이래, 1986년외국인의저작물보호규정을보완하고저작인접권을
신설하는등으로전면개정된바있고, WTO 출범과함께 1994년및 1995년에일부개정이이루어졌
다. ‘디지털의제’에대응하여2000년저작자에게, 2004년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을인정
하기위한개정도있었다. 2006년전면개정시에는방송·전송및디지털음성송신을포괄하는‘공중
송신’개념을신설하 고, 실연자에게도저작인격권에상응하는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인정하
다. 2009년에는판매용음반을이용한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을부여하는내용의개정과저작권법

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통합하는새로운개정이있었다. 현재국회에는‘공정이용’을도입하기
위한개정안,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사후70년으로확대하기위한개정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중
재’권한을부여하기위한개정안등이상정되어있다. 

저작권법이이렇게자주개정되고있는이유는저작권에대한사회적관심이두터워졌기때문이다.
대본·음악·무대장치·조명·안무등의저작물을바탕으로, 배우의실연과연출자의연출행위를통
하여공연물을산출하여야하는공연업계로서는갑작스러운환경변화에당혹스러움을피할수없으
리라. 저작권자의요구는나날이높아지는한편진정한권리자를확인할방법이난망한경우도적지
않다. 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발생하는권리이고, 권리의발생에출원·등록과같은절차를요구하지
않는반면보호기간은점점 길어지고있다. 권리의탄생에아무런형식을요구하지않으므로이용자
로서는진정한저작자를찾기도어렵고, 심지어무단이용자가저작자에게‘당신이창작한사실을입
증하라’고큰소리를치는일도벌어진다. 

공립공연단체담당자가창작자몰래어떤뮤지컬을공연단체명의로저작권등록을하고찾아왔다.
등록사실을무기로창작자와의재공연계약에서유리한입지를확보하고자하는눈치 다. 대법원은
<사랑은비를타고> 사건에서‘뮤지컬’은개별창작자의권리가느슨하게묶인‘결합저작물’일뿐이
고, 원칙상제작자에게는저작권이귀속하지않는다는점을명백히하 다. 이러한판단은 화의저
작권에대한규율과는판이하게다른점이다. 화의제작과정에참여한여러창작자, 실연자의권리
는, 저작권법의특례규정에의하여, 제작자에게넘어가는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사랑은비를타
고> 소송과정에서뮤지컬제작자는 상저작물과뮤지컬의제작과정이유사하므로 상저작물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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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본전통인형극분라쿠역사에수많은걸작을남긴작가지카마쓰(近松, 1653~1724)가젊은시절
가부키대본집필에주력하다분라쿠의대본이라할수있는조루리집필에만전념하게된과정을보
면, 저작권과관련해흥미로운부분이있다. 가부키는배우중심의예술이어서배우들을돋보이게하기
위해배우들이대본을마음대로바꿔서공연하는것이당연시되고있었고, 이에지친지카마쓰가단어
하나바꾸지않고이야기의내용과주제를그대로전달하는것에가장중심을두는분라쿠에매력을
느꼈기때문이라는것이다.1 이렇듯창작자들의저작인격권에대한인식은오늘날과같은저작권개념
형성과무관하게이미오래전부터창작물에대한예술가들의본능적인애정과자존심으로존재해왔다.

공연의장르와상관없이이제공연기획·제작자들에게저작권은공연제작의전과정에걸쳐놓치
고갈수없는중요한업무중의하나가되었다. 공연최초기획단계에서부터작품을선정하거나개발
하고무대화에이르기까지, 그리고국내외투어를포함한재공연단계에서도저작권은공연의성사와
지속여부를결정하고제작비규모에 향을미치는결정적인요소가된다. 때문에이를확인하고허
락받고관리해야하는기획·제작자들에게저작권문제는까다로운행정과계약의문제, 혹은저작권
료의문제로먼저인식되는경우가많다. 특히저작권에이전시가저작자를대신해저작권관리를대
행하는경우가많은해외저작물의경우언어차이에서오는이질감과낯선관련용어, 거기에에이전시
의비즈니스적인업무처리까지겹쳐이런경향은더욱강화된다.  

하지만공연기획·제작자에게저작권업무는저작권료를어떻게협상하고제반계약조건을어떻게
끌어내느냐의문제이기이전에, 창작자와창작자의작품에담긴정신을어떻게이해하고공연으로만
들것인가를먼저고민하고소통하는것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 즉, 저작재산권이전에저작인격권
에대한고려와고민이선행되어야하는것이다. 창작자들에게작품의존재는재산이라기보다오랜고
통과두려움, 그리고좌절의과정을거쳐탄생한자식과같아서이들을온전하게지키고제대로된공
연으로관객들에게선보이게하고싶은소망을가지기마련이다. 때문에많은경우창작자들의저작물
에대한이용허락에있어우선시되는기준은기획·제작자들이으레걱정하듯돈(저작권료)이기보다
는자신의작품을얼마나이해하고존중하면서제대로된공연으로만들어줄것인가에대한고려가
먼저인경우가많다. 높은작품이용료를요구하는것으로알려진몇몇창작자들도속내를들여다보면
저작권료의수준을자신의작품가치에대한인정과동일하게인식하고있어서이기도하다. 많은경우
저작권자들과의저작권협상에있어주요한합의는저작권료의높고낮음보다는창작자와저작물에

대한존중을바탕으로한협의의과정에서상호간의신뢰가쌓이면서찾아지게된다. 

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법적인단속과관리가강화되면서, 개별저작물이모인‘결합저작
물’로규정되는공연(연극저작물)은하나의공연작품내에서도개별저작물들간의산업적가치에따라
이용방법과허락, 그리고관리에있어불균형이생겨나고있다. 예를들어연극에서공표된음악을배
경음악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저작자가음악저작물의관리를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신탁했다면, 제
작규모나작품에서의사용방식, 빈도등과관계없이연극제작자는협회의규정에따라매표수입의
2%를무조건저작권료로납부하고이를어길경우강력한제재를받게된다. 반면상대적으로산업적
성격이약해저작권관리가강력하지않은희곡의경우연극공연의가장기본이되는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음악저작물보다후순위로 려나기도한다. 저작권자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
도모하기위한저작권법이연극계의현실과또다른저작권자를압박하는아이러니한상황을만들고
있는것이다. 이런불균형을해결하기위한답을찾기란현실적으로그리쉽지만은않아보인다. 하지
만저작권법이궁극적으로창작자들의이익을보호하고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한것이라면, 창작자
들과공연기획·제작자들이우리나라공연계의현실을고려한저작권과저작권법의적용에대해함께
고민하고방법을모색할때그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공연과저작권』매뉴얼은공연의최초기획과제작준비, 공연제작에이르는프로세스에서발생하
는저작권이슈들과각단계별로기획·제작자가중점적으로점검하고진행해야하는저작권관련업
무들을정리하 다. 각업무와연관되는저작권법및저작권법시행령관련조항들을본문중에표시
하 으므로, 부록의저작권법에서관련조항들을함께참고하면더욱정확한이해를도울수있을것
이다. 또한부록의순서도에따라실무진행시필요한사항들을바로찾아점검할수있도록구성하
으므로이를활용하면보다빠르게원하는정보를찾을수있을듯하다. 법은현실상황과요구에따라
지속적으로변화하기때문에이매뉴얼에담긴내용역시추후법이개정되면달라지는부분이생길
수있으므로, 법개정상황을함께주시하고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매뉴얼은실무에서의경험을
바탕으로정리하 기때문에혹부정확하거나부족한부분이발견된다면, 너그러운양해와더불어의
견을부탁드리고싶다.

이양희_ 명동예술극장

1 김학현, 분라쿠, (열화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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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
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 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고판
시하 다(대법원1995. 11. 14. 선고94도2238 판결).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은저작물의표형형식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다. 이러한분류방법은‘예시’이므
로이와다른종류의저작물도있을수있다☞ p. 저작권법 2조 4항 참조.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7. 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러한분류이외에도저작물은‘원저작물’과‘2차적저작물’로구분할수도있고, 창작자의수에
따라‘단독저작물’및‘공동/결합저작물’로도분류가된다. ‘업무상저작물’이라는개념도확인할필
요가있다.

연극저작물

연극의극본은어문저작물에, 무대장치중미술적측면은미술저작물에, 배경음악은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배우의실연외에연출자의연출까지실연이라고한다면☞p.159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참조이들
요소와별개의‘연극저작물’이존재하는가하는의문이제기된다. 일본저작권법이‘저작물의예시’
로서‘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을 규정하는 점(제10조 제1항 제3호), 국 지적재산권법(CDPA;
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이‘dramatic work’를‘a work of dance or mime’으로규정

1. 저작권법의목적

저작권은헌법에근거를가지고있는권리이다. 헌법제22조는저작자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
다고규정하고있고2, 이에따라저작권법이입법된것이다. 저작권법제1조☞p .159 참조는저작권법
이‘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한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
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선언하고있다. 여기서저작자의권리란
‘저작권’이고‘이에인접한자의권리’란저작인접권을의미한다. 

저작권법의목적은‘권리자의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통하여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하는것이다. 여기서‘권리자의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가가문
제된다. ‘권리자보호’와‘이용의확대(=이용자보호)’사이에서어느쪽을더중시할것인가, 그균형
점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기준이그시대저작권정책이다.

2. 저작물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뜻한다☞p.159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이
하‘저작권법’을‘법’이라함). 여기서‘인간의사상또는감정’이란넓게인간의정신작용일체를의
미하며, ‘창작성’은낮은수준의창작성으로만족하는것으로해석한다. 

대법원은“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
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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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 보호]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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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외국소설에대한번역물이있고, 그번역물에대한각색물이있다면원칙적으로각색물의이
용자는각색자, 번역자, 원작자의동의를모두받아야하는것이다(외국소설에대하여번역물은2차적
저작물이고, 번역물에대한각색물도 2차적저작물이다. 외국소설에대하여각색물도 2차적저작물이
라고한다).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결합저작물

저작물의창작에2인이상이참여한경우공동저작물혹은결합저작물이발생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하고
☞p.160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참조, 분리이용이가능한것을결합저작물이라고한다(‘분리이용가능성설’).
‘공동저작물’에있어서‘공동의창작행위’는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공동저작자모두창작에참여하
는것을의미하지만, 시간과장소를같이해야만하는것은아니고상이한시간과상이한장소에서도공
동저작자들이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각각맡은부분을창작함으로써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
할수없는저작물이되면족하다. 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다는것은, 분리자체가불가능
한경우뿐아니라, 분리할수는있지만현실적으로그분리이용이불가능한경우도포함한다.

저작권법은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행사☞p.165 저작권법 제15조 참조와저작재산권행사☞p.173 저작

권법 제48조 참조에대하여규정을두고있다. 즉,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은저작자전원
의합의에의하여행사하여야한다. 이경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대법원은<사랑은비를타고> 사건에서뮤지컬의성격을결합저작물이라고판시한바있다. 뮤지컬
은극작가, 음악감독등창작자의결합저작물이고저작권법이 상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하는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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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점은이러한고민을반 한태도일것이다.3

무용저작물이안무가의창작인‘동작의型’을보호하는것이라면, 연극저작물의경우도연출가가
창작한동선중심의연출방식이우선적보호대상이라고할수있다. 연출자의연출이극본의단순한
해석에그친다면그연출은‘실연’수준이라고할여지가없지는않으나, 대체로연출은배우의동선
을짜고, 무대미술가, 음악감독, 조명감독등과협력하여공연전체를총체적으로창작하는작업이므
로연출자는극본을원저작물로한2차적저작물의저작자라고이해한다. 그러나연극저작물은, 화
와비교할때, 각본에서매장면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고있고, 등장인물의성격·의상·동작등에
있어서도각본에대한의존도가훨씬높은것은사실이다.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original)의존재를전제로한그것의번역물, 편곡물, 각색물, 상물등을‘2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p.162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참조이라 한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
(translation), 편곡(arrangement), 변형(transformation), 각색(adaptation), 상제작
(cinematization)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에대하여는독자적인지위를인정한다고규정한다
☞p.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 이는가령2차적저작물의작성자가원저작자의동의를받지않고임의로
2차적저작물을작성하 다면, 원작자에게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책임을지는점은별론으로하고,
그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확보하게된다는의미이다. 

그렇다면원저작물에어느정도의변형, 가공이이루어져야독자적으로보호받는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까. 2차적저작물로보호를받기위해서는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을유지하되, 이것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물이될수있을정도의수정·증감을가하여새로운창
작성이부가되어야하는것이며, 원저작물에다소의수정·증감을가한데불과하여독창적인저작물
이라고볼수없는경우에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게된다(대법원2004. 7. 8. 선고2004
다18736 판결). 따라서개념상으로는적어도원저작물이성립하기위한창작성요건보다는높은수준
의새로운창작성이필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저작권법제5조제2항☞p.162 참조은어떤의미인가? 이는2차적저작물을이용하려면2차
적저작물작성자의이용허락외에도원저작자의이용허락을별도로받아야한다는의미라고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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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완, 저작권법, (박 사, 2007), 59-60면.

[참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만화저작물의경우만화스토리작가가만화가와사이에기획의도, 전개방향등에대한구체적
협의없이단순히만화의줄거리로사용하기위해독자적인시나리오내지소설형식으로만화스
토리를작성하고, 이를제공받은만화가가만화스토리의구체적인표현형식을 (언어)에서그림
으로변경하면서만화적표현방식에맞게수정, 보완하고그만화스토리의기본적전개에근본적
인변경이없는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원저작물, 만화를2차적저작물로볼여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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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을정당하다.

원심은나아가, 비록신청인김용현, 설도윤이초연뮤지컬의제작자, 신청인배해일이연출자로서
초연뮤지컬의제작및공연에참여하고, 신청인설도윤이외국 화로부터초연뮤지컬의기본설정
을착안해이를대본작가나작곡자에게제공하 으며, 신청인배해일이일부대본의수정이나가사작
성에관여함과아울러초연뮤지컬의제작과정및공연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조율과지휘·감독을
한바있기는하지만, 초연뮤지컬의대본을실제로완성한오은희나그대본에따라곡을붙인최귀섭
은신청인들의피용자가아니라독자적인활동을하면서각자그스스로의재량에따라예술적인감각
과기술을토대로대본작성및작곡에대한대가로월급형태의급여가아닌완성된작업의대가를지
급받았으며, 오은희나최귀섭이초연뮤지컬의대본과악곡에관한저작권을신청인들에게양도하 다
고볼만한아무런자료가없고, 또연출자를변경한이사건뮤지컬이배우들의연기나안무, 조명, 무
대장치등연출자에의해달라질수있는부분까지초연뮤지컬과동일하다는점에대한소명도없으
므로, 초연뮤지컬의제작자로서그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없는신청인김용현, 설도윤이나초
연뮤지컬의연출자로서이를실연한데불과한신청인배해일은초연뮤지컬에대한저작권이나저작
인접권을주장하여피신청인들의공연의금지를구할수없다고판단하 다. 원심의사실인정과판단
은모두정당하다.

업무상저작물

우리저작권법은‘창작자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pp 저작권법 2조 3호 참조. 저작권법상‘창작자주
의’에대한유일한예외가‘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은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이하“법
인등”이라한다)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p.161

저작권법 2조 제31호 참조. 따라서업무상저작물요건을충족하는저작물에대하여는법인등에게처음부터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발생하게된다☞p.163 저작권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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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지위가뮤지컬제작자에게는인정되지않는다고한것이다. 결국제작자가안정적으로공연을계
속하려면, 처음부터창작자로부터저작권양도를받거나상당히장기간의독점적이용허락을받아야
한다는뜻이다.

원심은, 신청인들이뮤지컬 <사랑은비를타고>(이하신청인들이기획·제작한뮤지컬을‘초연뮤
지컬’이라고하고, 피신청인들이기획·제작한뮤지컬을‘이사건뮤지컬’이라한다)의저작권자라거
나공동저작권자라는신청인들의주장에대하여판단하기위한전제로서, 뮤지컬은음악과춤이극의
구성·전개에긴 하게짜맞추어진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된종합
예술의분야에속하고복수의저작자에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작성된경우이기는하나, 그
창작에관여한복수의저작자들각자의이바지한부분이분리되어이용될수있다는점에서공동저작
물이아닌단독저작물의결합에불과한이른바‘결합저작물’이라고봄이상당하다. 한편뮤지컬자체
는연극저작물의일종으로서 상저작물과는그성격을근본적으로달리하기때문에 상저작물제작
자에관한특례규정이뮤지컬제작자에게적용될여지도없으므로뮤지컬의제작전체를기획하고책
임지는뮤지컬제작자라도그가뮤지컬의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가없는이상독자적인저작권
자라고볼수없다. 또한, 뮤지컬의연기자, 연출자등은해당뮤지컬에관여한실연자로서그의실연
자체에대한복제권및방송권등저작인접권을가질뿐이라고판단하 는바, 기록과앞선본법리에

18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만화)

만화스토리작가가스토리를창작하여시나리오또는콘티형식으로만화가에게제공하고만
화가는이에기초하여다양한모양과형식으로장면을구분하여배치하는등그림작업을하여
만화를완성하 다면, 그만화는만화스토리작가와만화가가이를만들기위해공동창작의의사
를가지고각각맡은부분의창작으로함으로써주제, 스토리와그연출방법, 그림등의유기적
인결합으로완성되어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공동저작물’에해당한다.

[참고 3] 대법원2005. 10. 4. 자 2004마639결정 (뮤지컬 <사랑은비를타고>)

저작권법제2조제13호는‘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
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공동저작물의정의로규정하고있는바, 저작물의창작에복수의
사람이관여하 다고하더라도각사람의창작활동의성과를분리하여이용할수있는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아니라이른바결합저작물에불과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참고 4]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뮤지컬 <지저스크라이스크슈퍼스타>)

원고(극단현대극장)는공연문화창달을목적으로설립된비법인사단으로서1980. 2.경<지저
스크라이스트슈터스타>라는뮤지컬을우리나라에서초연한이래 1997. 12. 24.부터세종문화
회관에서5차공연을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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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것이고, 창작적인표현형식에기여하지아니한자는비록저작물의
작성과정에서아이디어나소재또는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등의관여를하 다고하더라도그저작
물의저작자가되는것은아니며, 설사저작자로인정되는자와공동저작자로표시할것을합의하
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9. 12. 10. 선고2007도7181 판결).

4. 외국인의저작물

외국인의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하는것이원칙이다. 우리나라
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과우리나라에서처음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도저작권법에의하
여보호된다. 조약에의한보호이든, 상거소혹은최초공표에의하여보호되든외국인의저작물보호
에는상호주의에의한제한이있다. 그외국인의본국에서우리나라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는범위
에서만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게되는것이다☞p.161 저작권법 제3조 참조. 

1987년 7월 1일부터시행된1986년저작권법제3조제1항은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
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다만당해조약발효일이전에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가입서를기탁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세계저작권협약이우리나라에서발
효하 고, 비로소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게되었다. 그러나, 세계저작권협약의취지는외국인저
작물의‘비소급적보호’으므로, 1987년 10월 1일이후새로이창작된외국인의저작물만이보호대
상이었다. 

그런데,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1996년 8월 21
일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이국내에서발효함에따라개정된 1995년저작권법(1996년 7월 1
일시행)은 1986년저작권법제3조제1항단서규정을삭제하고, 제61조저작인접권규정을개정함으
로써, 외국인의저작물을소급적으로보호하기시작하 다. 여기서소급의범위를어느정도로할지
가다시다투어졌다. 1957년제정된최초의저작권법이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30년으로한
점등국내법의해석상1957년1월1일이후사망한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면조약상의무를다하
는것으로결론이났다. 이러한해석을전제로 1987년 10월 1일이후에창작된저작물이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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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자

“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창작한자를저작자로한다는
규정☞p.159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참조, 저작권은저작한때로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
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는규정☞p.163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참조, 저작인격권은이를양도할수없는
일신전속적인권리로한규정☞p.164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참조등은당사자사이의약정에의하여변경
할수없는강행규정이다(대법원1992. 12. 24. 선고92머677 결정). 

따라서, 2인이상이저작물의작성에관여한경우그중에서창작적인표현형식자체에기여한자

20

‘뮤지컬’은악곡, 가사, 안무, 무대장치등이결합되어있는종합예술로서, 수개의저작물에
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창작된경우라고할수있으나각저작물이분리되어이용될수
있으므로, 이는공동저작물이아닌소위‘결합저작물’로서악곡, 가사등에관한개별적저작권
이성립하고그들개별저작물들이결합되어있는것이다.   

원고는1979.말경위뮤지컬을우리나라에서초연하기로기획한후정O조에게300만원정도
를지급하고원곡을편곡하도록하 고 문가사를우리말로번역한김의경은원고의공동창설
자이며, 이들은각원고의기획의도에맞도록원고를위하여번역과편곡을하 던사실, 원고는
이를원고의명의로초연하여공표한이래위편곡된악곡과번역된가사를이용하여위뮤지컬
을공연하여왔으며, 이사건뮤지컬에서도위편곡과가사를그대로이용하고그밖에안무자나
무대장치담당자등을전체적으로지휘·감독하여원고의명의로위뮤지컬을제작·공연한사
실, 정O조나김의경등은위초연에서는물론원고의2차내지이사건뮤지컬을거쳐20여년이
경과하도록원고나제3자에대하여자신의저작권을주장한일이전혀없는사실등을인정할
수있고, (중략) 이사건뮤지컬은여러가지저작물들이제작자의창작의도에따라상호조화롭
게융화되도록원고가제작과정부터공연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조율과지휘·감독을하지않
을수없다는사정등에비추어보건대, 정O조나김의경등은원고의기획하에원고를위한업
무로서이사건뮤지컬의악곡과가사들을작성하 다고볼것이므로이사건뮤지컬에관한모
든저작권은그공표자인원고에게원시적으로귀속되었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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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이후에저작자가사망하거나생존하고있어새로이보호의대상인된저작물을‘회복저작물
(restored work)’이라고한다.

1995년저작권법부칙(1996. 12. 6. 시행) 제4조제3항☞p.208 부칙 제2015호 참조은“회복저작물등
을원저작물로하는2차적저작물로서1995년 1월 1일전에작성된것은이법시행후에도이를계속
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그원저작물의권리자는1999년12월31일후의이용에대하여상당한보
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 다. 이규정의취지는, 그요건에들어맞는2차적저작물에대하여는
‘보상청구권’만이인정될뿐‘금지청구권(=정지청구권)’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었다.4

<캣츠>를공연하 던극단대중은, 원저작물 <캣츠>가 1981년창작되었으므로‘회복저작물’이고,
원저작물<캣츠>에새로운창작성을보탠2차적저작물로서의극단대중版<캣츠>를1991년에제작하
으며, 2000년도의 <캣츠> 공연은 2차적저작물인 1991년극단대중판 <캣츠>의‘계속이용’이므로

금지청구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 다. 즉, 경제적보상을할의사는있으나공연을중단하라
는주장에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 이에대하여앤드류로이드웨버(Andrew Lloyd Weber)
에의하여설립된RUG는극단대중판 <캣츠>가 2차적저작물이아니고, 2000년도의극단대중의
<캣츠>는 1991년도 <캣츠>의‘계속이용’이아니라고주장하 다. 서울지방법원은RUG의공연중지
가처분신청에대하여, 1991년작극단대중판<캣츠>가‘노래가사내지대사를국어로번역하 다는
점과출연배우의분장안무나무대장치를우리나라의공연실정에맞게일부변형각색하 다는점이
인정되기는하나, 원저작물의음악(악곡) 만큼은거의그대로사용하고있다'는등의이유로공연중지
가처분신청을인용한바있다(2000. 5. 15. 자2000카합774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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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자의 저작권법상 권리에는 일반적으로‘금지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출판물
을 발매하거나, 공연물을 공연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
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 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
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사업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
83조의 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등이 그것이다(법 제123조 제1항)
1995년 저작권법 부칙 제4조도 규정형식상 금지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Ⅱ 저작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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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미법국가는저작인격권인정에소극적이었다. 미국은 1989년 3월 1일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시각예술저작물(works of visual art)에 대해서‘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과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인정한‘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1990. 10. 27)을
통과시켰다. 미국저작권법의정의규정(제101조)에의하면, ‘시각예술저작물’은회화, 소묘, 판화, 또
는조각을의미하는데, 단일작품으로만존재하거나(single copy), 작품수가‘200개이내의한정판’
이어야하며(a limited edition of 200 copies or fewer), 저작자가서명하고일련번호를기재한것
(consecutively numbered)이어야한다. 대량주조, 조각또는제작된200개이내의조각품은저작자
가일련번호를기재하고저작자의서명기타식별표지(signature or other identifying mark)가있
어야한다. 전시목적만으로창작된스틸사진(still photographic image)의경우에는저작자가서명
한원본만존재하거나저작자가서명하고일련번호를기재한200개이하의원본으로존재하여야한
다.6, 7 국은1988년지적재산권법(CDPA)에의해베른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조치로저작
인격권을인정하 다. 캐나다저작권법상저작자는동일성유지권과성명표시권을향유하고, 호주도
2000년저작권법개정을통하여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을인정하게되었다. 국의저작인격권
보호기간은저작자의사망과함께만료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현행법은저작재산권과동일한보
호기간으로개정하 고, 미국저작권법은생존기간으로규정하 다(§106A(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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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의내용

1.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

저작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가진다☞p.163 저작권법 제10조 참조. 저작인격권은 19세기독일
과프랑스에서인격권을넓게보호한데서비롯되었다고한다. 독일에서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
일원적으로보아저작권자체의양도를부정하고(저작권일원론), 프랑스는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은
불가분이아니므로저작재산권은양도가능하다고파악하 다(저작권이원론). 보호기간에서도차이가
있어독일은사후70년간의단일한기준을, 프랑스는저작재산권은70년, 저작인격권은 원히보호된
다고이해한다.5

우리 저작권법은 프랑스법의 저작권 이원론에 따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분리된 권리로
파악한다.

2. 저작인격권

우리저작권법에서는저작인격권으로공표권☞p.163 저작권법 제11조 참조, 성명표시권☞p.164 저작권법

제12조 참조, 동일성유지권☞p.164 저작권법 제13조 참조을규정하고있다.

저작자는저작물을공표할것인가, 공표하지않을것인가, 공표한다면언제공표할것인가를결정
할수있고(공표권), 공표매체에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가있으며(성명표시권), 자신의저작물
의내용·형식또는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동일성유지권). 베른협약과WIPO 저작
권조약(WCT)에서는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만을인정하고있는데, 우리저작권법은공표권까지
인정하고있다.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권리이다. 우리저작권법상‘일신전속성’을비양도성·비상속성으로
해석하나, ‘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에대하여따로규정하고있으므로상속성이전면
부인된다고하기는어렵다☞p.164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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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덕 ·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78~79면.

6 박준우,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계간저작권 (2008/겨울), 63~64면.
7 17 U.S.C.101. A "work of visual art" is -

(1) a painting, drawing, print or scripture, existing in a single copy, in a limited edition of fewer that
are signed and consecutively numbered by the author or, in the case of a sculpture, in multiple
cast, carved, or fabricated sculptures of 200 or fewer that are consecutively numbered by the
author and bear the signature or other identifying mark or the author: or
(2) a still photographic image produced for exhibition purposes only, existing in a single copy that
is signed by the author, or in a limited edition of 200 copies or fewer that are signed and
consecutively numbered by the author

8 박덕 ·이일호, 전게서, 106~109면.

[참고 5] 대법원 1992. 12. 24. 선고92다31309 판결 (롯티사건)

호텔롯데가그계열사인광고대행사를통해캐릭터도안을모집하 고, 출품자의너구리
도안이당선작으로선정되었다. 출품자와호텔롯데는응용도안을개발하되출품자는작품료
를받고저작권을양도하기로하 으나수정과정이반복되자출품자는더이상의수정을거
부하 고, 호텔롯데는만화가인제3자로부터출품자의도안을기초로한새로운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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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종류로, 복제권☞p.165 저작권법 제16조 참조, 공연권☞p.165 저작권법 제17조

참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참조,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이규정하는저작재산권은저작권자가직접행사할수도있고, 제3자에게권리를양도하
거나이용허락을할수도있으며제3자의불법한이용에대하여금지를청구할수도있는권리이다.
저작권을배타적권리라고하는데, 배타성으로부터금지청구권이발생한다.

- ‘복제’는‘인쇄·사진촬 ·복사·녹음·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
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의미한다. 건축물의경우그건축을위한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
서에따라시공하는것도복제에포함된다☞p.160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참조.  

- ‘공연’은저작물또는실연·음반·방송을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 ·재생그밖
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제외)을포함한다☞p.159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참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
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이란백화점, 카페, 스키장, 호텔등에서스피커로음악을들려주는경우등을
말한다.

- ‘공중송신’은저작물실연·음반·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저작물등”)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
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p.159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참조.

‘공중송신’은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을포괄하는개념이다. ‘방송’은‘공중송신중
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상또는음과 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p.159 저작

권법 제2조 제7호 참조. ‘전송(傳送)’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p.159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 ‘디지털음성송신’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
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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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아‘롯티’로명명하 다. 출품자는저작권법상의동일성유지권침해를이유로사용정
지신청을하 다.

법원은, ‘출품자가제작한너구리도안은순수미술작품과는달리성질상주문자의기업활
동을위하여필요한경우변경되어야할필요성이있었고, 캐릭터제작계약에의하여호텔롯
데가도안에관한소유권, 저작권등모든권리는물론도안의변경을요구할권리까지유보
하고있었음을알수있을뿐아니라출품자가호텔롯데의요구에의하여몇차례수정을하
다가자기로서는수정을하여도같은도안밖에나오지않는다면서더이상의수정을거절한
사실까지보태어보면, 출품자는그의의무인도안의수정을거절함으로써호텔롯데가도안
을변경하더라도이의를하지아니하겠다는묵시적인동의를하 다고인정함이상당하다.
따라서호텔롯데가제3자로하여금출품자가제작한너구리도안을일부변경하게한다음
변경된기본도안과응용도안을기업목적에따라사용하고있다하더라도그변경은출품자의
묵시적인동의에의한것이므로저작권법에규정된동일성유지권의침해에는해당되지않는
다’고판단하 다. 

[참고 6] 서울고등법원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휴대폰벨소리)

음악사이트의운 자가원곡의일부를전송하는미리듣기서비스를제공하거나, 원곡을부
분적으로발췌, 변환, 저장후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를제공한경우이다.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저작인격권의일종으로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
취지의규정인것은부인할수없으나, 구저작권법(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개정되기전
의것) 제16조가“저작자는저작물에관한재산적권리에관계없이또한그권리의이전후에있
어서도그저작물의내용또는제호에변경을가하여그명예와성망을해한자에대하여이의를
구할수있다”라고규정하여‘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할것’을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으
로규정하 던것과달리, 위개정이후의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저
작자의명예와성망등구체적인인격적가치의훼손이동일성유지권침해의요건이아니라는
점을명백히하 으므로,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는변경이저작
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이상그와같은변경이실제로저작자의명예와성망을해한것인지여
부를묻지않고저작물의완전성에관한저작자의인격적이익이침해된것으로간주하므로이
는동일성유지권침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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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이론 / 최초판매원칙11

저작권법제20조단서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
(exhaustion of rights) 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배포권이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를‘권리소진이론’혹은‘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한다. 배포권을엄격히적용
하면저작물의유통단계에서저작자가일일이권리를행사할수있고, 결과적으로소유권과의관계에
서충돌이발생하게된다. 그래서저작자는최초배포를허락하면각유통과정에일일이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권리소진이론이등장하 고, 배포권은저작자가최초배포자에게허락해주는권리로축소
되었다.12 저작물이저작자허락없이불법유통되는경우에는여전히배포권이유효하다. 

WIPO 저작권조약(WCT)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 상저작물및체약당사자의국내법에서정한음
반에수록된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에상업적으로대여하는것을허락
할배타적인권리를가질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p.162 저작권법 제7조 참조. WTO/TRIPs에서도컴퓨
터프로그램과 상저작물에관하여, 회원국은저작자가권리승계인에게그들이저작권보호저작물의
원본또는복제물의공중에대한상업적대여를허락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도록규정하
고있다☞p.163 저작권법 제11조 참조.

4.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50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로부터 10년간존속한다☞p.171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참조.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50년간
존속한다☞p.171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참조. 무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
로부터5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50년이경과하 다고인정할만한정
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 50년이경과하 다고인정되는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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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159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참조. 

즉, 방송은일방적송신을의미하고, 전송은컴퓨터네트워크를통한주문형쌍방향송신을말한다.
한편컴퓨터네트워크를이용하고있으나송신형태는일방적으로보이는실시간스트리밍(웹케스팅)
을방송으로볼것인가, 전송으로볼것인가하는의문이제기되었다. 공중송신은방송·전송·디지털
음성송신을포괄하는새로운개념으로2006년저작권법전면개정시등장하 다.    

- ‘전시’는저작물이담긴유형의공중이접근하여감상할수있도록게시하거나설치하는것이라
고할수있다.9 전시권은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이를‘미술저작물등’이라한다☞p.164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참조)에만해당하는권리이다.

- ‘배포’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
대여하는것을말한다. ☞p.165 저작권법 제20조 참조.

- ‘대여’는‘배포’에포함된개념이다. 저작권법은원칙적으로배포권이판매등의통상적방법으
로거래에제공되면배포권이소멸한다고규정하면서도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예외적으로대여권을인정하는것이다. 대여권은1980년대일본소니사의워크맨출시에의
하여등장한권리라고한다. 일본릿쿄(立敎)대학학생이음반을대여하여카세트테이프에복제한후
반환하도록하는사업으로성공하 고, 이에따라음반의매출이줄어들자권리자에게통제권을부여
할필요가생겼다는것이다.10

우리나라에서는책이나 상저작물의대여는행해지고있으나, 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의대여가
일반적이아니라고는점에서실효성을인정하기어렵다.  

-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을번역·편곡·변형·각색· 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을말한다☞p.16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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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2010), 275면. 
10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36면.

11 스웨덴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반이나 상물에 대해서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대여는 물론 재판매에까지
저작자의 허락을 요한다고 한다. 스웨덴저작권법 제23조, 박덕 ·이일호, 전게서, 105면.

12 최경수, 전게서,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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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것으로본다☞p.171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 참조.

업무상저작물, 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로부터 50년간존속
한다. 다만, 창작한때로부터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로부터50년간존속한
다☞pp 저작권법제41-42조참조. 보호기간의기산과관련된공표시기는책·호또는회등으로공
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
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p.172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참조. 일부분씩순
차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부터3년이경과되어
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최종부분으로본다☞p.172 저작권법 제43조

제2항 참조.

주의할점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
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는점이다☞p172 저작권법 제44조 참조. 예를들어2011년에사망한저작
자의저작물은, 그가1월1일에사망하 든12월31일에사망하 든가리지아니하고, 2012년1월1일
부터기산하여50년이종료하는2061년12월31일이지나면서보호기간이종료하게된다.

30

1.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2. 시간적제한: 보호기간
3. 사용목적과형태에따른제한
4.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Ⅲ 저작재산권보호의제한과예외

저
작
권

관
련

기
본
지
식



저작권보호기간은연장되는추세에있다. 독일이최초로저작자사후70년을규정하 고이후유럽연
합이역내조화를이유로70년기준채택을하 으며, 1990년대후반미국도유럽연합과의교역상의이유
및월트디즈니등저작권자들의강력한입법로비에힘입어 저작자사후70년기준으로저작권법을개정
하 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론자들은보호기간의연장의근거로창작인센티브가강화된다는점, 평균
수명이연장되었다는점을들고있으나이에대하여는반론또한만만치않다. 실제로저작물이저작자사
후50년간거래되는비율은2% 미만이고, 이경우에도대부분의저작권은이미창작자로부터저작권기업
으로양도된것이현실이므로연장론자들의주장이터무니없다는비판이다. 

※ 번역권
1886년베른협약은번역권에대하여10년간번역물이발행되지않으면소멸하도록규정하 으나(제5

조) 1908년베를린개정에서다른권리와같이사후50년보호로개정하 다(제8조). 일본은1908년베른
협약에가입하면서종전규정의유보선언을하여 1976년까지번역권의 10년단기소멸제도를원용하여
외국저작물을번역하여왔다.14

3. 사용목적과형태에따른제한

일반적 예외 규정 도입 논의

우리저작권법은제23조부터제38조까지에서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를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다. 이
에대하여는미국법의fair use, 국법의fair dealing 규정등과같이열거규정외에도제한사유를포괄
하는일반규정을두고있는경우가있고, 저작권환경이급변하고있는만큼구체적인예외규정만으로는
한계가있으므로탄력적인대처가가능하도록일반규정을도입하자는논의가있고, 현재그개정안이상
정되어있다. 일반규정을도입하면‘패러디’등새로운쟁점에대하여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할수있
는근거가생기고, 디지털환경에서사적이용여부가애매한사안에대하여도면책의범위가넓어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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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보호받지못하는제작물은아래와같다. ☞p.162 저작권법 제7조 참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가. 내지다.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13

※ 음란물의 저작물성
음란물은저작물로서보호받는가하는의문이있다. 음란물의제조, 배포가범죄행위가되는점은별론

으로하고음란물이라고하더라도창작성이인정되는한저작물의성립을인정된다.

2. 시간적제한 : 보호기간

베른협약은 1886년체결당시보호기간에관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았다. 1908년베를린개정에서
유보(reservation) 가능을전제로저작자사후50년기준을채택하 고, 1948년저작자사후50년기준을
의무화하 다. 

32

[참고 7] 대법원 1990. 10. 23. 선고90다카8845 판결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문
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면되고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
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

13 미국 저작권법에서도‘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민감한 보도
를 전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된다고 한다(hot news doctrine).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1918.12), 임원선, 전게서, 57면 주 39) 참조. 14 이상정, “저작권 제도의 회고와 전망”, 계간저작권(2009/가을),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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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예외 규정 ☞pp.164~170 저작권법 제23조-35조 참조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로서,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정치적연설등의이용, 학교교육목적
등에의이용, 시사보도를위한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의인용, 비 리공연·방
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p.168 저작권법 제30조 참조,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
애인들을위한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녹화,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등을규정하고있다.

이중법제28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규정의적용을위하여서는인용저작물이질적·양적으로주
가되고인용되는저작물이종적인관계여야저작권침해책임을면하게된다. 대법원도, “그인용의목적
이보도·비평·교육·연구에한정된다고볼것은아니지만, 인용의‘정당한범위’는인용저작물의표현
형식상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附從的)
성질을가지는관계(즉인용저작물이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종인관계)에있다고인정되어야하고, 나아
가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
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
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 다(대법원1998. 7. 10. 선고97다34839
판결; 대법원2004. 5. 13. 선고2004도1075판결).

법제29조비 리목적공연·방송규정에대하여도검토할점이있다☞p.168 저작권법 제29조 참조. 우선
법제29조제1항의‘비 리공연’은ⓛ 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 ②청중등으로부터반대급부를받지
않으며, ③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지않아야한다. 이러한요건은저작권자의정당한권리를과
도하게제한하지않도록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예를들어기업이홍보목적으로무료공연을하더라
도간접적으로나마 리성이인정된다면 리공연으로해석되고, 자선공연이비 리공연과동일시되는
것도아니다. 법제29조제2항의경우에도정당한권리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시행령에서면책대
상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다. 시행령제11조에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그소속기관포함)의청사
및그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에서발행일로부터6개월이지나지않은판매용 상저작물을재생하는형태의공연이
나, 유흥주점, 경륜장·경정장, 골프장·스키장,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대형마트·백화점등에서판매
용음반또는판매용 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연하려면저작재산권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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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Fair Use)은 아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있다. 

ⓛ사용의목적및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 

②보호되는저작물의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③사용된부분이보호되는저작물에서차지하는양과중요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④잠재적 시장 효과(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패러디
패러디는짧게‘원작에대한풍자적왜곡’이라고할수있다. 원칙적으로제3자의저작물을허락없이

이용하는관계이므로‘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의위험이있고, 원작을풍자하는관계이므로‘동일성유
지권’침해의가능성이문제가된다. 패러디에대하여원작저작자·저작권자의동의를요구한다면, 원작
자는아마도왜곡과풍자가따르는이용을거절하고싶을것이다. 그러함에도‘공정이용’원칙으로패러
디를허용하고자하는취지는원작에대한풍자에의하여문화의향상을이룰수있다는믿음때문이다.
성공한패러디는저작권침해가아닌데, 구체적으로는‘2차적저작물작성권’및‘동일성유지권’침해의
혐의에서벗어나게된다. 

패러디항변이쟁점이된사안에서우리법원도미국저작권법제107조를분석의도구로사용한
예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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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서울지방법원2001. 11. 1. 결정 2001카합1837호 (서태지와아이들 <컴백홈>)

개사곡은원곡에나타난음악적특징을흉내내어단순히웃음을자아낼뿐비평적내용을부
가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한것으로는보이지않고, 패러디로서보호되는것은해당저작물에
대한비평이나풍자인것이지해당저작물이아닌사회현실에대한것까지패러디로허용된다고
보기는어렵다. 상업적목적으로원곡을이용하 으며, 원곡을인용한정도가원곡의사회적가
치저하나잠재적수요하락이될수있는경우에는패러디로서보호받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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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저작물이용이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는이론이없겠다. 그러나
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발생함에도일정한형식을요구하지않고, 그존속기간이상당히장기간이므로,
이용자에대하여모든권리자를확인하여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고요구하는것이합리적이아닌경우
가적지않다. 또한과도한요구를하는권리자가있는경우공익적인관점에서강제적인이용허락이필요
한경우도없지않다. 우리저작권법도이러한취지에서법정허락제도를두고있다. 법제50조저작재산
권자불명인경우의법정허락제도는활발히이용되고있으나, 법제51조‘공표된저작물의방송’및법
제52조‘판매용음반의제작의경우활용이전무한실정이다.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 어도공표된저작물(외국인의저작
물을제외)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
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
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p.173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참조. 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
법정허락의대상이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생략할수있고☞

p.174 저작권법 제50조 제2항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정허락내용을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한다
☞p.174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참조.

대통령령은‘상당한노력’에대하여, ⓛ해당저작물을취급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저작재산권
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또는거소를조회하는확정일자있는문서를보냈으나이를알수없다는회신
을받거나문서를발송한날로부터1개월이없는데도회신이없을것, ②일반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
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의조회사항등을공고한날로부터10일이지났을것이
라는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될것을요구한다(시행령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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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제29조 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16 신창환, “커피 숍 매장 내 배갱음악 재생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문화 2010/11, 18~19면. 

[참고 9] 스타벅스매장배경음악

최근법제29조제2항의비 리공연과관련하여서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스타박스사이에분
쟁이있었다. 스타박스는프랜차이즈본사와의계약에따라스타박스매장에서만사용될수있도
록제작한CD를프랜차이즈본사로부터구입하여재생하 는데, 시중에서일반소비자에게판매
되지않는CD가저작권법제29조제2항의‘판매용음반’에해당하는지여부및스타박스매장에
서의음악재생을‘ 업의주요내용의일부’라고보아야하는지가문제되었다.15 1심법원은저작
권법제29조제2항이판매용음반을시판용음반으로제한하고있지않다는점등을이유로, 스타
박스의매장에서만사용될수있도록제작하여판매된CD 역시저작권법제29조제2항의‘판매용
음반’에해당한다고판단하 다. ‘ 리목적’과관련하여서는“커피전문점매장 업의주된내용
은커피·케이크등을판매하고이윤을늘리기위해음악을재생감상하게하는것이 업의일부
는될수있을지라도 업의‘주요’내용의일부가되기는어렵다고판단하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4. 29. 선고2008가합44196)

이에대하여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법제21조대여권, 제52조법정허락, 제82조방송사업자
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등규정의‘판매용음반’은‘시판을목적으로제작된음반’으로해석되
므로저작권법제29조의‘판매용음반’만을달리해석할근거가없다고판단하 다. 즉, 스타박스
국내지사가배경음악용으로수입한CD는공중에게판매하기위하여제작된것이아니라스타박
스체인의세계각국지사에게만공급하기위하여특별제작된것이고, 특정플레이어를통하여만
재생이되고일정기간후에는재생할수없는등일반시판을위한음반으로보기어렵고, 문제된
CD의제공은배경음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한방법에불과할뿐인데동일한목적으로인터넷
전송등을통하여음악저작물을다운로드받게할경우라면저작권제한사유의어디에도해당하
지않는다는점등에비추어보면, 문제의음반은“판매용음반”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저작권제
한규정인법제29조를적용하여저작권이제한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 다.

(2010.9.9. 선고2009나53224판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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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저작물의방송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 으
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
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이를방
송할수있다☞p.174 저작권법 제51조 참조.

판매용음반의제작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
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 으나협의가성립하지아니하
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
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
있다☞p.174 저작권법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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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지휘자·연출자·감독이2차적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데는문제가없다고본다. 그렇다면이규
정의의미는지휘자·연출자·감독의창작적기여가2차적저작물의요건이되는창작성을충족하지못
한경우라도해석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은<사랑은비를타고> 사건에서, “신청인OOO이일부대본의수정이나가사작성에관여함과
아울러초연뮤지컬의제작과정및공연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조율과지휘·감독을한바있기는하지
만, (중략) 초연뮤지컬의연출자로서이를실연한데불과한신청인OOO은초연뮤지컬에대한저작권이
나저작인접권을주장하여피신청인들의공연의금지를구할수없다”고하 다(2005. 10. 4 자 2004마
639 결정). 결론의당부는별론으로하고, 판결의취지는창작적기여가높으면저작권을주장할수있으
나이작품에대한기여정도는실연자에불과하다는취지로읽힌다. 

실연자의인격권

우리저작권법은2006년개정에서실연자에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인격권을인정하 다.
이는종래저작인접권을저작권에비하여열등한권리로파악하고, 그결과저작인접권자에게는인격권
을인정하지않던태도에서벗어난것으로서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기준에맞춘입법이다. 실
연자의인격권도저작인격권과마찬가지로일신전속권이다☞p.179 저작권법 제68조 참조.

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p.178 저작권법

제6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
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p.179 저작권법 제66조 제2항 참조. 종전에도관례상
실연자의성명을표시하여왔으나이제는저작권법상의권리로확실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p.179 저작권법 제67조 참조. 프랑
스판례는특정실연을음란물에넣는다거나실연에음향효과를넣은데대하여실연자의인격권침해를
인정하 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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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인접권의성립

역사적으로저작인접권은저작권에비해훨씬후에발생한권리이다. 저작권이인쇄술의발달에의하
여등장하 다면, 저작인접권은녹음기술의발명에의하여출현한권리이기때문이다. 종래실연자는무
대 공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 으나, 녹음기술의 등장으로 이른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발생함으로써실연자보호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실연자는창작을하지않
았으므로그에게저작권을부여할수는없으나, 저작물을‘예능적방법으로’분석하여전달하는주체이므
로저작권에이웃한어떤권리를인정할필요가논의된것이다. 아울러자본을투입하여저작물의확산에
기여하는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의보호필요성도제기되었다. 우리저작권법은실연자, 음반제작자, 방
송사업자를저작인접권자로서보호하고있다.   

1928년베른협약개정로마회의를거쳐1961년베른동맹,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ILO)가공동으로로
마회의를개최하여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이
성립되었다. 이를통칭로마협정(Rome Convention)이라고한다. 우리나라는아직로마협정에가입하지
않았으나WTO/TRIPs 협정이로마협정을준용하고있으므로특별히문제가생기지는않는다. WIPO에
서는새로운기술의변화와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적응할목적으로활발한논의를거쳐실연·음반조약
(WPPT)을성립시켰고, 우리나라도최근이에가입하 다. 

2. 실연자

“실연자”는저작물을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
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연출·감독하는자
를포함한다☞p.159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참조. 저작물이아닌것을표현하는실연이란곡예, 마술, 흉내등
을생각할수있다. 엑스트라나보조실연자는실연자가아닌것으로이해한다. 

여기서‘실연을지휘·연출·감독하는자’를실연자에포함시킨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지휘자·연
출자·감독이기존저작물을새롭게해석하고창작성을부가하 다면2차적저작물이발생하게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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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반제작자
☞p.181 저작권법 제78-83조 참조

음반제작자에게는인격권이인정되지않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등의배타적권리와방송
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 공연자에대한보상청구권☞p.181 저작

권법 제83조 2 참조이인정된다. 권리의내용은실연자에대한설명과다르지않다.  

4.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p.182 저작권법 제84조-제85조 참조등의배타적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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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재산권 ☞pp.179~180 저작권법 제69-76조 참조

실연자에게는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실연공연권), 방송권, 전송권등의배타적권리와함께
음반에수록된실연을재생하는경우보상청구권이인정되고있다. 보상청구권은방송사업자, 디지털음
성송신사업자, 공연자에대하여행사할수있다.

실연자에게인정되는공연권은고정되지않은실연(unfixed performance), 즉생실연에대한것이고,
이경우에도방송실연(broadcast performance)은제외된다. 따라서생방송프로그램에출연하고그프
로그램이카페, 음식점등에서전달되는경우실연자는공연권을주장할수없다는결론이된다.18

방송사업자혹은공연제작자는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혹은공연을하는경우상당한
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
에게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급할필요가없다☞p.180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참조.
보상금의지급은신탁관리단체를통하여서만이루어진다☞p.180 저작권법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참조. 공
연제작자에대한보상청구권은2009년저작권법개정으로신설된것이다☞p.180 저작권법 제76조의 2 참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도상당한보상을지급하여
야하고, 이경우에도신탁관리단체를통하여야한다☞p.180 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디지털음성
송신’이란동시성의면에서는방송의성격을가지나컴퓨터네트워크를이용한다는면에서전송의성격을
가지는공중송신의유형이다. 저작권법은디지털 상송신에대하여는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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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경수, 전게서, 326~327면.

[참고 10] 서울고등법원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뮤지컬 <사랑은비를타고>)

실연자가법제63조등에의하여가지는저작인접권은실연자가특정시점에서실제로행한
실연그자체를녹음·녹화또는사진촬 하는등복제할수있는권리일뿐, 그실연과유사한
다른실연에대해서는그권리가미치지않는바, 원고의주장에의하더라도피고들은원고가초
연뮤지컬의개별공연시행한연출그자체를복제한것이아니므로, 피고들은초연뮤지컬의
연출에관한원고의실연자로서의저작인접권을침해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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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제작자에게양도추정
2. 상저작물의저작자
3. 상제작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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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이용되는 주체를 말하고, ‘근대적 저작자’는 상저작물의 작성에 저작자로서의 활동(act of
authorship)을하는주체를말한다. 배우나가수는실연자로서저작인접권자로서보호받는다.

일본저작권법에서는이른바고전적저작자, 근대적저작자를법에서규정하나20, 그분류가항상명
확한것은아니다. 독일은극본이나 화음악저작자를고전적저작자로파악하나, 프랑스는각본가, 각색
자, 대사작가, 음악작곡자를근대적저작자로추정하는것이다(프랑스저작권법제113의7).21

저작자의결정

화의저작자를결정하는데에는일부국가특히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저작물의창작자보
다 제작자를 중시하는 기업가적 접근을 반 한다. 1988년 국지적재산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정시제작자(producer)를 화저작자(author of the film)라고규정하 다. 국
지적재산권법(CDPA) 제9조 (2)항 (a)에서는, 화의저작자는 화를제작하는데필요한수단을강구하
는사람이라고규정하는데이는‘제작자’를의미하 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고용저작물(work made
for hire; 우리법의업무상저작물에해당) 이론이적용되어유사한결론이될것이다.22

대륙법에서는저작자(author)란실제로작품을창작한사람이어야하고반드시자연인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법인은 저작권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취득자(subsequent
rightholder)가될수있을뿐이다. 대륙법에서는 화창작에기여한복수의사람들이모두저작자로인
정되거나감독만이저작자로인정된다. 감독은전체 화의내용과외형, 구조를조정, 통합하 다는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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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작물은‘공동저작물’로, 연극저작물은‘결합저작물’로분류되어그저작권적성격을달리하지
만다수창작자와실연자가참여한다는점에서유사한면이있다.(p.17. 참조). 그러나저작권법은 상산
업의진흥이라는측면에서 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을두어(창작자가아닌) 제작자를특별히보호하
고있으므로, 특례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연극저작물과사이에제작자의지위에서심각한차이가있다.
한편, 현대의공연은그자체에서 상물을이용하는예가늘어나고있다. 그렇다면 상저작물에관한특
례규정의의미를탐색할필요가있다.

1. 상제작자에게양도추정

1986년저작권법은독일법의예를따라‘ 상저작물에대한특례’규정을도입하 고, 수차례개정이
후2006년개정으로약간의조문정리가이루어졌다. 

베른협약은 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Article
14bis (a) Ownership of copyright in a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1908년베를린회의에서저작물을 상저작물로변경하는
권리를저작자의배타적권리로규정하 고, 1948년브뤼셀개정시 상저작물을보호대상으로규정하
고, 1971년파리개정에서현재와같이14조, 14조의2의형태로조문이정리되었다.19

2. 상저작물의저작자
☞pp185~186 저작권법 제99-101조 참조

상제작의참여자

상제작에 창작적 기여하는 주체를‘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 ‘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 ‘실연자’등3유형으로분류하기도한다. ‘고전적저작자’는그의저작물이 상저작물의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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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덕 ·이일호, 전게서, 119면.

20 일본저작권법 제16조 [ 화저작물의 저작자]
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화저작물에 있어서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기타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

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 , 미술 등을 담당하여 그 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전조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조는 제15조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21 박덕 ·이일호, 전게서, 118면.
22 Irini A. Stamatoudi, Copyright and Multimedia Works, (Cambridge, 2002), pp. 119,120.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정의(Definitions) 규정 ; A "work made for hire" is 
(2) a work especially ordered or commissioned for use as a contribution to a collective work, as a part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as a sound recording, ... , if the parties expressly agree
in a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them that the work shall be considered a work made for hire.

23 프랑스저작권법 제113의 7 
제1항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는 저작물의 지적 창작을 실행한 자연인 또는 복수의 자연인에 귀속한다.
제2항 반증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자를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추정한다.
(1) 대본의 저작자 (2) 개작의 저작자 (3) 대사의 저작자
(4) 시청각적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가사가 있는 또는 가사가 없는 작곡의 저작자 (5)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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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제작자의권리

상제작자에게양도되는권리

‘ 상제작자’는‘ 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가진자’이다☞p.160 저작권법 제

2조 14호 참조. 우리저작권법제100조☞p.186 참조는 상저작자의저작권가운데 상저작물의이용을위
하여필요한권리는 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이경우양도된것으로추정되는‘ 상저작
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 상저작물을복제·배포·공개상 또는방송·전송·그밖의방법
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p.186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참조. 상저작물의저작권자가아닌실연
자의권리가운데는특약이없는한실연의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이 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
으로추정된다☞p.186 저작권법 제101조 제2항 참조. 이때‘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에2차적저작물작
성권이포함되느냐가다투어질수있는데, 저작권법제45조제2항에서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
우에특약을하지않으면2차적저작물을작성할권리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그밖
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에2차적저작물작성권이포함된것으로볼수는없다고판단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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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작적역할이인정되는것이다. 그리하여많은나라가감독을저작자로추정하는규정을두고있다.
프랑스에서는대본작가, 대본수정작가, 그 화를위하여작곡을한음악감독이감독과함께공동저작자
로인정된다.23 그리스에서는감독을 화의저작자로지명하는것이 화를보호하고권리관계를간명하
게한다고생각되었다(그리스저작권법제9조). 화저작권보호에있어대륙법체계를따른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특히EC rental and lending rights Directive)이시행되면서, 모든회원국은감
독을 화의저작자나저작자중의한사람으로규정하도록되었다.24

일본저작권법은 화저작물의저작권이제작자에게당연귀속한다고규정하나(제29조제1항), 1971년
이래일본 화감독협회는일본 화제작사연맹과사이에8개단체협약을통하여 화의2차사용즉, TV
방송(지상파, 위성, 통신위성방송), 비디오화(시판용및 업용), CATV 등의경우에감독에게2차사용료
를지급하도록하고있다.25

우리저작권법은 상저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지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저
작권법제2조제2호의기본원칙에따라서감독, 촬 감독, 미술감독등이른바근대적저작자의공동저작
물이라고해석된다. 베른협약에서는 상저작물의저작권귀속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하여상당한고
심을하 다. 그결과로1967년스톡홀름개정에서동협약제14조의2를신설하여 상저작물에대한저
작권의귀속은각체약국의국내법에위임하지만, 상저작물의제작자가 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및공중전달등으로이용하는데있어서는반대를하지못하게하 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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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rini A. Stamatoudi, op. cit.,, pp.120~121.
25 일본 화감독협회는 일본 화제작사연맹과 사이에서 화감독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서도 엄격한 태도를 견

지하고 있다. 즉, 화의 제목을 바꾸는 것, 화의 단축·절제·트리밍·재편집 또는 부분사용 등이 화의 동
일성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화제작자가 화감독에게 반드시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동의하도
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황적인, “ 화감독의 저작권”, 계간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봄), 4
면, 13면.

26 허희성, 2000신저작권법축조개설(하), (저작권아카데미, 2000), 158면.
Article 14bis 
(2) (a) Ownership of copyright in a cinematographic work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b) However,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by legislation, include among the owners of
copyright in a cinematographic work authors who have brought contributions to the making of
the work, such authors, if they have undertaken to bring such contributions, may not, in the
absence of any contrary or special stipulation, object to the reproduction,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y wire, broadcasting or  any othe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r to the subtitling or dubbing of texts, of the work. 27 정상조편, 저작권법 주해, (박 사, 2007), 948면(홍승기 집필부분).

[참고 11] 대법원 1997. 6. 10 선고96도 2856 판결 (가라오케용LD음반사건)

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에의하여 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로간주되는“그 상저
작물의이용에관한실연자의녹음·녹화권”이란그 상저작물을본래의창작물로서이용하는
데필요한녹음·녹화권을말한다.

화상 을목적으로제작된 상저작물중에서특정배우들의실연장면만을모아가라오케
용엘디음반을제작하는것은그 상제작물을본래의창작물로서이용하는것이아니라별개
의새로운 상저작물을제작하는데이용하는것에해당하므로, 화배우들의실연을이와같은
방법으로엘디음반에녹화하는권리는구저작권법제75조제3항에의하여 상제작자에게양
도되는권리의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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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와표현의경계
2. 저작재산권의침해
3.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Ⅵ 권리의 침해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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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재산권의침해

저작재산권의침해를주장하기위해서는그요건으로‘의거(依據)’와‘실질적유사성’을입증하여야한다.

의거(依據)
■개념

‘의거’란침해자가저작권이있는저작물에근거하여그저작물을이용하 다는것을말한다. 아이디
어는저작권의대상이아니나, 의거관계를판단하는단계에서는저작권자의저작물에구현된아이디어
를이용하 다는점도판단의근거가될수있다. 원저작물이이미존재하여야하고침해자는그저작물의
존재를인식하여야하므로, 원저작물의존재를인식하지못하 다면과실에의하여인식하지못하 다
하더라도의거관계는성립하지않는다. 원저작물에대한인식은잠재적인식으로족하므로, 음악저작물
의경우에원저작물의가락(melody)이잠재의식속에남아있었다하더라도의거관계는성립한다.30

따라서‘우연의일치’에의하여두저작물이유사하거나, 혹은공통의소재(common source)를이용한
데서오는자연적귀결로, 또는공중의 역(public domain)에속하게된다른저작물을함께이용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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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와표현의경계

‘저작권법은‘아이디어’와‘표현’을구별하여‘표현’을보호의대상으로한다. ‘표현’의침해를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고, ‘아이디어’가 함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이디어’를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하는이유는, 아이디어를저작권의배타적보호대상으로하게
되면저작권법이목적으로하는문화의향상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염려때문이다. 아이디어가저작권
법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하는뜻이아이디어는항상법의보호 역밖에있다는의미는아니다. 아이디
어를함부로침해하면민사상불법행위의대상이될수도있고, 특정한아이디어가특허법이나 업비
로보호되는경우도있다. 다만, 저작권법은아이디어에관심이없다는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디어/표현 2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Learned Hand 판사는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판결에서그누구도아이디어와표현의경
계선을고정하지못하 고앞으로누구도그일을하지못할것이라고판시하 고, Peter Pan Fabrics v.
Martin Werner 판결에서는표현과아이디어의경계선에관하여서는어떠한확립된기준도있을수없고
오로지사건의내용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다고선언하 다.28

저작권법적으로보호대상인‘표현’과보호대상이아닌‘아이디어’를구별하는기준을설정하는일이
이렇게지난하다고하는이유는첫째, 사건마다문제되는저작물의유형과특성이다르므로일반화된구
별기준을상정하는것이어렵기도하거니와, 둘째저작권보호의정도와내용이란그시대그국가의저
작권정책- 창작자의노력을어느정도로보호하고, 어느범위에서창작물에대한자유로운이용을보장
할것인가하는- 과도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이다.29

52

[참고 12] 서울지방법원2003카합3931호 <정약용프로젝트> 사건

극단아리랑은 <정약용프로젝트>라는창작뮤지컬을개발하여레퍼토리로만들었다. 그런
데, <정약용프로젝트>에서는출연배우들의대사는창을하듯가락을타고있고, 동작도가락에
맞추어져무용처럼움직인다. 팸플릿에서는이러한연기술을가무설작법(歌舞說作法)이라고소
개하고, 이러한연기법에기초한연극양식을‘토리극’이라고하 다.

‘가무설작법’과‘토리극’이자신이고안한연희양식또는연기술이라고주장한초연<정약용
프로젝트>의연출자는재공연에서자신이배제되자‘가무설작법’과‘토리극’이자신의창작물이
라는이유로극단아리랑의<정약용프로젝트>에대하여공연금지가처분을신청하 다

법원은, ‘가무설작법은연극의연기술, 토리극은극형식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는바, 이는
연극이나연기술에관한기본원리나아이디어에불과하여저작물에나타난구체적인표현을보
호하려는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기어렵’다고판단하면서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하 다.
연기술이나극형식은아이디어일뿐저작권의보호대상인'표현'이아니라는것이다.

28 권 준, 저작권 침해판단론, (박 사, 2007), 94~95면.
29 권 준, 전게서, 95~96면. 30 권 준, 전게서,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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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문자적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으로구분한다. 포괄적·등장인물(character),
플롯, 분위기(mood), 주제(theme), 배경(setting), 전개속도, 사건의전개과정(sequence of events), 대사
(dialogue) 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판단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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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양저작물이유사하다고하여도저작권침해는아닌것이다.31

■입증

접근가능성
‘의거’는침해자의주관적인문제이므로이를직접입증하기는쉬운일이아니다. 그래서침해자에게

저작자의저작물을경험할수있는상당한기회가있었다고인정되는경우, 즉접근(access) 가능성이있
었다는점을입증하면‘의거’관계는충족된것으로판단하게된다.32 접근가능성이란, 원저작물이시중에
유통되어누구나구입이가능하 을경우이거나, 원저작물이연극으로제작되어관람이가능하 을경우
에도인정되고, 저작자와침해자와사이에특별한관계에서그접근가능성이인정될수있는경우도있다.

현저한유사성(striking similarity)33

원저작물을이용하지않고서는존재하기어려운고도의유사성이존재하거나, 원저작물이지극히개성
적·독창적인데도양저작물의표현사이에유사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의거관계가증명되었다고본
다. 두저작물사이에공통의오류(common errors)가있는경우에도의거관계는추정되고, 저작권침해
의비난을피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원저작물을변형시킨경우에는그비유사성이오히려의거관계를
추정하는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34

실질적유사성

두작품을비교하여양적, 질적면에서‘실질적으로유사’할때저작권침해를인정하게되는데, 침해
된분량이많지않더라도질적으로의미있는부분이유사하다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판단하게된다.
유사한부분이많다면물론이지만, 저작자의창작성이드러나는중요한부분이베껴졌다면그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를인정하게되는것이다. 

어문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은‘포괄적·비문자적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54

31 이해완, 전게서, 664~665면.
32 미국의 판례는‘접근(access)’과‘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

하고, 일본의 판례는‘의거’와‘실질적 유사성’을 요건으로 한다.
33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유사성(similarity)은 별개의 개념

이다.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유사성도 고려가 되므로, 현저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의 유사
성도 포괄한다. 권 준, 앞의 책, 31면.

34 정상조편, 전게서, 1074~1075면(권 준 집필부분).

[참고 13] 서울고등법원2006. 11. 14. 선고 2006라503 판결 (<왕의남자>)

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판단기준
어문저작물로서그것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기위하여는우선그것이‘창작성있는표

현’에해당하여야하고, 또한저작권침해를인정하기위해서는①주관적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있는저작물에의거하여그것을이용하 을것, ②객관적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피
침해저작물과의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어야하며, 특히어문저작물의경우에는작품속의특정
한행이나절또는기타세부적인부분이복제됨으로써양저작물사이에문장대문장으로대치
되는부분적문자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뿐만아니라작품속의본질또는구조
를복제함으로써전체로서포괄적인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감안하여
야할것이다.

이사건대사의창작성여부
이사건대사‘나여기있고너거기있어’는일상생활에서흔히쓰이는표현으로서저작권법

에의하여보호받을수있는창작성있는표현이라고볼수없고, 또한OOO에의하면, 詩등다
른작품에서도이사건대사와유사한표현들이자주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질적유사성여부
신청인의어문저작물인희곡<키스> 제1부에서는이사건대사및이사건대사의변주된표현

들을치 하게배치하여이러한일련의표현들의결합을통하여인간사이의‘소통의부재’라는
주제를표현하고있는반면, 화<왕의남자>에서사용된이사건대사는 화대본중의극히일
부분( 화대본은전체83장으로되어있는데, 그중2개의장의일부에인용되고있다)에불과할
뿐만아니라, 이사건대사는장생과공길이하는맹인들의소극(笑劇)에이용되어관객들로하여
금웃음을자아내게하거나(8장), 화가끝난뒤엔드크레딧과함께‘맹인들의소극’장면을보
여줌으로써관객들로하여금 화‘왕의남자’가광대들의눈을통하여조선시대10대왕인연산
군을둘러싼갈등과이로인한죽음을표현하고자하 던다소무거운이야기에서벗어나다시일
상으로돌아가웃을수있게만드는것이어서, 이사건대사가‘소통의부재’라는주제를나타내기
위한표현으로사용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양저작물은실질적인유사성이없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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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제82조(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제83조(디지
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제83조의 2(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
제작자에대한보상)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에게는침해정지등청구권이없다.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상손해배상의범위에대하여는두가지대립하는입법례가있다. 제한배상의원칙에따라배상할

손해액의범위를비교적좁게인정하는입법례( 미법, 프랑스민법)와완전배상의원칙에따라원칙적으
로전손해를배상시키는입법례(독일민법)이그것이다. 우리민법제393조가규정하는손해배상은일본민
법과마찬가지고전자의입장을취한것이고, 독일민법의입장을채용한것은아니다.35

우리민법이제한배상의원칙을취하고있을뿐만아니라, 무체재산인저작권의경우손해액을산정하
는것이대단히어려우므로저작권법은손해액산정을위한특칙을두고있다. 즉,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이
침해행위에의하여얻은이익을손해의액으로추정하고, 저작재산권자가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
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손해액으로청구할수있도록하 다☞p.198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참조. 저
작권자의손해가통상받을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
수있다☞p.198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참조.

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손해배상의액을산정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라는점을고려하여, 손
해가발생한것은인정되나손해금액을산정하기가어려울때에는법원은‘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
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도록하 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그저
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지분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p.198 저작권법 제1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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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저작권위원회의알선·조정

저작권분쟁은대체로소액의손해배상등을구하는경우여서소송에적합하지않다. 따라서저작권법
은저작권위원회에분쟁조정업무를담당하도록하 다가2009년법개정으로알선업무를추가하 다.
알선제도는경험과지식이풍부한알선위원1인의조언과타협권유를통하여당사자간화해를유도하는
간이분쟁해결제도로서소요되는경비는전부무료이다☞p.194 저작권법 제113조의2 참조. 알선이성립하면
민법상화해계약과같은효력이있다. 

저작권위원회는1인또는3인으로구성된조정부를두고, 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며, 조정절
차에서당사자또는제3자가한진술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원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조정과정에
서실질적인의견조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pp.194~195 저작권법제114-116조참조. 조정이성립하
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민사구제

저작권이나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가침
해되는경우민사적구제수단으로는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권☞p.196 저작권법 제123조 참조, 손해배상청구
권☞p.198 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명예회복등청구권☞p.198 저작권법 제127조 참조가있다.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권
저작권자자는자신의권리를침해하는사람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

할우려가있는사람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p.196 저작권법 제123

조 제1항 참조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
없이도이러한청구를할수있다☞p.198 저작권법 제129조 참조. 이러한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
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단, 법제25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복제), 제75조(방송사업자의실
연자에대한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제76조의 2(판매용음반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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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 서울지방법원2001. 11. 30. 선고 2000가합89551(<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한국방송공사(KBS)와같은방송사의경우이사건공연과같은뮤지컬작품의방송을허락받
는대가로통상적으로금2,2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공연홍보광고를5회내지10회
실시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가피고에게이사건공연을

35 곽윤직편, 민법주해 Ⅸ, (박 사, 1995), 4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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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제

저작권법은‘권리의침해죄’, ‘부정발행등의죄’, ‘출처명시위반의죄등’을규정하고있다. 저작권침
해로만들어진복제물로서침해자·인쇄자·배포자혹은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몰수한다☞p.203

저작권법 제139조 참조.

저작권침해로처벌이규정된경우그범죄는원칙적으로친고죄이므로고소가있어야공소가가능하
다. 단, 2007년저작권법전면개정시 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혹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리 목적의 권리침해물 수입 등을 非친고죄로 규정하 다☞p.203~204 저작권법 제

140조 참조. 2009년개정으로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임을알면서취득하여이를
업무상이용한경우반의사불벌죄로개정되었다.

한편저작권법은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
인의업무에관하여저작권침해의범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
도벌금형을과하 다. 양벌규정과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 법인의과실유무에관계없이양벌규정을적
용하는것은‘책임주의’원칙에위반되므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2005헌가10) 및‘청소년보호법’상의양벌규정(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
가10)을위헌이라고결정하 다. 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법인이종업원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
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하지않도록양벌규정을개선하 다☞p.204 저작권법 제1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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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리의침해및구제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
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

배상과함께또는손해배상에갈음하여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p.198 저작권법

제127조 참조. 헌법재판소결정으로‘사죄광고’는허용하지않으므로37, 경위서, 해명서의게재, 판결문의
게재등의방법이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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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 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7나15236 (축제)

해명서게재청구에대한판단
저작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는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

조치를청구할수있으나위에서말하는명예라함은저작자가그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의
인격적가치에관하여사회로부터얻고있는객관적평가, 즉사회적명예를의미한다할것이
고, 저작자가자기자신의인격적가치에관하여가지는주관적인평가, 즉명예감정은이에포
함되지않는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할것인데, 피고들이 화제목이나소설표지등에이사건
자를사용한점및그사용에있어원고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한점만으로는원고의명예가

훼손되었다고보기어렵고, 원심증인OOO의증언만으로는피고들의저작인격권침해로인하여
원고의명예가훼손되었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며달리이를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원
고의위주장은나머지점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참고 16] 대법원2006. 2. 24. 선고 2005도7673판결 (양벌규정)

양벌규정에의한 업주의처벌에관하여
양벌규정에의한 업주의처벌은금지위반행위자인종업원의처벌에종속하는것이아니라

독립하여그자신의종업원에대한선임감독상의과실로인하여처벌되는것이므로종업원의범
죄성립이나처벌이 업주처벌의전제조건이될필요는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213판결참조).

이사건사진의저작물여부및사실오인주장에관하여
(전략) 피고인의종업원인공소외인이이사건사진을피고인운 의여행사홈페이지에게시

할당시이사건사진의저작권자가누구인지몰랐다고하더라도타인의저작물을 리를위하
여임의로게시한다는인식이있었으므로이사건사진에대한저작권자의저작권을침해하 다

피고의홈페이지에올려놓아그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한사람들이이사건공연을시청할수
있도록허락하는경우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적어도금11,000,000원(=금2,200,000원*5
회)에이르는점을인정할수있으므로, 원고가제3자에게이사건공연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
하여방송하는것을허락하는대가로통상지급받을수있는금액은금11,000,000원에해당한
다할것이다.36

36 1심법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37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반하는‘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

우 법원의 판결로써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
고 89헌마160 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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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한조치는옳고, 거기에채증법칙을위반하여사실을오인하거나저작권에관한법리를
오해하는등의위법이없다.

[참고 17] 대법원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저작권등록부허위등록죄)

‘구저작권법(2006. 12. 28. 법률제8101호로개정되기전의것)의저작권등록부허위등록죄
는저작권등록부의기재내용에대한공공의신용을주된보호법익으로하며, 단순히저작자개
인의인격적, 재산적이익만을보호하는규정은아니다. 한편, 저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지에따
라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달라져저작물에대한공중의자유로운이용이제한될수있으므
로, 저작자의성명등에관한사항은저작권등록부의중요한기재사항으로서그에대한사회적
신뢰를보호할필요성이크다. 따라서저작자의성별등의허위등록에있어서진정한저작자로
부터동의를받았는지여부는허위등록죄의성립여부에 향이없다.’

저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가하는것은실제창작행위를한사람이누구인가를결정하는사
실인정의문제에속하고, 저작권법제2조제2호‘“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는
규정은당사자사이의약정에의하여변경할수없는강행규정에해당한다(대법원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저작자가누구인지에따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달라지기때문에
공공의이익에미치는 향도중대한다. 이러한점에서진정한저작자의동의를받았더라도허
위등록죄의성립에 향이없다는위판결의판시는당연한것이다.38

38 박성호, “2008년 지적재산권 판례연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9/3), 214~215면.

1. 저작권계약규제논의
2. 저작권이용의방법

Ⅶ 저작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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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이용허락과배타적이용허락

독점적이용허락과비독점적이용허락
저작권자는독점적으로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할수도있고, 비독점적으로이용허락을할수

도있다. 독점적이용허락권을얻은이용자는저작권자가제3자에게다시이용허락을하는경우자신과의
독점적이용허락계약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혹은해약을요구할수있다. 만일제3자가무단이용을하
는경우원칙적으로독점적이용권자는그자신의권리로서정지청구를할수는없다. 저작권자에게정지
청구권을행사할것을촉구하는것이원칙적인방법이다.

배타적이용허락
미저작권법상의‘배타적이용허락’은저작권양도와동일하게취급된다. 미국저작권법은저작권

이전(transfer of ownership)에는저작권양도(assignment)와배타적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이있
다고규정한다(미국저작권법제101조, 제201조). 

배타적이용허락권자는그자체로저작권자이므로무단이용자에게정지청구를할수있다. 이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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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저작권계약

1. 저작권계약규제논의

저작권거래 역에서는저작물을가장왕성하게이용하는주체가방송국등거대기업이라는점에서개별
창작자와사이에힘의불균형이존재하고, 저작물로부터장래에어떠한규모의수입이발생할지를예측하는
것이곤란하다는이유로특별한규제가필요하다는논의가있다. 실제로독일이나프랑스등국가에서는창
작자와이용자사이의계약에대하여법률상창작자보호를위한규제를하고있고, 법률상그러한규제제도
를가지고있지않은국가에서도가능한한저작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제도를운용하고있다. 

독일과프랑스저작권법이저작권양도를금지하고, 저작자에게계약내용의수정청구권을인정하고,
미국법원이‘의심스러울때는저작권자의이익으로’해석하는판례법상의원칙을개발하는등의태도는
모두저작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때문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저작권법이저작재산권을양도하는
경우특약이없으면2차적저작물작성권을양도되지않은것으로추정하거나, 법원이당사자사이에저작
권‘양도’를하 는지‘이용허락’을하 는지명확하지않은경우 '이용허락'으로해석하는태도역시저
작권자보호를위한것이다.

2. 저작권이용의방법

양도와이용허락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전부이든일부이든) 양도받거나이용허
락을받아야한다☞p.172 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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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의심스러울때는저작권자의이익으로’

저작권에관한계약을해석함에있어저작권양도계약인지이용허락계약인지명백하지아니

한경우. 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되었음이외부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경우에는저작자에

게권리가유보된것으로유리하게추정함이상당하며, 계약내용이불분명한경우구체적인의

미를해석함에있어거래관행이나당사자의지식, 행동등을종합하여해석함이상당하다.

[참고 19] 서울고등법원1984. 11. 28. 선고83나4449 판결 (방송드라마VHS 테이프복제사업)

방송작가들이한국방송공사로부터대가를받고그들이저작한극본을제공하 다하더라도,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저작권자인작가들이방송사에게저작물인극본의이용권을

설정해준데불과할뿐, 이로써작가들의극본에대한저작권을상실시킨것이라고한것이라고

는볼수없으므로극본저작자인작가들은극본에대한저작권을그대로보유한다할것이다.

(중략) 방송작가들이방송사업자인한국방송공사의주문에의하여방송극본을저작하여대가를

받고극본을한국방송공사에공급하기로한극본공급계약은, 작가들이한국방송공사로하여금

극본을토대로 2차적저작물인텔레비전드라마녹화작품을제작하여텔레비전방송을통하여

방 하는것(즉개작및방송)을승낙하는의사가당연히포함되어있다고할것이나, 그렇다고

하여극본공급계약으로서작가들이한국방송공사에게작가들의별도의동의없이극본을토대

로제작된녹화작품을텔레비전방송이아닌다른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까지승낙하 다고볼

수는없다할것이고따라서한국방송공사가녹화작품을텔레비전방송이아닌VTR 테이프에

복사하여판매한것은작가들의극본사용승낙의범위를넘는 2차적저작물이용으로서작가들

의극본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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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용허락의범위도문제가된다. 공연업계의실태를기준으로지급된작곡료의액수, 공연의기간, 공
연장의규모, 공연의상업성여부등을종합하여이용의범위가결정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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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저작권계약

배타적이용허락과독점적이용허락은크게차이가있는것이다. 

이용허락의범위

새로운매체의등장
대법원은, ‘녹음물’일체에관한이용권을허락하는것으로약정하 을뿐새로운매체인CD에관한

이용허락에관한명시적인약정이없는경우 CD에복제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 다(대법원 1996. 7.
30. 선고95다29130 판결; ‘이미배사건’). 기본적으로LP 시장과CD 시장은대체된시장일뿐CD의등
장으로음악복제물에대한시장이확대되지않았기때문이다. 대법원은‘새로운매체에관한이용허락에
대한명시적인약정이없는경우과연당사자사이에새로운매체에관해서도이용을허락한것으로볼것
인지에관한의사해석의원칙은, ①계약당시새로운매체가알려지지아니한경우인지여부, 당사자가
계약의구체적의미를제대로이해한것인지여부, 포괄적이용허락에비해현저히균형을잃은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보여지는경우로서저작자의보호와공평의견지에서새로운매체에대한예외조항을명
시하지아니하 다고하여그책임을저작자에게돌리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경우인지여부등당사자
의새로운매체에대한지식, 경험, 경제적지위, 진정한의사, 관행등을고려하고, ②이용허락계약조건
이저작물이용에따른수익과비교하여지나치게적은대가만을지급하는조건으로되어있어중대한불
균형이있는경우인지여부, 이용을허락받은자는계약서에서기술하고있는매체의범위내에들어간다
고봄이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어떠한사용도가능하다고해석할수있는경우인지여부등사회일반의
상식과거래의통념에따라계약의합리적이고공평한해석의필요성을참작하며, ③새로운매체를통한
저작물의이용에미치는경제적 향, 만일계약당시당사자들이새로운매체의등장을알았더라면당사
자들이다른내용의약정을하 으리라고예상되는경우인지여부, 새로운매체가기존의매체와사용, 소
비방법에있어유사하여기존매체시장을잠식, 대체하는측면이강한경우이어서이용자에게새로운매
체에대한이용권이허락된것으로볼수있는지아니면그와달리새로운매체가기술혁신을통해기존의
매체시장에별다른 향을미치지않으면서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측면이강한경우이어서새로운매
체에관한이용권이저작자에게유보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등새로운매체로인한경제적이익의
적절한안배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맞도록해석하여야한다’고
하 다.   

이용의범위
연극공연을위하여작곡을위촉한경우그악곡의저작권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작곡자에게귀속될

것이다. 그러하다면작곡의위촉자가어느범위에서그악곡을이용할것인지계약에서특정하지않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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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음악극 <신데렐라>) 

원심은, 특단의사정이없는한피고가지급한위작곡료는민중극단이음악극신데렐라의공
연과관련하여이사건주제곡에대하여그작곡을의뢰할당시이미예정되었거나또는앞으로
그공연을예견할수있는범위내에서향후상당기간내에이루어지는재공연에대한저작권
료를지급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또한위1차공연은초연후불과3일후에장소만을옮겨재
공연된것으로서초연당시이미예정되어있었다고보여지므로초연시지급받은위작곡료금
300,000원에는최소한위1차공연시사용될이사건주제곡에대한저작권료를포함하고있다
고봄이상당하고나아가위2차내지6차재공연시이사건주제곡을사용함에있어원고가이
를묵시적으로승낙한사실은원고가스스로자인하고있는바, 달리이사건주제곡의저작권료
내지사용료를추가로지급하기로약정하 음으로인정할증거가없는이사건에있어서피고가
원고의승낙하에이사건주제곡을사용하 다면그사용으로인하여피고가법률상원인없이
이득을얻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피고가위1차내지6차공연시이사건주제곡을
사용함으로써선의·무과실로원고의저작재산권을침해하 음을원인으로하는원고의부당
이득반환청구를배척하 는바, 원심의인정판단은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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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저작물로서의공연(연극저작물)  
2. 국내외저작물에적용되는저작권법판단기준
3.  저작권위탁관리에대한이해

Ⅷ 공연에서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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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공연에서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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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저작물로서의공연(연극저작물)

우리나라법원은공연(연극저작물)을개별저작물들이결합된‘결합저작물’로파악하고있다. 공연
을결합저작물로파악한데는공연이‘제작자의기획과연출자의전체적인조율및지휘·감독아래
단일한제목의작품으로공연되어외관상하나의작품으로인식되지만’, 그제작·공연에참여한사
람들이각자창작에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사용할수있는특성을가졌다는데서기인한다. 즉, 공
연은대본, 음악, 안무, 의상, 조명등하나의공연작품을이루는각각의요소가저작권을지닌‘저작물
의집합체’인것이다.39

저작권법은, 제작과정에서연극저작물과유사한성격을띠는 화나드라마같은 상저작물의경
우제작에대규모비용이투자되고참여자간의다양한이해와권리관계가발생하는특성을고려하여
‘ 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을두고, 소재인각본, 음악등과별개의저작물로서 상저작물을보호
하고있다☞p.163 저작권법 제9조, 제101조 참조. 이에따라별도의특약이없는한 상제작자가그 상저
작물의이용에필요한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여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단, 이
경우에도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별개로보호된다☞pp.185~186

저작권법 제100조 참조. 

하지만연극저작물은, 각자가기여한부분을분리할수없는공동저작물☞p.159 저작권법 제2조 참조로
서복제·배포·공개상 ·방송·전송등의과정에서최종적인결과물이고정되어동일한 상저작
물이공개되는것과달리, 매회공연이실행될때마다새로운면모를보일수밖에없는라이브성과동
시성을가지고있고공연이라는결과물에결합한개별저작물들이각각분리하여사용될수있다는점
에서 상저작물에적용되는특례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다. 

이렇듯공연이가지는저작권법에서의특성은기획·제작자가실무에서공연의저작권을다룸에
있어중요한출발점이되는데, 기획·제작자는하나의공연을기획하고제작하는전과정에서연관되
는수많은개별저작물들의저작권관계를각각확인하고협의함은물론추후동일작품의재공연등을
고려하여장기적인관점으로저작권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

39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p.18~19
[참고3] 참조

2. 국내외저작물에적용되는저작권법판단기준

저작권은‘저작권법이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는저작물들을창작한사람이자신의창작물을다른
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또는전송하는등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
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40를의미한다. 즉, 저작권의보호대상, 권리행사방식및범위
등은저작권법에따라결정된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에저작권
의보호범위와방식, 보호대상저작물역시준거가되는국가의저작권법에따라차이가날수밖에
없다. 국가별저작권법에따라저작물의공연권이용허락을위한절차및조건이달라지기때문에제작
자는공연하고자계획하고있는저작물의저작권자가어느나라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지에대해확
인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법은그나라국민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저작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할수있겠지
만, 뮤지컬, 연극, 발레, 오페라등장르를막론하고공연제작에있어해외창작자들과의공동작업이
보편화되고있고우리나라창작자들과저작물의해외진출또한활발한현시대에는국적만을기준으
로삼기에는어려움이있다. 우리저작권법도외국인의저작물중우리나라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이
나주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의저작물과제일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에대해서는우리
나라저작권법을적용하고있다☞p.161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참조. 예를들어창작뮤지컬을제작
하면서국내에상주하는외국인작곡자와작업을한경우, 혹은외국인이그저작물을우리나라에서
제일처음발표했을경우, 이들저작물에대하여국적국가의저작권법이적용되는점과무관하게, 이
들저작물은우리저작권법에의하여도보호대상이되는것이다.

외국인의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고, 우리나라에상주하는외국
인의저작물과맨처음우리나라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을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지만, 이와
같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하더라도그외국에서우리나라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
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또는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상호주의). 예를들어우리
나라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의대상이된외국인의저작물이있고그외국에서저작권의보호기간을
사후30년으로규정하고있다면 (그외국에서우리나라국민의저작물을사후30년간보호할것이므
로) 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문제의저작물에대하여저작자사후30년이경과한이후에는보호의
필요가없어지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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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저작권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방안 연구”,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2007), 12면



물의사용료를징수하고, 그사용료에서일정수수료를공제한후수익자에게분배하는업무를말한
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의이용에관한계약을할때, 권리자와이용자의중간
에서계약을알선및중개하는중개업무와권리자의대리인으로서, 해당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의이
용을계약해주고대가를수령하여권리자에게지급해주는대리업무를수행한다. 
저작권신탁관리와저작권대리중개의가장큰차이는저작재산권등권리의이전과귀속여부이다.

저작권신탁관리의경우신탁관리계약기간동안저작권등권리가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이전되어신
탁관리업체가권리양수인의지위를가지면서권리침해에대한민·형사상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
과관리처분권을가진다. 반면, 저작권대리중개는저작재산권등의권리는여전히권리자가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체결과사용료수령, 분배업무에국한되므로업무진행시이에대한구별이필요하다.

저작권위탁관리는권리자의입장에서는다양한이용자와직접대면하지않아도위탁관리업자가
권리자를대신하여법률적인검토를거쳐저작물의이용허락과관련한계약의제반사항에대한협의
를대행하고, 저작물사용료도이용자로부터수령하여일괄전달해주는등특히창작자의입장에서처
리하기껄끄러울수도있는문제를대신처리해준다는면에서편리하다. 저작물의이용자로서도저작
권자의소재지를일일이파악하고연락할필요없이널리알려진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연락을통해
저작물의이용허락을얻을수있어훨씬원활하게업무를진행할수있다. 또한위탁관리업자가유사
한장르의여러권리자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경우가많아사용자가해당분야여러저작물에대
한이용허락이필요할경우에는하나의창구를통해이를협의할수도있어용이한점이있다. 

우리나라저작권위탁관리

우리나라에서저작권위탁관리업은저작권법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의내용에따라 관리되고있
는데, 그설립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저작권신탁관리업)를받거나신고(저작권대리중개
업)하도록되어있다. 

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권신탁관리를대행하는목적을지닌저작권신탁단체는[표1]과같
이12개단체가해당분야저작권신탁관리를대행하고있는데, 저작권대리중개업과달리그설립요건
☞pp.190~191 저작권법 제105조 참조이까다롭고주무부서의허가를얻어야하기때문에대체로해당분
야에서독점적인지위를누리고있다. 저작권신탁단체에권리를위탁하지않은권리자는개인이직접
관리하거나개별로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계약을맺고관리를대행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시장
이크고저작권문제가많이발생하는음악저작물분야를제외하고는저작권대리중개업이활발한편
은아니며, 다른업무와겸업하는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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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국가에서는저작권의보호기간을기존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50년에서사망후
70년으로연장하 고미국도유사한기간을적용하고있다. 만일저작자사후 50년이경과하 으나
아직 70년이경과하지않은유럽연합국가국민의저작물을우리나라에서공연하고자하는경우그
저작권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일까? 국내에서의공연만을전제로한다면우리나라저작권법이적
용되어해당저작물은이미공공의 역(public domain)에빠져있으므로저작권자로부터공연권의
이용허락을얻지않아도된다. 그러나해당공연의유럽지역투어를계획하고있다면유럽지역내공
연에대해서는유럽연합국가의저작권법이적용되어저작권침해가발생하게되므로, 처음부터저작
권처리(clearance)를하는것이간단명료하다고하겠다.

3.저작권위탁관리에대한이해

위탁관리의개념

저작권위탁관리란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저작권법
상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권리를대리·중개또는신탁관리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위
탁관리업은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나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권리자로부터권리를신탁받아권리자를대신하여저작물의이용허락과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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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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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대리자로서국내외이용자들과저작물과관련한협상을진행하고계약을체결하며, 저작권
료를징수하여원작자에게지급하는모든과정을책임질뿐만아니라, 저작물을판매하기위한프로모
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공연분야에있어해외저작권대리중개업의형태는MTI(www.mtishows.com)나Samuel French,
Inc.(www.samuelfrench.com), Tams-Witmark Music Library, Inc.(www.tamswitmark.com),
Dramatists Play Service, Inc.(www.dramatists.com) 등처럼수천편의작품을관리하는대형라이
선싱회사에서부터에이전트 1인이활동하는경우까지다양한규모와성격을지니고있다. 에이전시
들은저작권자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권역별로지사를두거나혹은지역
에기반을둔별도의에이전시혹은에이전트와저작권관리업무에대한계약을맺고해당지역에대한
저작권관리를재위임하여운 하기도한다. 원에이전시의입장에서는해외공연제작사들의제작능력
을객관적으로판단하는데한계가따를수밖에없기때문에현지공연계사정에밝은에이전시를통해
안정적으로저작물의공연권을관리하고자하는것이다. 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을하나의권역으로
관리하는데, 일본혹은호주소재의에이전트혹은에이전시에재위탁혹은업무협약을맺거나지사
를두고있는경우가많다. 

제작자가저작권자를대행하는에이전시와저작권관련업무를진행하는방식은 3가지로구별될
수있는데①제작자가원에이전시와바로협의를진행하고계약하는경우와②원에이전시의아시아
혹은아시아태평양지역대행자인에이전시와진행하는경우, ③제작자와원에이전시사이에서공연
작품을프로모션하고저작권협의를중개하는에이전시혹은에이전트통해진행하는방식이다. ②는
원에이전시의대행자이기때문에반드시지역전담에이전시와협의및계약을진행해야하지만, ③은
원에이전시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것이아니기때문에제작자는①과③의방식중에서적절한방식
을선택하면된다.

에이전시와업무진행시유의해야할것은에이전시들은저작자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은저작재
산권자가아니라, 단지저작권자와의계약에따라저작권의관리를위임받아각종관련업무를대행해
주고수수료를받는대리중개자라는것이다. 때문에동일작품이라할지라도저작권자와의관리대행
계약이해지되면에이전시는언제든지다른곳으로변경될수있다. 과거미국의MTI와일본의imi의
경우처럼원에이전시와아시아태평양지역의저작권관리를대행하는에이전시사이의계약역시언
제든지만료나해지후다른에이전시와새롭게계약을체결할수있다. 또한저작권자로부터위임받
은업무의범위도작품마다상이할수있으므로그에대한확인역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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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물의 저작권 위탁관리 : 에이전시

미나유럽, 일본의경우우리나라의신탁관리단체와같은형태보다는다양한저작권대리중개업
자(에이전시)를통한위탁관리가보편화되어있다. 에이전시는개별권리자들로부터관리를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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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상음반콘텐츠저작권

상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
한국 상산업협회 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 화제작가협회 화콘텐츠복제, 전송권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화등시나리오저작권

공공 및
언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의디지털콘텐츠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표1] 우리나라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p.157 참조

[그림2] 해외저작권에이전시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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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저작물이용①대본
2.  우리나라저작물이용②음악과안무
3.  해외저작물

Ⅰ 공연제작준비와 저작권 1 : 
공표된 저작물 이용

특히원에이전시와계약을맺고아시아태평양지역공연에대한저작권중개를대행하는소규모
혹은 1인에이전트의경우, 작품별계약상황에대한정확한내용확인이필요하다. 중간에이전트는
원에이전시로부터아시아태평양지역의저작권을독점적으로중개하는권한을위임받은원에이전시
의대리자로서의업무(②)와여러에이전트중하나로서원에이전시와제작자사이에서공연작품을
프로모션하고계약을성사시켰을경우보수를받는업무(③) 두가지업무를병행하는경우가많기때
문이다. 

전자의경우는큰문제없이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업무를진행하면되지만, 후자의경우라면
몇가지에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중간에이전트가원에이전시가관리하는작품들에대한독점
권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원에이전시입장에서는더좋은조건을제시하는다른중간에이전트
나제작자와계약을체결할수도있고, 또직접원에이전시와협상을하는경우에비해저작권료가상
승할가능성도있다. 그리고만에하나계약서최종작성이전협상과정에서무엇인가문제가생긴다
하더라도, 중간에이전트는이를방어하거나책임질만한법적인권한이나구속력이없으므로유의해
야한다. 

에이전시가제작자와저작권자사이에서처리하는업무에대한비용은추후계약서안에명기되는
저작권료(로열티) 안에포함되어있다. 즉, 에이전시는저작권자의저작권을대신하여관리해주는것
에대한비용을저작권자와의계약에따라저작권료에서차감하고저작권자에게저작권료를지불하는
것이다. 지역별혹은중간에이전시가있을경우이들의비용역시원에이전시의비용과함께저작권
료에포함된다. 흔치는않지만높은수익이기대되는특정공연의공연권을획득하기위해여러제작
자가경쟁하는경우나, 저작권료가일반적기대치보다높게책정되었을경우저작권료와별도로제작
자나원작자로부터일정액의성공보수를에이전시가받는경우도있다. 

74

공
연
제
작

프
로
세
스
에

따
른

저
작
권

이
슈



지컬대본등이미특정장르의공연을위해집필된작품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 ②소설이나 화시나리
오등타장르의작품을공연용대본으로각색하는경우, ③아예새로운작품을쓰는경우세가지로나눌
수있다. ③의경우새로운저작권이발생하는경우로다음장에서따로다루도록한다.☞pp.127~153 참조.

직접적 이용 : 공표된 공연대본

기획하고있는작품이동일장르의공연을위한대본으로이미발표되어있는경우에는아래와같
은과정으로저작권이용허락절차를진행하면된다.

공공연연과과저저작작권권 7776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1) 저작자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경과

2-1) 저작권 소멸

저작자 생존

2-2) 저작권 유효

3) 저작재산권자 확인

공 연

4-1) 저작재산권 관리주체 확인

6) 협의 및 계약

법적허락신청

4-2) 확인불가

5) 공연화권 상황 확인 저작권료 공탁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미경과

직접관리 위탁관리

확인을위한‘상당한노력’

저작재산권자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기존 이용허락
계약 없음

기존 이용허락
계약 있음

(5-1) 기존 계약 확인

공연화 가능성 타진 공연 불가

한국저작권
위원회

[그림3] 우리나라공연대본사용시이용허락절차

작품준비및개발단계에서이미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여공연을제작할경우제작자들이이를
위해필요한개별저작물들의저작자로부터확보하고자하는가장핵심적인권리는저작재산권중공
연권에대한이용허락이다☞p.172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참조. 장르별로차이가있겠으나공연
에있어필수적인저작물은대본, 음악, 안무등이될것이다. 연극의경우통상희곡을바탕으로연출
가가그에맞는음악, 조명, 무대장치등의컨셉을잡아무대화하기때문에희곡에대한저작권관련
작업만진행해도되는경우가많지만, 오페라나뮤지컬의경우음악이차지하는비중이대본만큼이나
중요하므로공연을제작하기위해서는대본과음악, 그리고경우에따라안무등에대한저작권협의
가같이이루어져야한다. (작품의특성에따라의상이나무대장치등이공연의핵심적인저작물이되
는경우도있지만일단여기서는논외로한다.) 

공연에필요로하는저작물의사용허가를얻기위해서는우선해당저작물이우리나라작품인지,
해외작품인지, 즉어느국가의저작권법을적용받는지를확인해야한다. 국가별로적용되는저작권법
과저작권관리문화에는차이가있고그에따라저작권이용허락확보를 위한접근방식과과정또한
달라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하나의공연을구성하는핵심저작물들을작품단위로일괄관리
하기보다는개별저작물별로따로관리하는경우가많아각저작물의저작권자로부터각각공연권이
용허락을득해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반면 미권을비롯해외의경우하나의공연작품을구성하는
핵심요소인대본, 음악, 안무등의저작권을저작권중개관리업체(에이전시) 등에위탁하여작품별로
하나의창구를통해일괄관리하는경우가많은데, 일부오페라나뮤지컬의경우대본과음악의저작
권이따로관리되는경우도있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이장에서는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여공연을제작하고자할때제작준비단계에서확인하고진행
해야할저작권업무를국내저작물인경우와해외저작물인경우로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정리한다. 그
리고공연작품단위보다는개별저작물로관리되는경우가많은우리나라저작물의경우대본확보를위해
필요한공연권관련작업과음악및안무의공연권을확보하기위한작업으로다시나누어정리하 다.

1. 우리나라저작물이용①대본

대본은‘희곡이나극본에서다루는지시나대화’를말하는것으로대본의선택과결정, 그리고대본의
확보는공연제작에있어가장기초가되는작업이라할수있다. 통상대본을확보하는방법은①희곡,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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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재산권자의확인
저작자가생존해있는경우저작재산권은작가가소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지만, 저작인격권과달

리저작재산권은양도나상속이가능하기때문에작가가생존해있다하더라도저작재산권이저작자의
소유가아닐수도있다. 저작재산권은①저작자본인에게있는경우②저작자사망후유족혹은제3
자혹은단체에게이전된경우③저작자가생존해있으나계약등에따라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
한경우3가지로나눌수있다. ③은작가가제작사와함께작품을개발한경우를예로들수있는데,
작품개발에오랜시간이투여되고상대적으로많은제작비가드는뮤지컬등에서는안정적공연운
과 제작자의권리보호를위해제작자와작가간에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있다. 

2010년 12월오픈한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를활용하면저작재산권자및신탁
여부등저작권권리정보를쉽게조회할수있다. 현재모든저작권정보가등록되어있는것은아니므
로이사이트에서조회되지않을경우저작자본인이나유족들에대한확인부터시작하여저작재산권
자를찾도록한다. 

4-1) 저작재산권관리주체의확인
우리나라에서저작재산권의관리는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와②저작권신탁단체에관리

를신탁한경우가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대본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곳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로저작물및저작자검색을통해기획하고있는작품의신탁여부를
확인할수있다. 협회에신탁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저작권자본인과직접연락을취하여공연권이
용허락에대한협의를하면되고, 신탁이되어있을경우협회로저작물이용신청서를작성하여접수하
고관련논의를진행하면된다.   

원칙적으로저작권자가협회에저작재산권을신탁한경우약관에따른관련업무일체를협회가대
행해야하지만, 신탁시저작재산권중일부에대해서는예외를두었을가능성도있으므로확인이필요
하다. 신탁의대상은저작재산권에한하므로원작을변형하고자하는등저작인접권과의긴장이예상
되는경우에는저작자로부터그에대한허락을따로얻어야할것이다.

4-2) 저작재산권자확인및연락불가
공연권이용허락을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 음에도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찾기

어려울때는법정허락절차를이용할수있다. 저작권은배타적권리이므로저작권자의허락이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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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확인
가장먼저저작물의저작자에대해확인해야한다. ①대본을쓴작가가누구인지, ②작가1인이독

자적으로저작한것인지혹은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작품인지, ③작가가생존해있는지혹은사
망했다면사망시점이언제인지에관해알아본다. 

①은대본을창작한작가에대한1차정보외에도해당저작물이알려진대로온전히작가의저작물
인가에대해재확인하는작업까지포함한다. 즉, 저작물이저작자의100% 순수창작물인지, 모티브로
삼았거나차용한작품이없는지등추후논란이될여지가있는부분에대한확인과정이필요하다. ②
작가가2인이상의공동저작물☞p.160 저작권법 제2조 21호 참조인경우, 대본에대한이용허락시공동저
작자전원의허락을얻어야할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기간의산정도달라지므로, 공동저작자전원에
대한정보를알아야한다. ③작가의생존여부와사망시점은현시점에서저작권의유효여부를판단하
는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2-1) 저작권소멸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은소멸되는기준과시점이다르다.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성’☞p.164 저

작권법 제14조 참조을띠기때문에저작재산권처럼상속되지않고저작자의사망과함께소멸된다. 저작
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후50년이지나면소멸되는데, 작가사망후공표된저작물이라할지라도사
후50년의기준이동일하게적용된다. 저작자가2인이상인공동저작물의경우공동저작자들중가장
늦게사망한작가의사망시점을기준으로사후50년이적용된다. 

저작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대본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시점으로부터50년을보호기준으로삼
고있는데, 이기간중저작자가누구인지밝혀지면마찬가지로저작자사후50년이지나면저작재산
권은소멸된다. 그리고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하거나, 저작재산권을소유한법인이나단체
가해산되어법률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된경우에는작가사망후50년이지나지않았더라도저작
재산권은소멸된것으로본다☞p.173 저작권법 제49조 참조. 저작재산권이소멸된경우에는대본에대한
이용허락절차없이자유롭게공연을제작할수있다.

2-2) 저작권유효
작가가생존해있거나사망후50년이지나지않았다면저작권보호기간중이므로, 저작물의이용

과관련한이용허락절차를밟아야한다. 저작자가생존해있다면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모두에대
한협의와허락이필요하며, 저작자가사망한경우라면저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만얻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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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았더라도제작사측에독점적인공연권의이용을일정기간-보통5년정도이나제작비가많이투
여되는경우 10년까지가는경우도있다- 보장하고공연권계약기간이끝났을경우에도우선협상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을인정하는것으로계약하는경우가많아면 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
대본공모등에서수상한대본의경우대본공모주최측에대본에대한공연권이일정기간동안(통상3
∼5년) 귀속된다. 제작자는기체결된저작권계약의기간이만료하여계약이종료되는시점에즈음하
여저작권자와의협의를통해저작권계약을맺고공연을제작할수있다.  

독점적인권리
드물게는저작권자가공연권에대해계약을진행하면서공연에대한독점이용권을보장하지않는

경우가있는데, 이경우는저작권자와의별도계약을통해이용허락을득하면공연을제작할수있다.
하지만, 이럴경우같은작품이동일한시기에올라가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이있고각공연의차별
성이뚜렷이부각되지않는한공연시장이넓지않은우리나라에서작품의마케팅과관객동원에어려
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기존공연권계약자의제작의지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여현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기간중이라할지라도공연권을가지

고있는제작사나대본공모주최측에서구체적인공연계획이나의지가없다거나프로젝트자체가유보
된상황이라면, 저작권자와공연권이용허락을먼저받은자와의3자협의를통해저작권을해결할수있
다. 제작자는저작권자의동의를구하고기계약체결자로부터이용허락을양도☞p.172 저작권법 제46조 3항

참조받거나, 기존계약해제를유도한후저작권자와협의하여별도의계약을다시체결할수있다. 

6) 협의및계약
공연을위한저작권이용허락은저작권자와계약서를작성하여처리하는것이좋다. 계약서에명기

되어야할주요사항은저작권료(저작물사용료), 공연권이용허락의존속기간, 최소공연기간, 그리고
저작인격권관련내용등으로이에대한충분한협의와상호이해과정을거쳐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어문저작물의신탁업무를담당하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경우, 일정양식의신청서를접수하면
협회에서이용료를산정하고이에따라저작권료를입금하면저작물이용계약서를제작자에게발송하는
절차를취하고있다. 신탁단체의특성상작가개개인의성향이나의지를고려한관리보다는협회의약관
에따라정해진일정원칙안에서운 하는경우가많은데, 공연의경우출판등에서의사용과달리세부
적으로확인해야하는사안들이많고공연마다의특성이다르기때문에계약이전에충분한협의와보완
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표준계약서서식이게재되어있으므로필요시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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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불가하지만저작권자를알수없는경우마저도이용이제한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특정한
경우를 정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법정 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pp.173~174 저작권법 제50조 참조. 

법정허락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이용신청서를제출하고절차에따라저작물이용료를공탁
한후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절차를밟으면된다. 단, 유의해야할것은저작권자를찾고접촉하기
위한법적으로인정받을정도의‘상당한노력’41 이반드시선행되어야만한다는것이다. 또한법정허
락제도는우리나라저작물에만해당되는것으로외국인의저작물에는적용되지않는다.

5) 공연권상황확인
저작권관리주체에게가장우선적으로확인해야하는것은저작물의공연권과관련한현재상황이

다. ①공연권이자유로운상황이라면저작권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고계약을체결하면된다. ②대본
이이미타공연을위해이용이허락된상황이라면, 기체결된저작권계약기간동안은일단공연이어
렵다고보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연할의사를가지고있다면기존저작권계약과관
련한세부사항을확인할필요가있다.

5-1) 기존저작권계약확인
타제작자와공연권과관련한계약을하면서①공연권이용허락기간을어느정도로하 는지즉계

약만료시점인언제인지확인하고, ②독점적인권리를허용했는지여부와계약을체결한제작자의실
제공연계획등에대해점검해보도록한다.

공연권이용허락기간
통상우리나라연극의경우유명희곡작가의작품은단발성개별공연건에대해이용허락을하고

계약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타제작자에게이용허락을해준상태라하더라도계약기간이길지않
을가능성이높다. 반면작가와제작사가공동으로작품을개발한경우는작가가저작재산권을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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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제5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

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
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
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니 이를 알 수 없다는 화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화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
광부와 법 제 112조에 ㄸK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저작권료를산정하는데, 저작권자가저작권료를제안하고제작자와이에대한협의절차를거쳐최종
결정하게된다. 제작자의입장에서는제작여건과예상수입등을고려하여최대한현실적인범위에서
저작권료를결정하기위해노력하게되는데, 저작권자에게결정권이있는사안이기때문에조정을할
수있는여지가많은편은아니다. 신탁단체의경우정해진저작권료산정규칙에따라저작권료를책
정하기도하고, 또저작자입장에서는저작권료의액수를본인의저작물에대한존중과자존심의문제
로연결하여생각하는경향이있기도하다. 때문에저작권자에게공연의목적과제작상황을충분히
설명하고-특히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비상업적성격의공연일경우- 저작권자와제작자가서로
합의할수있는합리적인접점을찾고자노력하는것이좋다. 

③저작권료지급방식
정액지급의경우저작권료총액중일정비율의금액을계약과동시에지급하고, 공연종료후나머

지비율의저작권료를지급하는것이보통이다. 공연수입의일정지분을지급하는방식의경우에계약
시저작권료에대한선급금을지급하고공연후공연수입을정산하여발생한저작권료에서선급금을
제외한차액을지불하게된다. 공연기간이길경우에는매월혹은분기별로공연수입을정산하고저작
권료를산정하여지급하는방식으로저작권료를지급하기도한다. 통상공연수입의기준은공연티켓
판매수입을기준으로잡게된다. 

공연권계약(존속)기간과공연기간
기존공연대본을사용한공연의경우대본사용에대한저작권협의를하는단계에서제작자가공연

에대한계획을대략적으로세우고있는것이일반적이기는하나, 준비과정에서다양한변수가발생할
수있으므로, 저작권계약시공연기간이나횟수를확정하기보다는공연이용권존속기간을명기하고
구체적공연일정이결정되는대는대로혹은공연시작2개월정도전까지공연일정을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것으로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좋다. 하지만저작권자가정확한공연기간과횟수를기재하
고계약하기를원할경우에는공연기간과존속기간을함께계약서에기재하되변경가능성에대한조
항을추가하는것으로조정할수있다.  

공연권이용존속기간은저작권자의운 원칙과제작자의공연계획등을고려하여협의에따라결
정되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1∼5년까지연단위로정하는경우도있고정해진공연기간이종료되는
시점까지로만한정하는경우도있다. 존속기간중이라할지라도공연상연이불가능하다는것이확실
시될경우에는존속기간만료이전에공연권이용허락이소멸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는조항을넣
기도한다. 연장공연이나재공연등이이루어질것에대비하여제작자는계약의연장이필요할경우
존속기간만료2개월이전에계약의연장을요청할수있고저작권자는명시적인이유가없는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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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저작권료
저작물사용료(저작권료)는계약에있어가장예민하고쟁점이되는부분인데, 기본적으로저작권

료는저작권자에게결정권이있기때문에협상의폭이크지않은것이현실이다. 저작권료와관련해서
는①어떤방식으로책정할것인지, ②어느정도의액수로할것인지, ③어떤방식으로지급할것인지
등에대해논의하고계약서에명기해야한다. 

①저작권료책정방식
저작권료는⒜일정금액을정하여책정하는방식과⒝러닝개런티처럼공연수입의일정비율로정

하는방식두가지로나눌수있다. ⒜정액지급방식은일정기간과횟수의개별공연에대해일정금액
을저작권료로책정하는경우와공연횟수당일정액을정하여지급하는경우가있다. 재공연이나레
퍼토리화계획이구체화되어있지않은단발성공연으로공연계획이어느정도수립되어있는경우라
면일정공연기간을명기하고일정액으로저작권료로책정하는경우가많다. 우리나라의경우많은공
연에서이런형태로대본에대한저작권료를지급하고있다. 기획단계부터장기공연이나재공연을생
각하고있는경우나상업뮤지컬의경우회당일정액또는공연수입의일정비율을저작권료로지급하
는방식을택하기도한다. 

②저작권료액수
저작재산권자는통상공연제작주체, 공연장의규모, 공연기간및공연횟수, 입장료등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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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내용

저작 재산권

저작권료
지급방식 - 정액 : 일정 공연기간전체, 회당 일정액

- 비율 : 공연수입의일정비율
- 계약 시와공연종료후로나누어지급
- 선급금(계약금) + 월별 혹은분기별지급

계약기간과공연기간 저작물의이용허락기간과기간중 (최소) 공연 횟수

이용범위 독점적이용허락계약 vs. 단순이용허락계약

2차적저작물 제작후파생되는공연이외의 2차적저작물의작성에대한권한

저작 인격권
성명의표시 저작자의표기방식및범위

동일성유지 저작물의내용및형식, 제목의동일성유지
저작자의서면동의가없는한임의변경불가

[표2] 저작권이용허락계약시주요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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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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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계약을할수있도록해두는것이좋다.  

독점적이용허락
이용허락에는독점적허락과단순허락이있는데, 단순허락일경우원칙적으로다른제작자도계약

기간중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아공연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계약기간중동
일저작물의타공연이제작되는일이없도록독점적인공연권이용허락을제작자에게부여함을계약
서에명시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는독점적이용허락을받았다하더라도
무단공연에대해기존허락을받은제작자가직접금지를할수있는권한이주어져있지않고, 저작
권자에게무단공연에대한대응을요구할수있을뿐이라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계약서
에무단공연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저작권자의신속한대응의의무를명시해두는것이좋다.

이용허락의범위
‘공연물’이그자체로독립한저작물이아니라개별저작물의결합이라면, 극본의저작권자는공연
이제작된후파생되는공연이외의2차적저작물에대하여‘2차적저작물작성권’주장을할수있다.
따라서제작자는공연의방송, 공연실황의녹음및녹화물의복제·배포, 기타새로운방법이나매체
로의이용, 녹음녹화물의공개상연등에대하여저작권자와별도의협의가필요하다. 또한공연홍보
를위한2-3분정도짧은시간의 상제작및방송에대해서는사전에동의를구하고계약서내에명
기하는것이좋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관련하여저작권계약시협의하고명기해야하는부분은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

이다. 저작인격권과관련한협의는저작자가생존해있고저작인격권자와저작재산권자가동일한경
우에는공연권계약시함께협의하고계약하면되지만, 저작재산권을양도하여저작재산권자와저작
인격권자가다른경우에는협의의주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성’을가지
므로저작재산권을양도했더라도저작인격권은저작자에게남아있기때문에이와관련한협의는저작
자와진행해야한다. 저작자가사망한경우저작인격권은소멸하기때문에별도의협의절차가필요하
지는않지만이용의형태와정도에따라사회통념에비추어저작자의명예를훼손했다고인정될경우
☞pp.164~165 저작권법 14조의 2항 참조상속자로부터이의를제기당할수있다.

성명의표시
대본의공연시공연과관련한각종홍보자료, 인쇄홍보물및 상등에저작물의저작자를표시하

는방식과범위에대해정리하는것으로저작자의실명이나예명중어느것을표기할지, 그리고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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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표기할지등을협의하여명기하도록한다. 계획하고있는홍보매체들중사정상저작자의이
름을표기하기어려운매체가있을경우그가능성에대해사전에명확히정리해두는것이좋다. 

동일성의유지
저작물의내용이나형식, 제목의동일성유지에대한것으로원칙적으로저작자의서면동의가없

는한이를임의로변경해서공연할수는없다. 만약대본의내용이나제목에대한변경을생각하고있
다면저작자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 대부분작가들은본인의대본이작품의도와상관없이연출자나
제작자임의로수정되는것을원하지않기때문에사전에충분한협의와동의의과정이필요하다. 특
히단순수정이아닌상당수준의개작을계획하고있다면반드시사전에이에대해협의하도록한다. 

간접적이용 : 타장르어문저작물

공연제작비가증가하고공연시장에서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 대중성을이미검증받은안정적인
컨텐츠에대한제작자들의수요가커짐에따라 화나드라마, 만화, 소설등타장르저작물들을공연
으로제작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타장르저작물의이용은이를원작으로하여공연대본으로각
색하는경우(based on)도있고, 모티브만을얻어새로운작품으로쓰는경우(inspired by)도있을것
이다. 여기서는전자의경우에있어저작권문제를중심으로다루며, 후자의경우에대해서는‘모티브
와오마주’부분☞p.94 [참고 21] 참조에서따로정리한다.   

타장르의기존저작물을공연화할때에는저작권과관련하여동일장르의기존대본을사용하는
경우와달리①저작권의이용과②새로운저작권의발생이라는2가지측면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즉, 원저작물을공연을위해이용하는2차적저작물작성권(공연화권)에대한이용허락뿐만아니라원
저작물을공연대본으로각색함으로써새롭게발생하는2차적저작물로서의공연대본에대한저작권의
문제를프리프로덕션단계에서정리해야하는것이다. 

타장르저작물을이용하여공연을제작할경우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저작물의공연화권이용
허락을얻으면되는데, 이과정에서는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과관련한권리관계를명확히파악하는
것이중요한출발점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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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및저작자확인
타장르의저작물을이용할경우①공연화하고자하는원저작물이무엇인지를명확히하는저작물

의확인작업과②원저작물의저작자확인-두가지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①원저작물의확인
제작자가공연화를계획하고있는타장르저작물의최종형태는 상저작물( 화, 드라마등), 출판

물(소설, 만화등), 연극저작물(뮤지컬, 연극, 오페라등) 등으로다양할것이다. 공연화를위해필요한
것은이결과물들의텍스트즉, 시나리오, 드라마대본, 소설, 오페라대본등의어문저작물일가능성이
높다.  소설과같이원저작자작업의결과물이내용의변화없이출판물로간행되는경우와달리, 만
화, 소설등의원작을각색하여 상화하는경우가많은 화, 드라마의경우에공연제작자는공연화
하고자하는작품의시나리오저작권및원작에대한저작권모두에대한이용허락을얻어야하는것
이원칙이다. 

②저작자확인
공연화하고자하는원저작물이확인되었다면, 원저작물의저작자를확인한다. ⓐ저작물의작가가

누구인지, ⓑ작가1인이독자적으로저작한것인지혹은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작품인지, ⓒ작
가가생존해있는지혹은사망했다면사망시점이언제인지를알아본다.   

ⓐ는원저작물의작가가누구인지에대한1차정보외에도해당저작물이알려진대로온전히작가
의저작물인가에대해재확인하는작업까지포함한다. ⓑ작가2인이상의공동저작물인경우, 대본에
대한이용허락시공동저작자전원의허락을얻어야할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기간의산정도달라지
므로공동저작자전원에대한정보와저작물에대한작가별역할분담과기여도를알아보아야한다. 
화나드라마는작가가2인이상인경우가많고, 만화나그림책의경우스토리작가와그림작가가따로
존재할수도있다. ⓒ작가의생존여부와사망시점은현시점에서저작권의유효여부를판단하는가장
중요한기준이된다.  

2-1) 저작권소멸
(1) 기존공연대본의사용 ☞ p.78 참조

2-2) 저작권유효
(1) 기존공연대본의사용 ☞ 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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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내창작자의타장르저작물이용시저작권절차

1) 저작물 및 저작자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경과

2-1) 저작권 소멸

저작자 생존

2-2) 저작권 유효

3) 저작재산권자 확인

7) 각색에 따른 저작권 발생

8) 각색대본 공연권 협의 및 계약

공 연

4-1) 저작재산권 관리주체 확인

6) 협의 및 계약

법적허락신청

4-2) 확인불가

5) 공연권 상황 확인 저작권료 공탁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미경과

직접관리 위탁관리

확인을위한‘상당한노력’

저작재산권자 저작권신탁단체

기존 이용허락
계약 없음

기존 이용허락
계약 있음

(5-1) 기존 계약 확인

공연화 가능성 타진 공연 불가

한국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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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재산권자의확인
저작자가생존해있는경우저작재산권은작가가소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지만, 양도나상속이

가능하기때문에작가가생존해있다하더라도저작재산권이저작자의소유가아닐수도있다. 저작재
산권은①저작자본인에게있는경우②저작자사망후유족혹은제3자혹은단체에게이전된경우
③저작자가생존해있으나계약등에따라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한경우3가지로나눌수있다.
제작에있어상당한제작비가소요되는 화의경우시나리오개발단계에서시나리오의저작재산권
일부혹은일체를제작사에양도하는계약을맺거나, 시나리오작가가제작사와일정기간급여를받
으며근로자의지위에서작업을한경우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어제작사에게저작재산권이있는경
우도있다. 출판물의경우에도작가와출판사간의계약에따라작가가공연화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
을양도했을수있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2010년12월오픈한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를활용하면저작재산권자및신탁여
부등저작권권리정보를조회할수있는데, 모든저작권정보가등록되어있는것은아니므로이사이트
에서조회되지않을경우관련협회나출판사등을통해저작재산권자를확인하고연락을취하도록한다.

4-1) 저작재산권관리주체의확인
우리나라에서저작재산권의관리는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와②저작권신탁단체에관리

를신탁한경우가보통이다. ①의경우라면저작권자와바로연락을취하면되고②의경우해당신탁
단체로저작권사용신청서를우선접수하면된다.   

소설등어문저작물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 화등시나리오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드라마를비롯한각종방송대본은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가 저작권신탁단체로서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의방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
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재산권에관한권리를위탁을받아이를관리하고있다. 각신
탁단체홈페이지에서신탁저작물을검색할수있으므로, 저작물및저작자검색을통해공연화를계획
하고있는작품의신탁여부를확인할수있다. 원칙적으로저작권자가협회에저작재산권을신탁한경
우약관에따른관련업무일체를협회가대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신탁시저작재산권중일부에
대해서는예외를두었을가능성도있으므로신탁저작물로확인되었다하더라도관리를신탁한저작권
의범위에대해한번더확인을하는것이좋다. 

4-2) 저작재산권자확인및연락불가
직접적이용: 공표된공연대본 pp.7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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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화권상황확인
저작권관리주체에게가장우선적으로확인해야하는것은원저작물의2차적저작물작성권, 즉공

연화권과관련한현재상황이다. ①공연화권이자유로운상황이라면저작권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
고계약을체결함으로써이용허락을득하면된다. ②하지만원저작물이이미타제작자에게‘공연화’
가허락된상황이라면, 일단공연이어렵다고보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연할의사를
가지고있다면기존저작권계약과관련한세부사항을조금더확인해볼필요가있다. 

5-1) 기존저작권계약확인
타제작자와공연화권과관련한계약을하면서①공연화권이용허락의존속기간이얼마나되는지

를확인하고, ②독점이용허용여부와공연화권의범위, ③기계약을체결한제작자의실제공연계획
등에대해점검해보도록한다. 

①은저작권자가원저작물의공연화를허락하면서계약상공연화권의존속기간을설정하 을경
우, 그 잔여기간과 공연화 의무 약정여부를 확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설정기간은 3년☞

pp.176~177 저작권법 제60조 참조, 상화권의존속기간은5년☞p.185 저작권법 제99조 2항 참조으로정하고
있지만공연화권에대해서는법으로정해진기간은없으므로계약상별도로협의하여정해두었을가
능성이높다. 존속기간종료가얼마남지않은상황이라면종료시점을기다려공연화권승인과관련한
협의를시작할수있을것이다. 

독점이용허용여부와공연화권의범위도확인이필요하다(②). 저작권자가원저작물의공연화허
락시독점적이용을허락하지않고단순허락을했을수있는데, 이경우제2, 제3의제작자에게도공
연화권을허용할수있다. 또한계약시공연화의범위를연극, 뮤지컬등유사공연장르전반에대해
허락했을경우와특정장르한가지에한해서만허락했을경우가있을수있는데, 후자의경우장르가
다른공연을기획하고있다면저작권자와의협의가가능할것이다. 하지만동일한작품을원저작물로
하는타공연과의차별성과경쟁력은이와별개로고민해야하는문제이다. 

③공연화권의허락을받은이가사정에의해공연화의계획이없는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존속
기간중이라할지라도저작권자와이용자간의3자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 저작권자의허
락을얻어☞p.172 저작권법 제46조 3항 참조기계약체결자로부터이용허락받은권리를양도받을수도있
고, 기존계약해제를유도한후원저작권자와협의하여별도의공연화권과관련한계약을체결할수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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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및계약
공연화허락은저작권자와제작자사이에시나리오, 소설, 만화등의원저작물을공연대본으로각

색하는2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이용허락혹은양도계약체결을통해이루어진다. 흔하지는않으
나저작권자가2차적저작물작성권중공연화권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에따른작품료만협의하면
된다. 하지만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경우에는 저작권료, 공연화권이용허락의존속기간,
그리고저작인격권관련내용등주요사항에대한충분한협의와상호이해과정을거쳐계약서에명기
하고계약을체결한다. 

저작물의신탁관리업무를담당하는신탁관리단체들이해당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관리
하고있는경우에는단체양식의신청서를접수하면협회에서이에따라저작권료를산정하여알려
주고제작자가이를입금하면저작물이용계약서를제작자에게발송하는절차를취하고있다. 신탁
단체의특성상작가개개인의성향이나의지를고려한관리보다는협회의약관에따라정해진일정
원칙안에서운 하는경우가많은데, 공연화의경우원저작물에대한각색등의변화를거치게되므
로그이용범위와저작인격권부분에서계약이전에충분한협의와보완의과정이필요하다. 이는원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 신탁단체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표준계약서서식이게재되어있으므로필요시참고하면된다. 

■저작재산권

저작권료
저작물이용료(저작권료)는계약에있어가장예민하고쟁점이되는부분인데, 기본적으로저작권

료는저작권자에게결정권이있기때문에협상의폭이크지않은것이현실이다. 특히원저작물이베
스트셀러출판물이거나흥행에성공을거둔 화의시나리오거나할경우많은제작자들이공연화권
을얻기위해경쟁하게되므로저작권료는더욱상승하게될것이다. 

저작권료와관련해서는책정방식, 액수, 지급방식등에대해논의하고계약서에명기하면되는데,
기존공연대본을사용하는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p.82 참조. 다만, 공연대본을직접이용할경우
계약금이추후공연에따라지불될저작권료를미리지불하는선급금의형태를띠는데반해, 타장르
의저작물을공연화할경우에는공연화계약시원저작물의간접사용에따른별도의작품료개념으로
일정액을지급하고, 추후공연작품이무대에오른후공연진행에따른저작권료는별도로책정하는
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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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화권계약(존속)기간과공연기간
타장르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공연화하는경우기존공연대본을직접사용하는경우에비해공연

이올라가기까지의시간이더소요될수있다. 이는원저작물을공연을위한대본으로각색하는제2의
창작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공연화권이용허락의존속기간을직접사용의경우보다훨
씬여유있게설정해야한다. 또한준비과정에서다양한변수가발생할수있으므로, 저작권계약시
공연기간이나횟수를확정하기보다는이용허락존속기간을명기하고구체적공연일정이결정되는
대는대로혹은공연시작2개월정도전까지공연일정을저작권자에게알려주는것으로계약서를작성
하는것이좋다. 또한연장공연이나재공연등이이루어질것에대비하여제작자는계약의연장이필
요할경우존속기간만료2개월이전에계약의연장을요청할수있고저작권자는명시적인이유가없
는한연장계약을할수있도록해두는것이좋다.  

원저작권자입장에서는공연화권을허락하면서장기간본인의권리를적절히행사하지못하는상
황을원하지는않을것이므로, 공연화에대한보증을요구할수도있는데일정시점이전까지공연화가
되지않을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조항을넣을수도있다. 그리고초연이후에라도제작자가정
해진일정기간내에일정횟수이상공연을하지않고상연의사가없다는것이확실시될경우에는기
간만료이전이라도공연이용권이소멸된것으로간주하는내용을추가하기도한다. 

독점적이용허락
이용허락에는독점적허락과단순허락이있는데, 단순허락일경우다른제작자도계약기간중원저

작물의이용허락을얻어공연화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계약기간중동일저작물을원작
으로하는같은장르의공연이동시에제작되는일이없도록독점적인공연화권이용허락을제작자에
게부여한다는내용을계약서에명시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이용허락을받지않은무단공연이
무대에올라갈경우저작권자쪽에서저작권침해에대하여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을할의무를규
정해두는것이좋다. 

이용허락의범위
공연화권을위한계약시원저작권자는원저작물을연극, 뮤지컬, 오페라등특정장르의공연을위

한대본으로만각색이가능하도록이용허락의범위를한정하고자할가능성이크다. 하지만제작자의
입장에서는동일한저작물을원작으로하는공연이비록장르가다르다할지라도비슷한시기에같이
무대에오르게되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예를들어A라는저작물을원작으로하는연극과뮤지컬
이비슷한시기에동시에공연된다면어느한공연이연출기법에서파격적인방법을도입하지않는
한동일한텍스트에서오는유사성을벗어나기는어렵고, 관객의입장에서도뚜렷한차이를느끼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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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것이다. 관객층이두텁지못한우리나라에서는동일작품을원작으로하는공연의동시상연은
비록장르가다르다할지라도서로윈-윈하기보다는서로에게손해가될가능성이크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관련하여저작권계약시협의하고명기해야하는부분은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

이다. 저작인격권과관련한협의는저작자가생존해있고저작인격권자와저작재산권자가동일한경우
에는공연권계약시함께협의하고계약하면되지만, 저작재산권을양도한경우에는주체에대한확인
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성’을가지므로저작재산권을양도했더라도저작인
격권은저작자에게남아있기때문에이와관련한협의는저작자와진행해야한다. 저작자가사망한경
우저작인격권은소멸하지만, 원저작물을원작으로하는공연에대해유족혹은저작재산권양수자가
원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 다고생각할경우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성명의표시
공연시공연과관련한각종홍보자료, 인쇄홍보물및홍보 상등에원저작자의이름을표시하는

방식과범위에대해정리하는것으로원저작자의실명이나예명중어느것을표기할지, 그리고어떤
방식으로표기할지등을협의하여명기하도록한다. 공연에서원저작물의제목을그대로사용하지않
고변경했을경우원저작물의제목역시저작자명과함께표시해야하는데, 이에대한표시방식과범
위에대해서도정리가필요하다. 또한계획하고있는홍보매체들중사정상원저작자의이름을표기하
기어려운매체가있을경우그가능성에대해사전에명확히정리해두는것이좋다. 

동일성의유지
문자나그림등을표현수단으로가지고있는원저작물과달리연극저작물은무대라는공간에서배

우, 연주자, 무용수등의실연자의실연을통해정해진시간에관객앞에서표현되어져야하기때문에
공연화과정에서원저작물의변경은필연적이다. 때문에공연대본을직접사용하는경우처럼내용이
나형식의동일성을유지하는기준을적용하기보다는원저작물의본질적내용을유지하는것에초점
을맞추어동일성유지의기준을설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본질적인내용의객관적기준이상당히모호하므로, 공연화과정에서원작자와의지속적
인의사소통과협의를통해사전에조정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세부적인부분까지하나하나원저작
자의허락을얻은후각색작업을하고공연을제작할수는없으므로각색허용범위의큰원칙을상호
협의하여정하고이를계약서에명시할수있으면좋다. 공연의특성에맞게원저작물제목을변경하
고자할때에도반드시사전에원저작자의서면동의를얻어두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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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색에따른저작권발생
공연화과정에서각색된공연대본은원저작물을토대로창작성을더하여만든2차적저작물로서저

작권법에따라독자적저작물로보호된다☞p.162 저작권법 제5조 1항 참조.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인정되
는공연대본의작가는원저작물로부터독립적으로본인의저작물인공연대본에대해저작자로서저작
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가지게된다. 따라서공연대본에대하여는2차적저작물작성권에서비롯되는
원작자의권리와각색자가가지는독자적인저작권이중첩적으로작용하게된다.

2차적저작물로의인정여부는원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의창작성기준보다높은수준의새로운
창작성을지녔느냐에따라좌우된다. 즉, 원저작물의단순각색이아니라원저작물을바탕으로하되
이와별개의공연대본자체로서독창적형식과높은완성도를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독립적
인저작권을가질정도의‘새로운창작성’을가늠하는잣대가애매한것은사실이다. 누구나인정할
만한정도의독자적창작성을지닌작품이라면의심의여지가없겠으나, 공연대본자체가원저작물에
많을부분을기대어있다면논란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소설을희곡으로각색하 을때독창적
희곡으로재창작되었다기보다소설의에피소드들이연극의장르적특성에따라단순전환되어나열되
는식일경우이를2차적저작물로인정할것인가의문제는논란이될수있다. 2차적저작물성립에는
개념상으로원저작물의창작성이상의높은창작성을요구하기때문이다.     

8) 각색대본공연권협의및계약
각색대본의공연권사용과관련한협의와계약은각색대본역시어문저작물로동일하게보호되기

때문에기존공연대본을사용하는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p.181 참조.

다만각색대본의경우구체적공연계획과상관없이독자적으로작가가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각
색대본을저작하는경우가흔치않고, 대부분공연제작자가원저작자와원저작물의공연화에대한협
의와계약과정을거친후원저작물의각색작업을제작자로부터의뢰받아시작하는경우가대부분이
라는점에서몇가지확인이필요하다.

원저작자와의공연화권허락에서부터공연에이르기까지제작자가투여해야하는시간과비용, 그
리고제작비투자에따른리스크, 추후안정적재공연운 등을고려할때작가와협의하여각색대본
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것이가장안정적인방법일수있다. 그렇지않을경우, 각색대본에
대한공연권의존속기간을5년이상의장기로설정하고, 계약기간이만료되었을때제작자가우선적
협상권을가질수있도록계약서에명기해두는것이좋다.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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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의경우각색대본의공연권이용에대한사용료의개념이기때문에대본각색작업에따른
각색료는별개로책정되어야한다. 다만, 각색대본을사용한초연기간의저작권료는각색료에포함되
어있는것으로즉, 일정액으로지불되는각색료를엄 히얘기하면각색료와저작권료가더해진개념
으로정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참고 21] 모티브(motif)와오마주(hommage)

작품을창작함에있어공표된저작물의 향을받았지만, 그작품을원저작물로한2차적
저작물은아닌경우로모티브와오마주를들수있다. 

모티브는창작의‘ 감이나동기를제공하는것’을의미하는데, 공표된원작을기반으로공
연대본등으로각색(based on)하는것과달리원저작물에서모티브만을얻어작품을쓰는경
우(inspired by) 원저작물의사용에대한저작권문제를고려하지않아도된다. 저작권법은아
이디어가아닌‘표현’을보호하는것이기때문에, 원저작물에서창작의아이디어를얻었다할
지라도주제의유사성을이유로저작권을침해했다고판단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오마주(hommage)는경의, 존경을의미하는불어에서파생된것으로작자가작품을저작
하면서 특정예술가혹은작품에대한존경을표하기위해작품의주요장면을모방한다거나
대사들을인용한다던가하는것을말한다. 화에서는미국 화감독알프레드히치콕에대한
오마주가대표적으로세대와국적을초월해여러 화에서끊임없이등장하고있다. 하지만
오마주의경우표절과오마주를구별하는기준과근거가애매하기때문에종종표절시비에휘
말리기도한다. 원작의장면이나대사를그대로인용한경우창작자의의도가오마주 다할
지라도저작권보호의기준이되는표현유사성을지닐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작품을
창작하면서오마주를생각하고있다면오마주의대상이되는작품의저작자에게사전에이를
알리고양해를구해두는것이추후분쟁은예방할수있는안전장치가될수있을것이다.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2. 우리나라저작물이용②음악과안무

장르간경계가불분명해지면서음악과무용은장르와관계없이공연전반에서필수적인요소로자리
잡고있다. 오페라나뮤지컬은말할나위도없고연극에서도음악이단순한배경음악의위치를넘어라이
브연주자까지등장하며극에적극개입하거나, 대사없이춤동작으로상황을표현하고군무장면이극중
삽입된다거나하는것은이제더이상낯선풍경이아니다. 뮤지컬<맘마미아> 등이른바‘주크박스뮤지
컬’들의성공이후지난몇년간우리나라에서도대중들에게익히알려진대중가요등을스토리와결합시
켜뮤지컬로제작하는사례들이꾸준히계속되고되고있기때문에공연에서기존음악의이용은더욱늘
어날것으로보인다. 

기존음악과안무를기획하고있는공연에이용하고자할경우타저작물들과마찬가지로저작권자로
부터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한해총매출액이2조6,020억원42에이르는음악산업규모와한국음악저
작권협회가1998년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신탁괸리업허가를받은것에서알수있듯음악의경우저작
권은물론저작인접권의관리가철저하고이용허락과관련한절차도여러규정으로상대적으로잘정리
되어있는편이다. 반면무용의경우대본, 안무, 음악에대한작품단위의저작권관리가필요한뮤지컬이
나오래전부터무보정리가잘되어온발레정도를제외하고는, 저작물의등록이나관리가아직까지는체
계화되지않아기존안무를공연에서이용하고자할경우적절한선례가부족하고, 저작권이용허락절차
를진행하는것이쉽지는않은것이사실이다.

음악

음악저작물은‘음에의해표현된저작물’을말하며, 가사와악곡을일괄한다. 오페라아리아, 대중
가요, 뮤지컬음악, 연극의배경음악, 화음악, 무용음악등이모두음악저작물에포함된다. 음악저
작물에서저작자는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역사가(외국곡가사를번역한경우)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저작물을사용하기위해서는[그림5]와같은과정으로저작권이용허락절차를진행하면되는데,
다른저작물들에비해음악저작물의경우저작자나저작재산권자와의직접협의보다는저작권신탁단
체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통해저작권관련업무가일괄처리되는비율이높은편이다.  

42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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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것은2009년3월25일제16차저작권법개정을통해저작인접권자인음반제작자와실연자
(가수, 연주자)의권리에대한‘공연보상청구권’☞p.180 제76조의 2, 제83조의 2 각①항 참조이신설되면서,
징수대상이되는 장소에서저작인접물인판매용음반혹은음원을공연할경우에는이에대한공연보
상금을지급하게되었다는것이다. 아직까지는징수대상장소가제한적이나저작인접권은계속해서
확대되고있는추세이므로주시할필요가있다.

1) 저작자확인
음악저작물의저작자는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인데공연에서음악저작물을어떤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따라권리보호대상과저작권료지불범위, 협의대상등이달라진다. 

공연에서기존음악을사용할때는①음악저작물을무대에서실연자가직접연주·가창하는경우
와②음악저작물이실린판매용음반이나음원을그대로재생하는경우로나눌수있다. 이는다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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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만사용하는경우와가사와악곡두가지를다사용하는경우, 원곡만사용하는경우와편곡까지사
용하는경우로구별된다. 음악의이용방식이결정되면그에따른권리보호대상인저작자가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저작물의공동창작여부와저작자의생존여부, 유고시사망시점등에대해 확인한다.

2-1) 저작권소멸
음악저작물의저작권소멸기준은여타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사망과함께소

멸되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50년이경과하면소멸된다. ☞p.78 참조저작권소멸참조저작권
이소멸된음악저작물은이용허락을얻지않고이용이가능하다.   

2-2) 저작권유효
저작자(작곡자, 작사자)가생존해있거나사망후50년이지나지않았다면저작권보호기간중이므

로, 저작물의이용과관련한이용허락절차를밟아야한다. 저작자가생존해있다면저작재산권과저
작인격권모두에대한허락이필요하며, 저작자가사망한경우라면저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만얻
으면된다. 

3) 저작재산권자확인
저작인격권과달리저작재산권은양도나상속이가능하기때문에작가가생존해있다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①저작자 본인에게
있는경우②저작자사망후유족혹은제3자혹은단체에게이전된경우③계약등에따라저작
물의 저작재산권을 음악출판사 등에 양도한 경우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찾기 사이트
(www.right4me.or.kr)를 활용하면저작재산권자및신탁여부등저작권권리정보를쉽게조회
할수있다. 현재모든저작권정보가등록되어있는것은아니므로이사이트에서조회되지않을
경우권리자를찾기위한별도의노력이필요하다. 

4-1) 관리주체확인
우리나라에서음악의저작재산권과저작인접권은크게①권리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와②신탁관

리단체에관리를신탁한경우로나뉜다. 음악저작물은타저작물에비해저작물의수도많고사용범위
가워낙방대하여저작권자개인이직접관리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에신탁관리단체로관리신탁
하거나대리중개업체를통해관리하는방식이보통이다. 

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와연락을취하여이용허락을받아야하는데, 음악
출판사와같은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게관리를대행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함께확인하도록한다.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1) 저작물 및 저작자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경과

2-1) 저작권 소멸

저작자 생존

2-2) 저작권 유효

3) 저작재산권자 확인

4-1) 관리주체 확인

법적허락신청

4-2) 확인불가

저작권료 공탁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미경과

6) 직접관리 5) 신탁관리

협의 및 계약 이용허락신청

확인을위한‘상당한노력’

권리자 신탁단체

사용승인

정산자료 제공

한국저작권
위원회

[그림5]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사용시 이용허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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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탁관리업자는누구든열람할수있도록관리하는저작물의목록을도서혹은전자적형태도
작성하도록되어있기☞p.191 저작권법 제106조 참조때문에해당신탁관리업체홈페이지에서검색을통해
신탁여부와신탁되어있는저작물들과저작자명, 권리출판사, 양수자, 승계자등저작권과관련한정
보를검색할수있다. 음악저작권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홈페이지에서확인하면
되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저작권자가협회에권리를신탁한경우저작권자가현재소유하고있
는권리일체와추후취득하게될권리모두가신탁계약기간동안에는협회에이전되는방식으로제도
를운용하고있으며, 이러한신탁방식을“인별신탁”이라한다. 음악저작물은관리수량이많아서사
용빈도가높지않은음악의경우홈페이지에서검색되지않을수도있으므로, 확인되지않는음악저작
물에대해서는유선으로누락여부에대하여재확인할필요도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권리신탁기
간을체결일로부터5년으로하고있는데, 공연을하는시점에서신탁계약유효여부의확인이필요하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신탁해지자를게시판을통해공고하고있으므로참고하면된다.  

4-2) 저작재산권자확인및연락불가 ☞pp.79~80 참조

5) 신탁관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신탁된음악저작물을공연에이용할경우아래와같은절차를거치게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이용허락신청을하기위해서는먼저협회에거래처로등록이필요하다. 등록은
온라인이나우편, 팩스, 방문등의방법으로가능하며, 사업자의경우사업자등록사본, 개인의경우주
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해야한다. 거래처등록이되면신청부터정산까지관련절차를직접방문없
이온라인상으로진행할수도있다. 

①음악저작물무대공연사용신청서제출
거래처등록이완료되면‘음악저작물무대공연사용신청서’를작성하고‘공연정보및사용곡목내

역’을첨부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제출한다. ‘음악저작물무대공연사용신청서’에는신청인즉,
공연기획사나제작사, 극단등공연단체와대표자의정보를기재하고, ‘공연정보및사용곡목내역’

에는공연제목, 공연장소, 입장료, 구분(대중, 순수, 동요, 종교, 외국곡), 좌석수, 공연형태, 공연기간
및횟수등공연에대한기본정보와공연에서사용하고자하는곡명및작사자, 작곡자의이름을명기
하도록되어있다. 팩스혹은방문, 온라인접수중선택하여제출하면된다. 신청서제출후혹은이용
허락을얻은후최초신청서와다르게사용할곡목에변경이생길경우담당자서명과함께반드시서
면으로다시제출하여변경하도록한다.  

②이용허락및계약
신청서접수후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신청서에기재된곡들의저작권이협회에신탁된곡들인

지에대한확인을거친후신탁된곡들에대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게된다. 협회는정당한이유없
이저작물등의사용승인을거절해서는안되도록약관에명시하고있기때문에사용료체납, 고의또
는상습적인저작권침해등의특정한이유가없는한이용허락이거부되는경우는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신탁된저작물의이용방법과사용허락조건등을명기한이용계약약관
과공연, 방송, 전송, 복제등사용구분에따른징수규정을두고이에따라운 하고있기때문에, 협회
에신탁된곡들의경우공연별특성을고려하거나계약과정에서의협의등을통해정해진규정과다른
방식으로저작권료등을조정할수있는여지는그리많지않다. 

사용료의산정 (저작권료)
공연에이용하는음악저작물의사용료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산정하게된다. 매출액을기준으로저작권료를산정하되초대권발행방식에따른산정기준까지
세부적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입장권발행시저작권료산정기준을충분히인지하고진행해야한다.

매출액은총입장료수입에서부가가치세와입장료판매대행수수료를제외하여산정하되협찬금
과기부금등의수입은포함된다. 즉, ‘총입장료수입- (부가가치세+입장료판매대행수수료) + (협
찬및기부금등)’으로계산하면된다. 입장료가저렴하거나입장료수입이없는무료공연과초대권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구분 공연사용료

음악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공연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등 매출액×3%×음악저작물관리비율

연극적요소와결합한공연 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매출액×2%×음악저작물관리비율

음악을부가적으로사용하는공연 패션쇼, 서커스, 무용회, 아이스스케이트쇼등 매출액×1%×음악저작물관리비율

[표3] 공연 종류에 따른 음악저작물 사용료 선정

① 음악저작물 무대공연
사용신청서 제출 ② 이용허락 및 계약 ③ 공연

⑥ 음악사용료 납부 ⑤ 정산확정 ④ 매출정산서 및
공연관련 자료 제출

[그림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음악저작물 이용 절차

공
연
제
작

프
로
세
스
에

따
른

저
작
권

이
슈



공공연연과과저저작작권권 101100

등에대해서는아래표와같이별도의산정기준을두고매출액을산출하도록되어있으므로매출액산
정시유의해야한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란공연에이용하는전체음악저작물중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관리하는
저작물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공연에서 10곡을사용했을때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수탁·
관리하는곡이6곡일경우음악저작물관리비율60%가된다.

공연장좌석수는객석이고정된경우는기존좌석수를기준으로산정하면되지만, ⓐ고정좌석과
가변식좌석설치혹은스탠딩석운 이가능한공간이혼재되어있거나, ⓑ고정된좌석없이공간만
존재하는경우에는가로세로 1m 면적에하나의좌석이들어가는것으로보고아래와같은방식으로
해당공연에대한좌석수를산출한다. 

ⓐ의경우좌석수= 기존좌석수+ [(별도공간의총면적- 무대설치면적) ÷1㎡]
ⓑ인경우좌석수=  (공연장총면적- 무대설치면적) ÷1㎡

장기공연을계획하고있거나상설공연이진행중인경우에는연간사용계약을체결하여연간사용
료의20%를할인받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음악사용량과공연횟수
를감안하여연간사용계약여부를판단하는데, 연간사용계약을맺을경우 사용자는전년도공연사용
료납부총액의50%에해당하는보증금을예치하거나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한다.  

저작물사용료의지급
사용료산정기준에따라정산된음악저작물이용에따른저작권료는공연이끝나고협회와이용자

간의매출정산에대한상호확인이완료되면협회로지불하면된다. 사용신청서에는공연종료후7일
이내에매출정산서를제출하고, 15일이내에저작물사용료를납부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공연의규
모나기간에따라기존에정해진일정이무리인경우도있으므로계약시협의하여조정하고이를명기
하도록한다. 무대공연의경우매출액의일정비율을사용료로산정하기때문에공연종료후지급이
이루어지지만통상저작물사용료가정액으로책정되어사전산정이가능한경우저작물사용이전에
사용료를납부하도록하고있다.   

이용허락의범위
이용허락계약을통해공연의기획·제작자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관리하는음악저작물중사

용자가신청하여허락해준저작물에한해‘무대공연에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허락을받게된다.
때문에공연의방송, 공연실황의녹음및녹화물의복제·배포, 기타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녹음녹화물의공개상연등에대한것은협회와별도의협의가필요하다. 

공연홍보를위해2-3분정도짧은시간의광고 상제작이나공연홍보홈페이지에공연에사용할
곡을배경음악으로사용한경우, 이는무대공연이외의이용이므로 상의방송, 전송등에따른협회
의별도운 및징수기준에따라사용허락을얻고사용료를지불하여야한다. 

저작인격권
음악저작물의사용시에도저작인격권과관련한사항은동일하게적용된다. 저작물의내용이나형

식, 제목의동일성을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연팜플렛, 각종홍보자료등에공
연에사용되는해당저작물의제목과작사자, 작곡자등의저작자명을표기해야한다. 하지만, 무대공
연의경우여러곡을하나의공연에서사용하는경우가많고연주회등음악이주목적이아닌연극적
요소와결합하는경우홍보매체나인쇄물에곡명과저작자까지모두표기하는데에는현실적으로여
러가지한계가따르므로실제표기가능한범위를 명확히하고사전에양해를구하는것이좋다.   

음악저작물의개작
음악저작물을공연에사용할때에는장르의특성, 악기의편성, 극의구성이나흐름등에맞추어편

곡하거나개사해야하는경우등이자주발생한다. 편곡이나개사등음악저작물의개작은동일성유
지권과2차적저작물작성권과관련된것으로, 협회에신탁된권리즉저작재산권의범위를벗어나므
로원저작자의허락이필요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개작하여사용할것을전제로저작물이용
신청을하거나, 편곡자나개사자가2차적저작물을협회에등록하고자할경우원저작자로부터개작을
허락받았다는동의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되어있다.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구분 입장료 산정

무료공연 1석당 2,000원으로산정

입장료 5,000원 미만 1석당 5,000원으로간주

초대권 1석당 5,000원으로산정. 
단,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까지만인정.

금액 표시초대권 입장료액면가의 80%

협찬금등을받은기업등에게배부된초대권 매출액산정대상에서제외

디너쇼입장료 총입장료의 60%

[표4] 매출액 산출을 위한 공연 입장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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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무용은우리나라저작권법상연극, 오페라, 뮤지컬등과함께연극저작물로분류☞p.162 제4조 3항 참

조된다.  무용도대본, 음악, 안무, 의상, 조명등개별저작물들의집합체로서‘결합저작물’로이해되
고, 그렇다면무용에서가장중요한저작자는안무자라할것이다. 연극에서대본이, 오페라에서음악
(악곡과가사)이중심이되는것처럼무용에서는춤을창작하고구성하는안무가가장중심이되는저
작물이기때문이다. 다만, 대본이나음악이문자나악보등구체적인기록과전달이가능한데비해안
무는추상적인신체의동작을표현하는, 움직임의형태자체가저작물이되기때문에모호한측면이
있다. 또한저작물로인정여부를가늠하는창작성을지닌표현의기준이명확치않은것도사실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등록시에는이를기록해둔무보나 상물을제출하는것이보통인데, 우
리나라에서는아직무용의저작물등록은보편화된편은아니다. 때문에기존안무를공연에이용하고
자할경우저작자인안무자와직접연락을취해야한다. 

안무는뮤지컬처럼상대적으로산업화된장르안에서의작업인경우와순수무용인경우-각각의
저작권에대한관리와그에대한이용허락을얻기위한방식이극명하게차이가난다. 뮤지컬의경우
작품단위로저작권이함께관리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공연권협의및계약시함께포함하여
계약이이뤄진다. 해외사례이기는하나뮤지컬<카바레>의밥포시, <웨스트사이드스토리>의제롬로
빈스등의안무는작품의핵심적요소로서공연권계약시대본과음악보다중요하게다뤄지기도한
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현대무용이나한국무용의경우아직까지저작권에대한인식형성단계여서
기존의안무를사용하고자할때에참고할만한적절한사례가부족하여저작자인안무자와모든것을
직접협의하여정해야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다. 주요협의사항은이미살펴본공표
된대본이나음악을사용하는경우와그리다르지는않다.  

③공연
공연을준비하거나진행하는중에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여곡을추가하거나생략하는등곡목에

변경이생기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반드시협회에변경된사용곡목내역을서면으로
다시제출해야한다. 협회의담당자가이용허락신청및이용허가가된내역대로음악저작물이사용이
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해공연장에직접실사를나오는경우도있다. 

④매출정산서및공연관련자료제출
공연이종료되면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통상7일이내에인터넷판매내역을포함한공연의매출

정산서를제출해야하고, 종료2주이내에사용료산출에필요한입장객수및입장료수입, 사용음악
저작물목록등제반자료를제출해야한다. 사용음악저작물목록은실제공연에사용된곡목을확인
하기위한자료로공연실황의녹음이나녹화자료또는사용곡명이표시된팸플릿등자료를함께제
출하기도한다.  

⑤정산확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사용자가제출한공연자료와매출정산서등을바탕으로음악저작물사

용료를산정하여사용자에게확정금액을알려준다. 이과정에서협회는사용자가제출한자료의정확
성을확인하기위해각종예매처에공연의판매및매출내역을요청할수있으며, 추가자료를요청할
수도있다. 만약, 허위자료제출이확인될경우사용료산정기준에따른실제판매좌석수가아니라
공연장의전체좌석수를적용하여매출액을산정하게되므로유의해야한다.    

⑥음악사용료납부
최종저작물사용료가확정되어통보를받으면, 사용자는음악저작물이용허락시협회와약시합

의한일자까지사용료를납부해야한다. 해당일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협회의규정에따라가산금
이부가된다. 

6) 저작재산권자직접관리
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음악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권자와직접연락하여사용과관련한사항

들을협의하고사용허락및관련계약을체결해야한다. 협의해야하는내용은상기5) 한국음악저작
권협회에서신탁관리하는경우와다르지않으나☞pp.98~99 참조, 이용계약약관과사용료징수규정에
따라저작권료산정, 사용허락절차등이진행되는신탁단체와달리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
권자의의사에따라이용허락조건이결정되므로다양한경우의수가발생할수있다.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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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참고 22] 저작재산권의제한 ☞pp.31~37 참조

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는위모든경우에도불구하고 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일
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의이용허락없이도공표된저작물을공연에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
다☞p.168 저작권법 제29조 참조. 여기서비 리공연의조건은단순히①관객들로부터입장료등
의반대급부를받지않는것뿐만아니라, ②실연자들도무보수로참여해야하며, ③기업등으
로부터협찬금도받아서는안되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면전공학생들의뮤지컬이나연극공연에서기업들로부터협찬금을받아프로그램
등에광고를게재하거나적은금액일지라도입장료를받는경우이는 리공연으로해석될여
지가크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저작물공연에대한허가를얻어야한다. 시나구주최의시
민대상의무료공연이라할지라도가수나무용수등실연자들에게출연료를지급한경우, 기
업이나제품홍보를목적으로한기업주최의무료콘서트등도마찬가지이다.      

비 리공연인경우에도저작재산권만제한되는것이지저작인격권은해당하지않으므로
저작물의동일성의유지나저작자의성명의표시등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3. 해외저작물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
라하더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든그에상응하게조약및저작
권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p.161 저작권법 제3조 참조. 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은세계
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WIPO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이있다. 

하나의저작물이발생시키는엄청난부가가치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각국의저작권의관리는점
점더엄격해지고있고저작권보호적용대상범위가점점더넓어지는추세이지만, 국가별상황에따라
차이를보이는것또한사실이다. 저작권에대한산업적인식및관리시스템이상당히정교하게발달되어
있는브로드웨이나웨스트앤드등 미권의경우그관리가까다롭게이루어지는반면, 동구권등유럽국
가저작권자와는상대적으로협의와조정의여지가많은편이다. 물론 미권의경우에도대형자본이투
여되고상업성이강한공연과상대적으로제작비규모가작고비상업적인성격을띠는공연작품은저작
권관리및공연권이용허가조건에도차이가난다. 여기서는편의상우리나라제작자들이라이선스공연
을위해가장많이접촉하는하는지역이자가장까다로운저작권관리를하는브로드웨이와웨스트앤드
등이포함된 미권을중심으로공표된해외공연물의공연권이용허락에관해다루었다.  

유럽이나 미권의경우공연작품단위로저작권관리를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많은경우
하나의공연과연관된개별저작물의저작권자들과각각접촉하지않더라도작품의저작권중개대행업체,
즉에이전시를통해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협의와계약이가능하다. 예를들어뮤지컬의경우중심이
되는저작물인대본, 음악, 안무를개별저작권자들혹은저작권자들의에이전시와각각협의하지않고하
나의에이전시를통해계약을진행할수있다. 특정작가의그림이극중중요한장치로등장하여여러편
의미술저작물이연극에서이용되는경우에도연극대본과관련그림들에대한저작권계약을공연저작
권에이전시를통해함께저작권협의와계약을할수있다.

때문에공표된해외저작물의이용과관련한저작권의정리는우리나라에서공표된저작물의경우달리
대본, 안무, 음악단위로구분하지않고공연작품으로묶어서다루도록한다. 단, 공연작품에결합한경우
가아닌음악의공연만을목적으로하는연주회나대중가수콘서트의경우음악저작물의저작권문제는
접근방식이다르므로따로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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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공연작품

해외에서상연된작품을우리나라공연장에서우리배우들이출연하는라이선스공연으로제작하
고자한다면아래와같은과정으로저작권절차를진행하면된다.

1) 저작자확인
우선염두에두고있는공연작품(연극저작물)의①주요저작자가누구인지확인한다. 작품의장르

와특성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대본작가, 작곡자, 작사자, 안무자등이주요저작자가될것이다. 또
한공표된공연작품이공연을위해새롭게창작된것인지원저작물이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원저작
자가누구인지에대해서도확인한다. ②대본, 음악등개별저작물의저작가가2인이상인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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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0 저작권법 제2조 21항 참조인경우, 이용허락시공동저작자전원의허락을얻어야할뿐만아니라
저작권보호기간의산정도달라지므로, 공동저작자전원에대한정보를알아야한다. 저작자가확인되
면③주요저작자의생존여부를확인하고유고시사망시점이언제인지알아본다. 

작가의생존여부와사망시점은현시점에서저작권의유효여부를판단하는가장중요한기준이되
는데, 공연이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한저작권의유효기간은우리저작권법에의하여결정된다. 따
라서해외저작물의경우도저작자사후50년이흐르면저작권이더이상유효하지않으므로, 국내번
역물을이용하고자한다면이에대한저작권문제만확인하고공연제작에들어가면된다. 계산상저작
권이유효한상황이라하더라도④외국인의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저작권의보호를제한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자및관리주체확인
통상저작자가생존해있는경우저작재산권을작가가소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기는하지만, 양

도나상속이가능한저작재산권은작가가생존해있다하더라도저작재산권의소유자가저작자의소유
가아닐수도있으므로이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저작재산권은①저작자본인에게있는경우, ②저
작자사망후유족혹은제3자혹은단체에게이전된경우, ③저작자가생존해있으나계약등에따라
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한경우3가지로나눌수있다. 

하지만해외에서는저작권자가직접저작권을관리하는경우보다는에이전시에위임하여저작권
관리를대행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우리나라제작자가직접저작권자와접촉하여야하는
경우는많지않다. 공연권관리를위임받은에이전시가저작자와제작자사이에서저작권의관리, 계
약업무및이용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므로위세가지중어느경우에해당되더라도저작자가확인
되었다면저작권관리를대행하고있는에이전시를우선확인해보아야한다. 단, 동구권이나중국등
저작권의관리나보호가아직정착되지않은국가의작가들의경우에이전시에의한저작권대리나중
개가활성화되어있지않거나, 대행을하지않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도많은데, 이경우저
작물을출간한출판사나공연을진행했던극장등을통해작가와직접접촉을시도해야한다.      

3-1) 저작권관리대행에이전시찾기
기획하고있는공연작품의공연권을관리하는에이전시는주요라이선싱회사들의홈페이지☞p.173

참조에서작품명을검색하거나, 해당작품의공연안내사이트나브로슈어, 출판대본등을확인하거나
하는방법을통해찾을수있다. 라이선싱회사들은자신들이관리하고있는작품과작가들의리스트
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고, 1차적문의를위한신청양식이나작가별담당자들의이름과이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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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경과

저작권 소멸

저작자 생존

저작권 유효

2) 저작재산권자 및 관리주체 확인

6) 번역(대본) 권리관계 협의

공 연

5) 협의 및 계약

4) 공연권 상황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미경과

저작재산권자

기존 이용허락
계약 없음

기존 이용허락
계약 있음

기존 계약 확인

공연 가능성 타진

공연불가

3-1)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3-2) 직접관리 3-3) 확인불가

[그림7] 공표된해외저작물이용허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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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재하고있는경우도많으므로연락을취하기용이하다. 공연브로슈어나출판된대본에도통상
공연권관리회사의이름을명기해두므로이를통해확인할수도있다.

유럽이나 미권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운 원칙을프로페셔널공연
과비상업적아마추어공연에다르게적용하는경우가일반적이고, 이에따라저작권자들도프로페셔
널공연과아마추어공연에대한공연권관리를분리하여각각다른에이전시에위임하는사례도많
다. 따라서고려하고있는작품이라이선싱회사의관리리스트에있다하더라도아마추어공연의공연
권만관리하고있을가능성도있는데, 이럴경우에도자신들이관리하는범위에대해설명하고프로페
셔널공연을담당하는에이전시와연락처를다시안내해주므로우선연락을취해관리범위를확인해
보는것이좋다. 또한원에이전시에서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저작권관리를지
역에기반하고있는에이전시에재위임하거나지사를두고있을경우가있는데역시설명과함께담
당자이름과연락처를안내해주므로, 우선은연락을취하도록한다. 에이전시에대한보다자세한설
명은‘해외저작물의저작권위탁관리: 에이전시’를참고하기바란다. ☞pp.72~74 참조. 

3-2) 직접관리
에이전시를두지않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와직접연락하여공연권사용

과관련한사항들을협의하고이용허락및관련계약을체결해야한다. 해외저작물의경우에이전시가
없을경우저작권자의연락처를찾는작업부터가쉽지않을수있는데우선은공연이진행되었던극장
이나프로덕션, 저작물이출판이나출반이되어있다면출판사나음반사등으로연락을취해알아보는
것에서부터시작한다. 

3-3) 확인불가
대한민국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우리나라저작물의경우저작재산권자와접촉하기위한‘상당한

노력’을기울 음에도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의거주지를파악할수없고연결이되지않을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를통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이
용신청서를제출하고절차에따라저작물이용료를공탁한후해당저작물을이용하는강제허락절차
를밟아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것이다. 저작권법은외국인의저작물을법정허락대상에서배제하
으므로, 반드시저작권자와연락을취해저작권이용과관련한허가를얻고공연을해야한다. 저작재
산권자를확인할수없거나연락이되지않을경우공연은포기할수밖에없다.  

4) 공연권관련상황확인
저작권관리에이전시를찾았다면제작주체에대한간략한소개와더불어공연을하고싶다는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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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함께한국내공연권이용허락상황을파악하는메일이나팩스등을보내1차적인연락을취하
도록한다. 에이전시들은통상작가별혹은작품별로공연권이용허락에대한큰운 원칙을저작권자
와협의해두고있기때문에, 현재저작권상황과라이선스공연에대한저작권자의1차적인의사에대
해서는대체적으로빠르게답변을주는편이다. 만약한국내공연권이이미다른제작자에게허락된
상황이라면공연이어려울가능성이높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연할의사를가지고있다면
기존저작권계약과관련한사항을확인하고가능성여부를타진해볼수는있다. ☞pp.80~81 5-1) 기존

저작권 계약 확인 참조

5) 협의및계약
한국내공연권이아직승인되지않았고저작권자쪽에서한국라이선스공연의사가있어협의가

가능한상황이라면한국공연을위한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협상에들어가면된다. 에이전시쪽에
서는공연의목적(프로페셔널/아마추어, 상업적/비상업적), 예정공연일자, 공연횟수, 공연장객석규
모, 티켓가격등의기본정보를추가로요청하게된다. 최초접촉시부터기본정보를요청하는경우도
있는데통상대형에이전시들은홈페이지에는제작자혹은제작사명및연락처를포함한이러한기본
정보를기재하는신청서양식이있어웹상으로바로접수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 

저작권료
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구체적인협의에들어갔을때가장중요하게논의되는부분이공연권이

용에따른사용료일것이다. 에이전시측에서는제작자가보낸기본정보들을바탕으로라이선스비용
을산정하여제안하게되는데, 선급금(advance/deposit)과 저작권료(royalty)로 구별된다. 선급금과
로열티는작품이나작가의인지도, 발표시기등저작물자체의제반조건과제작자가제공한공연횟
수, 공연장객석규모, 입장권가격등한국에서의공연기본조건등을고려하여책정하게된다. 

선급금은공연이진행됨에따라발생하는로열티에대한일종의보증금과계약금의성격을띠는것
으로어떠한경우에도돌려받을수없도록(non-refundable) 약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공연시작후
선급금에서로열티를우선차감해나가게되는데공연종료후최종정산된로열티가선급금보다적다
하더라도환급되지않는다. 또한계약후공연이성사되지못한다하더라도이돈은돌려받을수없다. 

로열티는①공연1회당정액을정하는방식과②총매표수입에서일정비율을책정하는두가지방
법이있는데①의방식은아마추어공연외, 에이전시쪽에서적용하는경우가많지는않다. 아마추어
공연에적용되는회당일정액의저작권료는통상큰부담이되지않는범위에서정해진다. ②의방식
에서비율책정기준이되는것은‘총매표수입(the gross box-office receipt)’이되는데이총매표수

Ⅰ.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1 : 공표된저작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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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기준은조금씩차이를보인다. 이는기본적으로공연으로인해발생하는모든티켓수입을의미하
나, 계약에따라총매표수입에서각종세금, 티켓판매대행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등에대한공제를
적용해주는경우도있다. 

저작권료의결정권한은전적으로저작권자에게있고, 저작권료의비율은에이전시자체적으로이
미작가별혹은작품별비율을책정해놓거나작가별하한선을정하고있는경우도많기때문에조정
의여지가많지는않은편이다. 상대적으로선급금은협의를통해조정이가능한편인데, 환급되지않
는선급금의경우가급적초연기간동안예상되는로열티총액을넘어서지않는선에서협상을하는
것이좋다. 뮤지컬처럼공연을위해대본과음악(악곡과가사), 안무등여러저작권자로부터공연권
이용허락을얻어야하는경우에이전시측에서제시하는저작권료는개별저작물전체를포괄한작품
단위저작권료로제시된다. 흔치는않으나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주요저작권자와개별
적으로저작권료와관련한협상을해야한다.    

선급금과저작권료의지급방식
선급금과저작권료는계약서안에명기된에이전시가지정하는계좌로지급하게되는데저작권계

약이유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선급금이입금되어야하므로계약서에대한상호간의최종확인이끝
나고계약이체결되면선급금을바로지급해야한다. 로열티의경우에이전시혹은저작권자가정한
정산시기와지급기한에맞춰지급하는데, 통상월별혹은분기별로정산시기를정하고지정일까지지
정계좌로입금하도록하고있다. 입금전에는정산시기별로공연수입에대한담당자와재무책임자의
서명이포함된정산서를에이전시나저작권자에게제출하여상호확인절차를거쳐야한다. 선급금의
통화는저작권자국가의통화를기준으로책정하는경우가일반적이나, 원화를기준으로하는경우도
있다. 한국내에서의총매표수입을기준으로하는로열티를책정하는경우원화기준일수밖에없는데
이경우송금시고시환율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해야한다.    

계약기간(공연권이용허락유효기간)
에이전시나저작권자는저작권자의권리를방어하기위해제작자와계약시공연권사용허락의유

효기간에대한조건을명시한다. 계약시계약기간과관련한조건은세가지정도인데ⓐ공연권이용
허락의유효기간, ⓑ최초공연시작일까지의기간, ⓒ최초공연종료후재공연까지의기간에대한것
이다. ⓐ는계약체결후제작자가저작물을이용해한국내에서공연을제작할수있는총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혹은첫공연일로부터일정기간에대해공연권을이용할수있다는것을명기한다.
그리고이와함께ⓑ에서는계약체결후일정기간안에첫공연을올려야한다는조항을두고있는데,
정해진기한안에초연이진행되지못하면계약은자동으로해지된다. 또한ⓒ는공연종료후연속된

일정기한(통상 1년) 내에계약서에서명시한최소공연횟수를만족하는공연을하지못하면계약이
무효화하도록함으로써저작권자의권리를방어하고있다. 

독점적사용승인
계약체결시계약서내제작자의지역내독점적이용에대한부분도명기될수있도록하는것이

좋다. 일반적으로계약서에포함되는조항이기는하나독점적사용에대한명기가없다면에이전시는
한국내또다른제작자에게공연에대한이용허락을줄수있기때문이다. 프로공연과아마추어공연
은사용승인을분리하여관리하는경우가많고, 계약서에도프로무대에서프로배우들이연기하는공
연에대해서만한국내에서제작할권리를승인하는것으로통상명기하므로, 같은지역내아마추어
공연을제작자의사전동의없이승인하지않는다는조항을둠으로써동일공연이제작됨으로써발생
할수있는여러위험요소들을방지해둘필요가있다. 

최상의극장에서최고의수준의공연
통상계약서에는한국에서의공연이최상의수준으로제작되어야한다는것을보증하는조항이들

어가는데, 이는저작권자가공연권에대한이용허락여부결정시주요한고려사항중하나이다. 즉, 한
국공연의제작자가좋은조건을갖춘공연장에서수준높은공연을제작할만한충분한재원과능력
을갖추고있는지를검증하고공연권의허락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그리고한국공연의연출과캐
스트에대해사전에저작권자의동의를구해야한다거나, 저작권자가지명하는자국의연출가를연출
로써야한다거나, 혹은한국연출가가아닌자국연출가를한국라이선스공연연출로섭외할경우반
드시저작권자의동의를구해야한다는등의조건을명기함으로써, 완성도높은공연이제작될수있
도록하기위한안전장치를두고있다.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
해외저작물에대한저작권계약은이작품의공연권에대한이용만을허락하는것으로 화, 텔레

비전, 대본출판등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는일절허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때문에공연홍
보를위한 상촬 도통상2~3분정도만허용된다. 이러한2차적저작물에대한원칙은한국공연을
위해필수적인대본번역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도록요구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번역부분
☞pp.112~115 참조에서따로다루도록한다. 

성명의표시
저작자의이름을표시하는데있어해외저작물의경우공연시그표시범위와방식에있어매우구

체적인요구를명시한다. 모든인쇄물(프로그램, 광고물, 포스터, 기타홍보인쇄물)에작품제목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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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저작자의이름을명기해야한다거나, 번역자나주요배우의이름등이저작자의이름보다크거
나- 정확한비율을명시하는경우도많다- 먼저표기되어서는안된다거나하는식이다. 이의조정
이필요한상황이발생할경우반드시저작권자로부터사전동의를구해야한다. 

동일성의유지
작품의제목및내용이저작자의승인없이변경될수는없다. 해외대본의경우번역의과정을거

치기때문에번역이원본에충실할것과공연연습시작8주전에에이전시에제출하여저작권자의동
의와승인을구해야한다는것을명시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저작자가제출한번역본에대한
수정을요청할경우이를받아들여야하며일단승인된텍스트나제목은저작권자의서면동의없이는
변경이불가능하도록하고있다.  

6) 번역(대본) 권리관계협의
해외작품을우리나라에서공연하기위해서는한국어로번역이이뤄져야하는데이에따른저작권문제

는①원작의저작권이유효한지여부와②기존에번역이완료되어출판되거나공연되었던번역본을사용
할것인지, ③신규로번역을의뢰할것인지에따라저작권관련확인및협의사항과과정이차이가난다.

■원작의저작권이소멸된경우
셰익스피어같은고전이나저작자의사망후50년이지나저작권이소멸된작품을공연할경우에

는, 원작자로부터의각종제약이나협의에서자유로우므로제작자는상대적으로자유롭게번역본과
번역자의선정이가능하다. 하지만, 원작의저작권이소멸된경우일지라도 원저작물의번역본은저
작권법상2차적저작물이므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된다☞p.162 저작권법 제5조 참조때문에이와관련
한별도의계약이나이용허락이필요하다. 번역대본에대한공연이용허락역시우리나라작가들의공
표대본사용시와동일한절차를거쳐진행하면된다. 

신규번역의뢰
신규로번역을의뢰한경우번역이완료되면번역자에게는번역물에대한새로운저작권이발생하

게된다. 번역의뢰시번역자에게번역에따른수고의대가로번역료를지불하게되는데통상이번역
료에번역본을사용한첫공연의사용료를포함하여계약을하게된다. 번역계약시추후재공연등에
대비하여이에대한저작물사용료의지급방식에대해명기해두는것이좋다. 

기존번역대본사용
기존번역대본을사용하는경우에는원대본과마찬가지로번역자, 저작재산권자, 관리의주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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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확인과정을거치면된다. 특히사용하고자하는번역본이출판되어있는경우에는출판사와
번역자간의계약을확인해볼필요가있다. 출판계약을맺으면서출판사에공연, 화, 드라마등과관
련한권리를양도하여번역본을출간한출판사에서공연권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또한
이번역본으로이미공연을한적이있다면최초공연제작사와의계약관계, 즉공연권을양도하 거
나독점적인이용허락기간중이아닌가등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그후저작권자와협의를거쳐이
용허락을받고저작물의사용료를협의하고계약을체결하면된다.

저작인격권
번역본역시신규로번역을의뢰한것이든, 기존번역물을사용하는경우이든동일하게저작인격권

에대한정리가필요한데, 번역자를어떻게어느매체까지기재할것인지성명의표시방식에대해서
저작권계약시명확히해두는것이좋다. 그리고또하나쟁점이될수있는동일성유지에대한부분
은사전에충분한협의를해두는것이필요하다. 통상연출이나제작자입장에서는번역본을기반으로
공연을준비하면서연출의방향이나배우들의캐릭터등공연의상황에따라크고작은대본의수정이
나각색이발생할수밖에없는데, 이에대한번역자의사전동의를구해두어야한다.  

■원작의저작권이유효한경우
원작의저작권이유효한경우라면원저작물의저작자로부터공연권에대한승인을받는작업이우

선되어야한다. 그이후에는마찬가지로신규번역의뢰여부를고민해야한다. 기존에우리나라에소개
된적이없는작품이라면새롭게번역을의뢰하면되겠지만, 작품이이미우리나라에서공연되었던적
이있거나공연되지는않았으나대본만번역본이출간된적이있는경우에는기존번역본을사용할것
인지여부에대한결정이필요하다. 원저작권이유효한경우에는원저작권자로부터번역과관련한여
러가지요구조건이수반되기때문에원작의저작권이소멸된경우보다기존번역대본의사용여부결
정, 신규번역자의선정, 번역과관련한계약과정등에서훨씬세심한주의가요구된다. 

신규번역의뢰
원작공연권에대한승인시많은경우번역자의선정부터원저작권자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고,

번역본의저작재산권을원저작권자에게귀속하도록하여번역자가자신의번역에대한저작재산권을
주장할수없도록하고있다. 또한번역이완료된대본에대해서도통상연습시작전에원저작자에게
승인을받아야하고이에대한수정요구가있을경우이를받아들여야할뿐만아니라개선이되지않
을경우번역자의교체까지도저작권자가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러한부분들은공연권계약서에상세하게명시되는내용들로, 번역을또하나의창작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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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번역자입장에서는납득하기어려운요구가될수있다. 따라서신규번역을계획하고있다
면번역의뢰단계에서부터충분할설명을통해번역자의양해와동의를사전에구하는것이좋다. 이
는우리나라저작권법상인정되는2차적저작물에대한독자적보호를부정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
내용을번역자와의번역계약서작성시명확하게명기해두어야추후논란을피할수있다. 상업뮤지
컬의경우원작의저작권관리를대행하는에이전시가우리나라번역자와직접계약을맺는경우도있
으나, 이경우에도번역료에대한지불과번역자선정은우리나라제작자가하게된다. 미국저작권법
에서는어문저작물에대한저작인격권을인정하지않고있으나, 크레딧을엄격하게보호하는태도에
서실제로성명표시권을인정하고있는면을알수있듯이사실상저작인격권이전적으로부인된다고
는할수없다. 따라서계약으로번역자의저작인격권을보호하도록협상하는것이좋겠다. 

기존번역본사용
기존번역본을사용할경우, 번역본이공연을위한것이었는지출판을위한것이었는지에따라협

의하고조정해야하는부분이달라지는데, 이역시최종결정권은원저작자권자에게있다는것을유의
해야한다. 

출판을위한것이었다면, 대본을출간한출판사-원저작권자, 출판사-번역자사이의계약관계를확
인해야한다. 원저작권자측에서출판사와계약을하면서공연대본의한국내출판에대한권리만승
인했을가능성이크기는하지만, 출판사측에서공연권이나 화화권과같은여타의권리를포괄하는
계약을했는지알아보아야한다. 물론이는공연권이용허락과관련한초기접촉단계에서확인되는
부분이기는하나확실히해두기위해추가적인확인을해보는것도필요하다. 출판사와번역자사이의
계약은번역자의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이출판사로양도되지는않았는지, 출판물이외에공
연이나 화화에대한별도의계약조항이있는지를점검하면된다. 출판사-원저작권자, 출판사-번역
자사이의계약관계에문제가없다면, 신규번역의뢰와마찬가지로원저작권자와의확인과협의과정
을거쳐번역자와번역본의공연사용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된다. 

동일한작품이한국에서다른제작사에의해공연된적이있고그번역본을사용하고자한다면, 번
역자와제작자간의계약에대해확인하는것과함께원저작권자의승인을거쳐야한다. 원저작자가
기공연에사용된번역대본의완성도와수준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기존번역대본의사용을
승인하지않고새로운번역대본을요구할수있기때문이다. 

■번역의유사성문제
기존번역본을사용하지않고신규로번역한대본으로공연을할경우, 번역자가다르다할지라도

원저작물이동일하기때문에기본번역대본과유사한표현이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 이경우기존
번역본의번역자가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도있다. 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저작물이란창작적인표
현을보호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므로무단복제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창작성이된다. 즉, 기존
번역본에서의역한부분이나창작하여첨가한부분등창작성있는표현이그대로사용되었는지, 그리
고오역한부분이그대로사용되고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게된
다. 원저작권이유효하고기존번역자가저작재산권을원저작권자에게양도하여이에대한행사를할
수없는경우라할지라도, 기번역대본의2차저작물로서의저작인격권은유효하므로저작권의침해가
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번안과각색
각색(dramatization)은사전적으로‘서사시나소설따위의문학작품을희곡이나시나리오등으로

고쳐쓰는일’43, 즉다른장르의원작을극화하는작업을의미하나현실적으로공연계에서는이뿐만
아니라원작대본을각색자가연출의도에따라수정하는대본작업을포함하여사용하고있다. 번안은
‘외국의 희곡을 원안으로 하되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자기 나라에 맞게 고치는’작업을 번안
(adaptation)이라하는데각색과번안의경계가애매하고실재적으로혼용하여사용되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혼란을막기위해사전적의미로만번안과각색을사용하도록한다. 

번안과관련한저작권은원저작자가사망한상황이라면원저작권자의저작인격권에대한고려에
서자유로울수있으므로창작의범위와수위가훨씬자유로워질수있다. 하지만기존한국어번역본
들과의유사성에따른긴장관계는여전히존재하며, 이는번역에서와마찬가지로번안물의창작성에
따라독자적2차적저작물로서간주될지가판단될것이다. 원저작자가생존한상황이라면원저작자의
승인없이번안을할경우저작권침해로간주될수있으므로, 상기번역대본과동일한절차를거쳐사
용허가를얻되번안에대해서는추가적인협의에들어가야한다. 

[참고 23] 미상업공연의저작권관리단계

저작권의산업적관리를기반으로철저하게상업적시스템으로운 되는뮤지컬을중심으
로한 미권상업공연의저작권은통상3가지단계로나누어관리된다. 최초제작사가저작
권을관리하면서자국공연및해외라이센스공연을직접제작하거나관리하는1차저작권단
계, 저작자가에이전시에저작물의관리대행을맡기되프로페셔널공연은허용하고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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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중하나이기때문에자국이아닌해외에서의저작물사용과저작권관리에있어서도상당히체계적
인시스템을가지고있다. 대부분의해외음악저작물은이를공연에서이용하기위한이용허락절차및
저작권료등관련협의를굳이해외소재저작권관리단체와직접처리하는번거로움없이해외음악출
판사의한국지사나에이전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을통해한국내사용에대한협의가가능하다.
크게①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해외지역의음악저작물관리단체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한국음
악저작권협회를통해관리하는경우, ②해외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에서한국내지사를두거
나우리나라음악출판사와의대행계약을체결하고자신들이관리하는음악저작물의이용에대한허
가와관리, 불법사용에대한감시를대행하는경우로나눌수있는데, 어느경우이든해외음악저작물
의사용에대한관리와감시는상당히엄격하고까다로우므로반드시음악저작물사용에대한허락을
얻은후이용해야한다.   

①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통한이용허락
해외지역에서저작물사용에대한관리는다양하고광범위한이용범위와지리적한계로인한현실

적어려움으로인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해외각지역의저작권관리단체들간의상호관리계약체
결을통해자국이외에서의음악저작물사용에대해관리하고있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협회에
신탁된우리나라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해외현지의저작권관리단체에게재위탁하여해당
지역에서의관리를맡기고, 해외음악저작권관리단체는자신들이관리하는음악저작물의한국내사
용에대한저작권관리를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맡기는것이다. 2009년8월기준한국음악저작권협
회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 저작권 협회인 미국작곡작사출판연합회(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ASCAP)와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을비롯하여38
개국의주요저작권관리단체40곳45과공연및방송권에대한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있다.  

관리여부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상호관리계약을통해관리하고있는해외음악저작물은협회홈페이지작

품검색을통해확인이가능하므로, 작품명, 앨범명, 가수, 저작자명등을입력하고협회에서의관리여
부를우선확인한다. 

이용허락및사용료산정
협회에서관리하고있는음악저작물이라면, 우리나라음악저작물과동일한절차와방법으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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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표된해외음악저작물의경우뮤지컬음악이나오페라아리아등음악이공연을구성하는필수적
인주저작물로서사용될때에는개별음악들이분리되어관리되기보다는공연작품단위로함께묶여
관리되고공연권이용허락역시작품별로진행되는경우가많지만, 개별곡단위로공표된해외의악곡
과가사를콘서트나연극의배경음악등의방식으로공연에사용하고자할때에는작품단위가아니라
개별곡들에대해별도로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공표된해외음악저작물의이용허락을얻기위한
절차는우리나라의의경우와그리다르지않은데, 작곡자, 작사자등창작자가누구인지, 저작권이유
효한지여부를확인한후저작권이유효한상황이라면저작재산권자와저작권관리주체를알아본후
이들과접촉하여이용허락을위한협의절차를밟으면된다. 

음악, 특히대중음악저작물의경우전세계적으로활발하게이용될뿐만아니라가장산업화된분

44 이러한 것을 replica(레플리카)라고 하며 대본과 음악만을 포함하는 것을 non-replica라 한다.
4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각 단체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현황>

상호관리계약단체현황(www.komca.or.kr/int/int_contents_04.jsp)에서 확인가능하다. 

공연을허용하지않는2차저작권단계, 프로페셔널프로덕션과아마추어공연모두를허용하
는3차저작권단계로나뉜다. 제작자가기획하고자하는작품이이3가지저작권관리단계에
서어디에위치하느냐에따라접근방법이달라지며, 저작권료를비롯한공연권을획득하기위
한조건또한차이를보인다. 

1차저작권단계의대표적사례는앤드류로이드웨버가설립한RUG를들수있는데, <오
페라의유령> <캣츠> 등그가관여한연극과뮤지컬을제작및관리하고전세계에이작품들
을라이선싱하는것을직접책임지고있다. 이경우대부분작품관리에까다로운기준을정하
고있기때문에공동제작사로공연에직접참여하거나, 공연의라이선스를위한공연의대본
과음악(가사포함)이외에오리지널프로덕션의연출, 안무, 그리고무대, 의상등주요분야의
디자이너등기타오리지널작품과관련한부분까지포함44하는조건으로공연권이용허가를
내주는경우가많다. 이는작품의완성도와동일성을유지함으로써공연의작품성과상품성을
관리하기위한것으로제작자의제작능력도공연권허가의중요한기준이된다. 2, 3차저작권
단계인경우에도프로페셔널공연의경우연출자를작품의퀼리티유지를위해작가가지정하
는자국의연출자로해야한다는것등을허락조건으로요구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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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얻으면된다. ☞p.98 신탁관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참조

상호관리계약단체의저작물관리는비록저작물이해외저작물이라할지라도해당저작물 현지의
규정이아닌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규정에의거하여사용승인하고사용료를산정, 징수한다. 마찬가
지로해외에서한국음악저작물을사용하여공연할경우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상호관리계약을맺은
국가에서의공연이라면, 협회신탁관리저작물의사용에따른이용허락과사용료산정은우리나라한
국음악저작권협회의기준이아니라상호관리계약이체결된해당국가저작물관리단체의기준에따라
이용신청과허락, 저작권사용료지불등을진행한다.

②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를통한이용허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검색되지않는음악저작물일경우, 음반이나음원등에기재되어있는음

반사나제작사등으로연락하여저작재산권자나음악출판사등저작재산권관리주체에대한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음악저작물역시개인이직접관리하는경우보다는자국의관련협회나음악출판사에
위탁하여관리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지않은
해외현지음악출판사나협회에서위탁관리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대부분의해외음악출판사들은
또한우리나라에자회사를두거나우리나라의음악출판사와라이선스계약을맺고자신들의관리음
악저작물의우리나라에서의사용에대해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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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음악출판사들의 경우 Warner/Chappell Music Korea, EMI Music Publishing Korea,
Sony ATV Music Publishing Korea 등한국지사를통해자사가관리하는음악저작물을직접관리
하고있으며, 독립음악출판사의경우우리나라음악출판사와관리계약을한경우가많다. 이경우음
악저작물의이용허락과그에따른저작권료의책정은각각의해외음악출판사자체운 원칙과절차
에따라정해진다.

[참고 24]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

음악출판사는‘음악이라는무형의창작물을카탈로그화하여상품으로만들어내는일종의
저작권관리자’47이다. 미디어가발달하지않은시대에는음악을유형화할수있는수단이인
쇄물뿐이었기때문에초기에는악보를인쇄하여판매하는일을주로하 으나음악의이용방
식이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다변화된현재는음악에대한저작권관리가음악출판
사의핵심업무이다. 음악출판사는작곡자, 작사자와같은창작자들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거
나, 관리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확보하고관리한다. 

음악출판업은 여러 업종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합출판사, 협력출판사, 종합에이전
트, 라이선스사업자, 매니저·출판업자, 변호사·출판업자, 독립출판업자, 다국적기업군등
으로다양하다.48

워너/채플(Warner/Chappell), EMI 뮤직, BMG, 폴리그램뮤직(Polygram Music) 등다양
한장르의음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세계적인규모의종합출판사의경우, 국내외100만건
이넘는저작물을관리하고있는워너/채플처럼대부분세계주요국가에지사를두고있다. 음
반사와관련없이음악출판업을하는독립출판업자들의경우1인업체부터수백개의음악저
작물을관리하는업체까지그규모와성격이다양하며, 효율적관리를위하여해외에서의저
작물사용등사안에따라저작권관리의일정부분을재위탁하기도한다. 

[그림8] 한국음악저작권협회국내-해외음악저작권처리흐름도 46

46 http://www.komca.or.kr/CTLJSP 
47 김주호 외, 예술경 , (김 사, 2005), 271면
48 베스커빌 저, 김주호 역, 뮤직비지니스 핸드북, (시유사, 199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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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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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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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협회 사전 승인)

상호관리계약체결

저작자 지분
상호 분배

작가 지분 분배

가입
(신탁계약체결)

작가 지분 분배

가입
(신탁계약체결)



1) 저작물및저작자확인
타장르의해외저작물을이용할경우①공연화하고자하는원저작물이무엇인지를명확히하는저

작물의확인작업과, ②원저작물의저작자확인, 이두가지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①원저작물의확인
제작자가공연화를계획하고있는타장르저작물의최종형태는 상저작물( 화, 드라마등), 출판

물(소설, 만화등), 연극저작물(뮤지컬, 연극, 오페라등) 등으로다양할것이다. 공연화를위해필요한
것은이결과물들의텍스트즉, 시나리오, 드라마대본, 소설, 오페라대본등의어문저작물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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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이용 : 타장르해외어문저작물

대중성을검증받거나높은완성도를지닌안정적인컨텐츠를확보하기위한노력은국내에머무르
지않고해외의 화나드라마, 만화, 소설등타장르저작물들을공연화하고자하는시도로나타나
고있다. 해외저작물을공연화하기위한저작권관련주요점검사항과절차는우리나라타장르저작
물을이용하는것과크게다르지는않다. 먼저원저작물과저작자를확인하고저작권유효여부를확
인한후유효하다면, 저작재산권자와관리주체를알아본후접촉하여이용허락을위한협의절차를밟
으면된다. ☞p.86 간접적이용 : 타장르 어문저작물 참조

다만공연화권을얻기위한대상이해외저작자이기때문에저작권이유효한경우①우리나라저작
권법이아니라저작권관리를위탁받은해외저작권에이전시나저작자의운 원칙을중심으로협의
와계약이진행된다는점과②공연대본으로의각색작업이전에원저작물의번역과관련된문제를추
가로점검하고협의해야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타장르저작물의공연화부분에서도언급했듯타장르저작물의간접적이용시에는저작
권의이용과함께새로운저작권의발생이라는2가지측면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즉, ①해외의원
저작물을공연을위해이용하는2차적저작물작성권(공연화권)에대한이용허락과함께②원저작물
의번역물이용허락혹은신규번역에따른저작권발생, 그리고③이를다시공연대본으로각색함에
따라발생하는저작권문제를협의하고정리해야하는것이다. 

타장르해외저작물을이용하여우리나라에서공연을제작할경우다음과같은절차를거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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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 및 저작자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경과

2) 저작권 소멸

저작자 생존

2) 저작권 유효

3) 저작재산권자 확인

6) 원저작물의 번역물 권리관계 확인 및 협의

7) 각색에 따른 저작권 발생, 협의 및 계약

공 연

5) 협의 및 계약

공연불가

4) 공연권 상황 확인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미경과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관리대행
에이전시 직접관리

기존 이용허락
계약 없음

기존 이용허락
계약 있음

기존 계약 확인

공연화 가능성 타진

확인불가

[그림9] 해외창작자의타장르저작물이용시저작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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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다. 소설과같이원저작자작업의결과물이내용의변화없이출판물로간행되는경우와달리,
화, 드라마의경우순수창작뿐아니라만화, 소설등의원작을각색하여 상화하는경우도많은

데, 이경우공연제작자는공연화하고자하는작품의시나리오저작권및원작에대한저작권모두에
대한이용허락을얻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각색대본을바탕으로한저작물에는항상원저작물과
관련한정보가명기되기마련이므로, 이를근거로원저작물의권리관계를확인하면된다.  

②저작자확인
공연화하고자하는원저작물이확인되었다면, 저작자에대해확인한다. ⓐ저작물의작가가누구인

지, ⓑ작가1인이독자적으로저작한것인지혹은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작품인지, ⓒ작가가생
존해있는지혹은사망했다면사망시점이언제인지를알아본다.

ⓐ는원저작물의작가가누구인지에대한1차정보외에도해당저작물이알려진대로온전히작가
의저작물인가에대해재확인하는작업까지포함한다. ⓑ작가2인이상의공동저작물인경우, 2차적
저작물작성권(공연화권) 이용허락시공동저작자전원의허락을얻어야할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기
간의산정도달라지므로공동저작자전원에대한정보와저작물에대한작가별역할분담과기여도를
알아보아야한다. 만화나그림책의경우스토리작가와그림작가가따로존재할수있고, 화나드라
마는작가가2인이상인경우가많은데 특히미국의경우드라마대본이나시나리오작업을여러명
의작가가한팀이되어각작가들이잘쓰는부분들을격투장면, 일상장면등으로분리하여공동작
업하는방식이보편화되어있다. 

2) 저작권소멸과저작권유효
작가의생존여부와사망시점은현시점에서저작권의유효여부를판단하는가장중요한기준이되

는데, 공연이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는한해외저작물일지라도저작권의유효기간은우리저작권법에
의하여결정된다. 따라서원저작물의저작자사후50년이지났다면원저작물의저작권이더이상유
효하지않은것으로판단가능하므로, 이경우에는원저작물을번역한기존번역물이존재할경우이
의이용여부에대한판단과저작권문제만확인한후공연화작업에들어가면된다. 

저작자가생존해있거나사후50년이지나지않은경우저작재산권자와관리주체를확인하는과정
을거쳐공연화권의이용허락을얻기위한작업을하면된다. 단, 계산상저작권이유효한상황이라하
더라도해외저작자의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저
작권의보호를제한할수있으므로, 이에대한확인또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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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재산권자및관리주체확인

①저작재산권자확인
저작자가생존해있는경우저작재산권은작가가소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지만, 양도가가능하기

때문에작가가생존해있다하더라도저작재산권이저작자의소유가아닐수도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본인에게있는경우ⓑ저작자사망후유족혹은제3자에게이전된경우ⓒ저작자가생존해
있으나계약에따라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한경우3가지로나눌수있다. 제작에있어상당한
제작비가소요되는 화의경우시나리오개발단계에서시나리오의저작재산권일부혹은전부를제
작사에양도하는계약을맺거나, 시나리오작가가제작사와일정기간급여를받으며근로자의지위에
서작업을한경우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어제작사에게저작재산권이귀속되는경우도있다. 출판물
의경우에도작가와출판사간의계약에따라작가가공연화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을양도했을수있
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②저작재산권관리주체확인
해외저작물의경우국내저작물에비해이러한권리관계들을파악하기어려운것이사실인데, 우선

은해당저작물의출판사나 화사등으로연락을취해저작재산권관리주체에대한정보를확인해보
도록한다. 해외저작물의경우저작재산권자가직접저작권을관리하기보다는에이전시에위임하여
저작권관리를대행하는것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출판사나 화사등역시저작권자로부터관련
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것이아니라면, 에이전시를통하여관련권리의이용허락을얻고계약을맺었
을가능성이높다. 단, 동구권이나중국등저작권의관리나보호가아직정착되지않은국가의작가들
의경우에이전시에의한저작권대리나중개가활성화되어있지않거나, 대행을하지않고저작권자
가직접관리하는경우가많다. 

③확인불가
대한민국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우리나라저작물의경우저작재산권자와접촉하기위한‘상당한

노력’을기울 음에도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의거주지를파악할수없고연결이되지않을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를통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외국인의
저작물은법정허락대상에서배제되어있으므로, 반드시저작권자와연락을취해저작권이용과관련
한허가를얻고공연을해야한다. 저작재산권자를확인할수없거나연락이되지않을경우공연화작
업은포기할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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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약서에명시하는경우가많으므로, 추후공연관련홍보인쇄물, 광고물등에이를표기함에있어
협의기준을벗어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6) 원저작물의번역물권리관계확인및협의
원저작물이이미한국어로번역되어우리나라에소개된경우이번역본을활용할것인지혹은신규

로번역을의뢰할것인지에대해결정할필요가있다. 원저작물의번역본은저작권법상2차적저작물
로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되기때문에☞p.162 저작권법 제5조 참조공표된번역본을사용하여공연화
작업을하고자할경우이와관련한별도의이용허락계약이필요하다. 타장르해외저작물을이용하는
경우공연을위해서는공연대본으로의각색이필요하고이과정에서작품의많은부분이공연에맞게
수정되고재구성될수밖에없으므로, 번역의비중이공표된해외공연을직접사용할때에있어서번
역이나공연대본으로의각색에비해크지는않은것이사실이다. 이를고려하여기존번역본의사용과
신규번역, 두방법중어느것이더효과적인지를판단하여사용여부를결정하도록한다. 원저작권자
가기발표된한국어번역본의번역이마음에들경우이의사용을요청할수도있으나, 그리흔한일
은아니다. 그 외번역과관련한사안은해외공연작품이용시번역의문제와크게다르지않다. ☞
pp.112~113 번역 (대본) 권리관계 협의 참조. 

기번역본을사용하지않고원저작물을새롭게번역후이를가지고공연대본으로각색한다하더라
도원저작물이동일한데따른유사한표현이나대사가있을수있어서, 이에대해기번역본의번역자
가이의를제기할수있다. 무단복제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창작성’으로, 기존번역본에서의역
한부분이나창작하여첨가한부분등창작성있는표현이그대로사용되었는지, 그리고오역한부분
이그대로사용되고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게된다. 기존번역
자가원저작물의저작권자와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을원저작권자에게양도하거나, 공연과같은2
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를주장할수없는상황이라할지라도, 번역물의2차저작물로서의저작인격권
은유효하므로저작권의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7) 각색에따른저작권발생, 협의및계약

각색에따른저작권발생
공연화과정에서각색된공연대본은원저작물을토대로창작성을더하여만든2차적저작물로서저

작권법에따라독자적저작물로보호된다☞p.162 저작권법 제5조 참조.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인정되는
공연대본의작가는원저작물로부터독립적으로본인의저작물인공연대본에대해저작자로서저작재
산권과저작인격권을가지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외저작물의저작권자가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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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화권상황확인및공연화의사확인
저작권관리주체와연락이닿았다면우선확인해야하는것은원저작물의2차적저작물작성권, 즉

공연화권과관련한현재상황이다. 공연으로제작했을경우성공가능성이높은전세계적베스트셀러
소설이나 화등의경우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국가에서도공연화와관련한제의를했을가능성
이크고공연화권역시이용허락이되었을수있다. 공연제작자와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와의계약
조건에따라차이가있을수는있겠지만,  저작재산권자가공연화권에대한이용허락을하면서유럽지
역, 아시아태평양지역등과같이일부지역내에서만공연화하여공연할수있는권리를허락했을가
능성도있으므로확인을해볼필요가있다. 

공연화권이자유로운상황이라면, 저작권자가원저작물의공연화에대해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
있는지확인하고공연화권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고계약을체결함으로써이용허락을득하면된다.
일부창작자의경우자신의작품이타장르의저작물로각색될경우원저작물의예술적의도를훼손하
거나왜곡시킬수있다는이유로공연화작업(2차적저작물작성)을허락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
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5) 협의및계약
공연화허락은원저작물의저작권자와제작자사이에시나리오, 소설, 만화등의원저작물을공연

대본으로각색하는2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이용허락계약혹은양도계약으로이루어진다. 해외저
작물의경우공연화권자체를양도받기는어렵고, 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형식이될것이다.
이때협의되어야하는주요사항은저작권료, 공연화권이용허락의존속기간, 그리고저작인격권관
련내용등으로이에대한충분한협의와상호이해과정을거쳐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저작권료를비롯한제반사항에대한결정권은전적으로저작권자에게있고, 저작권료의경우도저
작권관리대행에이전시자체적인책정방식및로열티비율등을정하고있는경우가많아협상의폭이
그리큰편은아니다. 저작권료는해외공연작품의경우처럼선급금과추후공연진행에따른로열티로
구성되는데, 원저작물에대한저작권료뿐아니라번역자, 공연대본(음악포함)을쓴창작자등의저작
권료또한함께지불되어야하므로전체제작규모와저작권료예산을잘고려하여협의를진행하도록
한다.  

저작인격권의경우성명의표시와동일성의유지에대한확인이필요한데, 우리나라타장르저작물
의이용과그내용은크게다르지않다. ☞p.92 저작인격권 참조다만, ‘성명의표시’의경우우리나라저
작물의경우보다훨씬세부적이고구체적으로원저작물의제호와저작자명표기방식과범위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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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화권)의이용허락을하면서각색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제한하려는경우가많으므로, 각색작
업의뢰시부터작가에게이를분명히하고계약서상에명기하도록한다. 

2차적저작물로의인정여부는원저작물과별도의, 통상적창작성기준보다높은수준의새로운창
작성을지녔느냐에따라좌우된다. 즉, 원저작물의단순각색이아니라원저작물을바탕으로하되이
와별개의공연대본자체로서독창적형식과높은완성도를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독립적인
저작권을가질정도의‘새로운창작성’을가늠하는잣대가애매한것은사실이다. 누구나인정할만한
정도의독자적창작성을지닌작품이라면의심의여지가없겠으나, 공연대본자체가원저작물에많은
부분을기대어있다면논란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해외소설을희곡으로각색하 을때독창적
희곡으로재창작되었다기보다소설의에피소드들이연극의장르적특성에따라단순전환되어나열되
는식일경우이를2차적저작물로인정할것인가의문제는논란이될수있다. 2차적저작물에는저작
물성립에요구되는보통수준이상의높은창작성을요구되기때문이다.     

각색대본공연권협의및계약
각색대본의공연권사용과관련한협의와계약은각색대본역시어문저작물로동일하게보호되기

때문에기존공연대본을사용하는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p.81 협의 및 계약 참조.

다만각색대본의경우구체적공연계획과상관없이독자적으로작가가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각
색대본을저작하는경우가흔치않고, 대부분공연제작자가원저작자와원저작물의공연화에대한협
의와계약과정을거친후, 작가가원저작물의각색작업을제작자로부터의뢰받아시작하는경우가대
부분이라는점에서몇가지확인이필요하다.

원저작자와의공연화권허락에서부터공연에이르기까지제작자가투여해야하는시간과비용, 그
리고제작비투자에따른리스크, 추후안정적재공연운 등을고려할때제작자입장에서는작가와
협의하여각색대본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것이가장안정적인방법일수있다. 그렇지않을
경우, 각색대본에대한공연권의존속기간을장기로설정하고, 계약기간이만료되었을때제작자가
우선적협상권을가질수있도록계약서에명기해두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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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오른후해당권리자들로부터공연금지청구가들어오는등법적인분쟁이벌어지는상황이되
지않기위해서는, 기획제작자는작품의소재를결정하고창작자와본격적인개발작업에들어가기전
에반드시침해가발생할여지가있는요소들에대해확인하고, 해당당사자와의협의를통해동의를
구하도록해야한다. 

실존인물을작품의소재로할경우법적인문제

실존인물을소재로할경우긴장관계가발생하는사정은아래와같은데, 문제된인물이널리알려
진유명인인지여부에따라권리의침해종류는조금차이가있다.

1)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우리나라현행법상이를명문화한규정이있는것은아니지만, 우리법원도미국

등에서인정하는예를따라이를대체로인정하고있다. 퍼블리시티권은유명인이자신의초상, 이름
은물론목소리, 동작, 서명, 실연스타일등인격적징표를포괄하여배타적으로이용할권리를말한
다. 이는자신의인격적징표가침해되는경우그침해에대한경제적배상을구하는권리이므로그인
격적징표에대하여보호받을만한충분한 리적가치가인정될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퍼블리시
티권은자신의모습등을외부로표출시키는것을직업으로하는배우, 가수, 연예인, 널리알려진저
명인사등에대해서만인정이가능한권리이다.(이에대하여는유명인과일반인의구별이애매하다는
이유등으로일반인에게도퍼블리시티권이인정된다는반론이있기는하다)

퍼블리시티권은 미법에서판례법(common law)으로출발한권리이고, 그기원은프라이버시권
이지만미국의판례는이제퍼블리시티권을완전한재산권이되었다고판단한다. 그러나미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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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개발은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것에비해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작업일뿐만
아니라결과에대해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진행해야하는작업이다. 만약
오랜창작개발과정을거쳐초연을했는데, 작곡자나대본작가등이더이상공연권이용허락을해주
지않는다거나저작재산권을제3자에게양도해버리거나하는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 상저작물
과달리프로듀서나제작단체는공연개발과정에서의기여도를법적으로보호받지못하기때문에오랜
노력이수포로돌아가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 때문에창작물을개발하는경우기획제작자는저작권
과관련업무에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공표된저작물을이용한공연제작에서제작자가공연제작준비단계에서해야하는저작권관련업
무가저작재산권중공연권의이용허락과이에따른여러조건들을협의하고조율하는것이라면, 대본
과음악등을새롭게창작, 개발하여공연을제작하는경우에는창작개발과정에서새롭게발생하는
주요개별저작물들의저작권에대해창작자들과계약시점부터권리관계를명확히하고충분한협의
를바탕으로계약서를작성함으로써추후공연이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제작, 공연될수있는여건을
마련하는것이핵심적인업무라할수있다. 즉, 1. 작품의소재에따라발생할수있는법적인문제와
2. 작품의창작에따라새롭게발생하는저작권및각종등록사항들, 그리고3. 저작권자인창작자들
과의저작권과관련한협의와계약사항들을확인하고정리해두어야한다. 

1. 작품소재와법

어떠한작품을만들것인지구상하면서프로듀서나창작자는여러가지소재를가지고고민하게되는
데, 창작자와제작자모두최대한자유로운상상력과아이디어로작품을구상하고창작·개발할수있
어야하겠지만, 작품의소재에따라법적인긴장관계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특히, 실존인물이나실
화를소재로삼을경우저작권법을포함한여러법적인문제를야기할수있다. 

대중에게이미널리알려진예술가나유명인의삶, 그리고실제사건등은그어떤이야기보다드라
마틱하고상업적인파워를가질수있기때문에매력적인공연의소재임은분명하다. 존레논의노래
와삶을소재로한뮤지컬<레논>이나에바페론의이야기를담은뮤지컬<에비타> 등해외사례뿐아
니라우리나라에서도실존인물의삶을다룬공연은뮤지컬, 연극, 오페라등다양한장르로여러차례
제작된바있다. 하지만실존인물을모델로할경우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등저작권
법뿐만아니라형법과민법까지연계되는사안이발생할수있다. 오랜작품개발과정을거쳐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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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침해 양태 민사 청구의 종류 형사처벌 가능성

유명인

퍼블리시티권침해 재산적손해배상청구
공연금지청구

프라이버시권침해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공연금지청구명예훼손 가능

일반인
프라이버시권침해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공연금지청구명예훼손 가능

[표5] 실존인물작품소재화에따른법적인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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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중에게자신의사회적평가가나빠질수도있는상황을발생시킬수있으므로, 공연의내용에대
하여충분한설명을하고당사자의사전동의를얻어야하는것이다.

작품의소재이용을위한절차

작품의소재가되는인물이생존해있는경우는당사자와, 사망한경우에는유족과사이에해당인
물의삶을작품화하는것에동의하는것을골자로하는계약서를작성하면된다. 

계약서의내용에있어가장핵심적인것은‘(공연제작사는실존인물의삶을공연의소재로하여공연
을제작하는대가로일정금액을권리자에게지급하고), (권리자는) 향후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명
예훼손등에대한권리침해주장을포함한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는다’는부분을명시하는것이다.

당사자나유족입장에서는실존인물의삶이작품화되는경우그인물과삶이공연속에서왜곡되거
나희화화되는등의상황을원치않을것이고, 제작되는공연또한높은수준의작품이되기를희망할
것이기때문에공연의내용, 공연기간, 공연장의규모와수준, 참여예술가나연기자의수준등에대해
서도요구사항이있을수밖에없다. 이렇듯제작자입장에서필수적으로명기해야할내용과권리자의
요구사항을종합하여조율하고계약서를작성하도록한다.  

2. 저작권의발생과등록

장르별로차이가있겠으나공연에있어필수적인저작물은대본, 음악, 안무등으로창작물의개발
과정에서는이러한주저작물의개발과창작이가장핵심이되는작업이된다. 이렇게새로운저작물
을창작하면창작자들에게는저작권이발생하게되는데, 대법원이공연을연극저작물로서개별저작물
들이결합하여하나의작품을이루는‘결합저작물’로파악하고있으므로, 공연개발에참여한창작자
들은자신의저작물에대해개별로저작권을가진다고할수있다. ☞p.68 결합저작물로서의 공연 참조때문
에안정적인제작을위해프로듀서나제작사는대본작가, 작곡자등주요창작자에게새롭게발생하는
저작권의내용과범위를인식하도록하고이와관련한문제들을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명확하게협
의하여계약서로정리해두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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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연방법에의하여통일적으로규율되는것이아니라, 각주별로성문법이나판례법에
서개별적으로인정하는권리인만큼과연어떠한범위의인격적징표를특정주가인정하고있는지는
구체적으로따져보아야한다. 퍼블리시티권에대한각주의입장이다르다는점은퍼블리시티권의상
속성에서가장크게드러나고있다. 성문법으로퍼블리시티권의상속성을부정하는주가있는가하면,
각주의사망후보호기간이달라서혼선이빚어지고있는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저작권과는구별되는권리지만(퍼블리시티권은주법에의하여규율되고, 저작권법
은연방법이다), 심정적으로퍼블리시티권을저작권에견주어파악하고싶은경향이있는듯하다. 미
국(연방법)에서저작권의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70년으로연장하자, 그 이전까지퍼블리시티권의
보호기간을저작권의보호기간에맞추어저작자사후50년으로규정하고있던캘리포니아주는즉각
퍼블리시티권의보호기간을사후70년으로연장하 다.

우리나라에서는퍼블리시티권을입법화하지는않았으나이에기초한재산상의손해배상이나금지
청구를인정하고있다. 퍼블리시티권의상속성을인정하기위해서는입법조치가필요한데, 몇차례입
법안이상정되었으나통과되지는못하 다. 

2)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개인의사생활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사생활이함부로공개되지않을권리,

즉사생활의비 의자유를보장하는소극적인권리는물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자신에대
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까지도포함한다.49 우리나라헌법제17조는“모
든국민은사생활의비 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고명문화하여프라이버시의보호와불가침을
규정하고있다. 

프라이버시권은유명인뿐만아니라모든국민이가지는권리이기때문에실존인물을작품의소재로
사용할경우개인의사생활이대중에게노출되는것에대한당사자의동의를필수적으로구해야한다.

3) 명예훼손
명예훼손은자신의인격적인가치에대한사회적인평가의저하를의미한다. 제3자가본인의명예

를훼손한경우민사상불법행위가성립하여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할수있고, 형사상으로도명예훼
손죄의책임을물을수있다. 실존인물이공연의소재가되는경우역시작품의내용에상관없이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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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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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저작권

공연의개발단계에서대본, 음악, 안무등저작물을창작함에따라대본작가, 작곡자, 작사자, 안무
가등창작자들은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일체를가지게되는데, 우리나라저
작권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권자들의권리는다음과같다.

132

1인의저작자가특정회사나단체소속의근로자가아닌독자적활동을하는창작자로서저작물을
창작하 다면, 저작자 1인이저작물의창작으로발생한저작권일체를가지게되므로권리관계는명
확할수있다. 하지만, ①저작자가개발과정에서교체되거나여러명의창작자가공동으로작업하는등
의이유로저작자가2인이상인경우와②창작자가제작사나공연단체등의직원신분으로작업을했
을때, 그리고③창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저작물의창작에따른저작권의권리관계에대한정리가
필요하다.   

①2인이상이창작한저작물의저작권
한저작물의저작자가두사람이상인경우, 완성된저작물은공동저작물로작품의창작에참여한

저작자모두가공동으로작품의저작권을가지게된다. 공동저작물은저작자모두의합의에따라이용
이가능하기때문에저작권자중한사람이라도동의를하지않을경우사용이불가하므로, 추후공연
을함에있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작품개발을의뢰하는단계에서부터이에대한명확한정리를해
두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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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비고 주요 저작자 비고

연극 희곡 희곡작가

음악극 음악(악곡과가사) 대본, 안무 작곡가, 작사자, 대본작가, 안무자 뮤지컬, 오페라등

무용 안무 안무자

[표6] 공연장르별주요저작물과저작자

저작권법상 권리 관련법조항

저
작
인
격
권

공표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저
작
재
산
권

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2조(정의)
22.‘복제’는 인쇄·사진촬 ·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
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2조(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

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전송을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
작
재
산
권

공중송신권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저작물, 실연·음반·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이하“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
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
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조(정의)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
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리를 목
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표7] 저작권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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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팀을이룬경우
창작의효율을높이기위해두사람이상이처음부터한팀을이루어저작작업을하는경우, 기획

제작자의특별한개입없이도서로간의역할분담과그에따른권리문제를공동저작자간에이미정리
하고있는경우가많다. 그렇지않은경우에도추후제작되는공연의공연권을비롯한저작권과관련
한문제를사전에명확히정리하고창작작업을시작할수있으므로, 작품창작개발과공연제작을진행
함에있어큰문제가발생하지는않을것이다. 

창작자가도중에교체된경우
새로운저작물을개발하는과정에서창작자가중간에교체되는것은종종발생할수있는사례이

다. 초기작업을시작한창작자의대본이나곡등이제작사나프로듀서, 혹은연출자가의도하는컨셉
과맞지않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제작사는저작작업이이미진행된후일지라도창작자를교체하거
나새로운창작자를추가로투입하여저작물을기획하고있는작품의방향에맞게완성시키려고할것
이다. 이처럼제작자와최초창작자가서로간의이견을좁히지못하고다른창작자로교체되는경우,
초기작업을시작한창작자와중간에투입되어작품을완성시킨창작자간에저작권문제가예민하게
불거질수있다. 

창작자가교체된다하더라도초기구상단계에서부터완전히새로운작업을하지않는이상작품의
아이디어나구성등을유지한상태에서작업이이어지기때문에완성된저작물에는결국참여한저작
자들모두의창작이반 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교체된창작자가초기작업을진행한창작자
의작업에서모티브만차용하고독자적작업을진행하 다하더라도첫창작자의작업을원작으로, 이
후작업은2차적저작물로보아야할경우도있으므로, 창작자교체이전에제작자와개별창작자간의
충분한조율과합의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저작권법에서는구체적으로이러한분쟁을규정하고있지않고해석상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
있으므로, 계약서작성시이러한부분까지예상하여명기해두는것이좋다. 계약체결시이부분에
대해협의하지않았다면, 모든정황을고려하여처음작업을시작한창작자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
을지합리적으로판단하되, 저작권자에게는금지청구권☞pp. 196~197 저작권법 제123조 참조이있다는것
을상기해야한다. 

하나의저작물을분리하여작성한경우
자주발생하는사례는아니만두창작자가하나의작품을분리하여작성을했을경우에는창작자는

각자가저작한부분에대한개별로저작권을가진다. 예를들어A와B라는작가가희곡을창작하면서

작가A가1, 3, 5장을작가B가2, 4, 6장을각각창작한경우작가는자신이저작한부분에대해저작권
을가진다고할수있다. 물론이는각저작자의창작부분만을분리하여이용할수있다는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즉, 작품이1, 3, 5장만으로공연이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온전한작품전체를
무대에올리기위해서는저작자모두의이용허락이필요하다는점은당연하다.  

②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
창작자가제작사나공연단체의근로자로서창작작업을하는경우저작권귀속에관한원칙인창작

자주의의예외를인정받는업무상저작물☞p. 161 저작권법 제2조 31호 참조로간주되어해당저작물에대
한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창작한개인이아니라제작사나공연단체에게귀속된다. 단,
제작사, 공연단체같은“법인등”이저작권자가되는업무상저작물로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의조건
들을충족시켜야만하는데, 이조건들중한가지라도충족하지못하면창작자가그저작물의저작자
로인정된다.  

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
업무상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법인등”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고그직원에게지시

등을통해저작물을작성하게해야한다. 저작권법에서규정되어있는‘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는
법적으로등록된회사나법인뿐아니라, 극단이나공연기획·제작사등과프로듀서같은개인사용자
도포함한다. 여기서인정되는기획의범위에대해서는여러의견들이있으나, ‘기획’은반드시사용
자가작성자에게개별적이고구체적인저작물의작성을지시할정도로적극적이고능동적인기획만을
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직원이업무상의필요에따라작성한것이라면넓
은의미에서사용자의기획에의한것이라고간주할수있다.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이가그업무로서저작물을창작
업무로서의저작물창작을인정받으려면, 사용자와저작물의작성자사이에사용관계가있어야하

고저작물의작성자체가작성자의업무가되어야한다. 저작물의작성자가사용자에게고용되어있는
것은물론이고실질적인지휘·감독관계가있으면사용관계에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저작자
가제작사나극단등의직원의신분으로서저작물을창작했다할지라도창작업무가본인에게주어진
업무의범위에속하지않는경우업무상저작물로인정될수없다. 예를들어극단의회계담당직원이
희곡을창작한경우해당직원의업무는희곡창작이아닌회계업무이므로, 이희곡의저작권은직원
개인에게귀속된다. 때문에만약창작을업무로하는이를직원으로고용했다면, 근로계약서나취업규
칙등에사용관계와담당업무를정확히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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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근무규칙에저작권에관한별도특약이없을것 ☞p.163 저작권법 제9조 참조

근로계약을체결할때계약서내에실제저작물을창작한개인에게저작권을인정한다는식의특약
을명기하고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상기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한다할지라도직원의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인정될수없다. 

회사나단체의명의로저작물을공표
구저작권법에서는업무상저작물로서의요건을만족했다하더라도저작물이“법인등”의사용자의

명의가아니라직접창작작업을한근로자의이름으로공표된경우, 해당근로자에게저작권을인정
해주었다. 때문에저작권의귀속에대한것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공표시회사나단체의명의로하
고, 저작권등록도해두는것이좋다. 

③외국인창작자의저작권
해외창작자들이우리나라공연에창작자로참여하는것은뮤지컬, 연극, 발레, 오페라등여러장르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런해외창작자들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제일처음대한
민국내에서저작물이공표된경우우리저작권법을적용하므로외국인창작자는우리나라저작자와동
일한저작권을가지게된다. 해당외국인창작자가우리나라에상시거주하거나, 창작자가외국“법인
등”인경우주사무소가우리나라에있을때에도동일하게우리나라저작권법을적용한다☞p.161 저작권법

제3조 참조. 

창작작품개발의경우일부경우를제외하고우리나라에서초연을하므로외국인창작자의저작물
역시대한민국내에서처음공표된다. 따라서외국인창작자도우리나라창작자들과동일하게저작권
관련협의와계약을진행하면된다. 단, 외국인창작자가작품창작및개발및창작과관련한계약을체결
하면서, 추후발생하는작품에대한본인의저작권에대한준거를대한민국이아닌주거소지나국적국가
의법에따르기를요청하여이를조항으로명기한경우, 외국인창작자의저작권은그에따라처리된다.

제작자의권리

작품창작개발시제작자의역할은제작형태나과정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제작자나제작단
체가작품의아이디어를구상하고이에적합한창작자를섭외하여공연까지주도적으로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경우가있고, 창작자가구상하고있는작품의아이디어를제작자나제작단체에제의
하여공연으로제작하는경우도있다. 어느경우이든신규공연작품개발전과정에있어제작자의중

요성과기여도는결코작지않다. 특히제작자가작품의아이디어를구상하고그에맞는작가, 작곡자,
작사자등창작자를섭외하여제작과정을이끌어가는경우, 저작물이완성되기까지의과정에서프로
듀서는직접저작을하지않을뿐끊임없이창작자들과의견을제시하고교환, 조율하며개별저작물
의완성에기여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이를‘직접창작한자’에게만있고창작을의뢰하거나
창작의동기를부여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기때문에제작자는원칙적으로저작자가될수없다.
저작권을가지는저작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작품의구체적인줄거리구성, 동선의구상, 대사혹은
가사의작성등창작에직접적으로참여해야만하고, 아이디어만을제공한것만으로는저작자로인정
받을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개발되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창작자들에게만있고, 프로듀서나제작사들의저작물과
관련한권리는창작자들과의저작권계약에의해서보호될수있을뿐이다. 상저작물의경우제작단
계별로발생하는복잡한권리관계와엄청난제작비등의이유로특례규정에따라, 상저작물에대한
저작권의귀속은별론으로하고, 상제작자가 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고
있지만☞pp.185~186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제3항 참조, 결합저작물로분류되는공연의경우그렇지못하
다. 따라서안정적인공연제작을위해제작자는새롭게창작되는저작물의저작자들과계약을통해
저작재산권일체혹은공연권이나2차적저작물작성권등저작재산권일부를양도받거나공연권의이
용허락에대한장기간의독점이용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추후공연에대한안전장치를해둘필요
가있다. 

저작권의등록과신탁

1) 저작권등록

저작물의등록
저작권은어떤절차나형식을거치지않더라도작품을창작하는순간자연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

반드시등록이필요한권리는아니다.☞p.163 저작권법 제10조 2항 참조즉, 등록이라는별도의특별한절
차가없이도헌법과저작권법등에의해보호를받을수있다. 그러나저작자가저작권등록을하게되
면저작자로추정되는효과가있고(이를‘추정력’이라한다), 저작재산권전체혹은일부를저작자로
부터양도받은경우저작재산권변경등록을하면2중양수인에대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있다(이를

Ⅱ.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2 : 창작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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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라한다). 

저작권은일정한형식을요건으로하지않고창작과동시에발생하는권리이고, 저작자사후장기
간보호되는권리이다. 저작권분쟁이발생하여침해자가권리주장자에게창작사실의입증을요구하
는경우입증의어려움을겪는경우가없지않다. 특히이러한현상은미공표저작물에서두드러진다.
따라서저작권등록자에게인정되는추정력은실제로상당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저작권등록
이활성화되면저작권이용자도권리자를탐색하는데필요한소모적인노력에서벗어날수있으므로
저작물이용이촉진되는효과가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저작권등록을담당하고있는데, 위원회내저작권등록시스
템(www.cros.or.kr)이나직접방문, 우편등의방법을통해저작물과저작인접물을등록할수있으
며, 소정의등록세와수수료가발생한다. 유의할것은저작권신탁업체로의신탁이저작자인별로이루
어지는것과달리저작권등록은‘1저작물1등록’이원칙이므로저작물수와등록의종류마다각각등
록신청절차를거쳐야한다. 

공연제목의등록
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것은저작물의전체내용으로제목(제호, title)은저작물의성립요건, 즉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한창작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저작권보호와등록이
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 제목은그저작물의내용을간략하게드러내는캐치프레이즈일뿐사상이나
감정의표현이라고볼수없으므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창작물이아니라는것이다. (우리법원도
<또복이> <불타는빙벽> 사건등에서이러한입장을명백히하 다.)

하지만, 제목의저작물성이부인된다고하여제목은‘절대적으로’저작물이될수없다고단정해서
는안된다. 상당한음절수를갖추고독창적인표현을내포한제목이등장한다면그러한제목마저‘제
목이므로’저작물성이부인된다고예단할수는없기때문이다.

대부분제목은저작권보호대상이되기어려우므로, 공연제목에대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산업
재산권의하나인상표권을출원하여등록해두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상표권은특허청에제호를독
점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지정상품(서비스업)을지정해상표등록출원을제출하고심사를받아등록
결정이내려지면상표등록이가능하다. 상표권은설정등록일로부터발생해서10년간유효하고매10
년마다갱신등록출원을낼수있다. 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제목의경우상표등록을하지않았다하
더라도제3자가이를무단으로이용하는행위에대하여‘부정경쟁행위’라고주장하여사용자체를막

을수도있기는하나, 공연제목의경우부정경쟁행위를주장할수있을정도로일반에널리알려지기
란쉬운일이아니므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상표권등록을하도록한다.  

2) 저작권의신탁
제작자가작품개발을의뢰한창작자들중에는자신의저작권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관련신

탁관리단체에저작물과관련한자신의권리를위탁관리하고있는사례가있을수있다. 저작권신탁관
리단체는권리자로부터권리를신탁받아권리자를대신하여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고사용료를징
수하며, 그사용료에서일정수수료를공제한후권리자에게분배한다. 저작권대리중개와달리저작
권신탁관리의경우신탁관리계약기간동안저작권등권리가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이전되어귀속되
기때문에신탁관리단체가권리양수인의지위를가지면서권리침해에대한민·형사상소송을제기할
수있는권한과관리처분권을가지게된다. ☞pp.70~74 저작권 위탁관리에 대한 이해 참조. 

문제는저작권신탁관리는개별저작물건별로신탁계약을하는것이아니라‘저작자’를기준으로
계약(‘인별신탁’)을하기때문에계약기간중에는저작자가현재소유하고있는저작권과장차취득하
게되는저작권에대한공연권이용허락등의권리의행사를신탁관리단체에서전반적으로대신하게
된다는것이다. 즉, 저작자가신탁관리단체와신탁계약을체결하고그계약기간중인경우새롭게창
작된작품의저작권의권리를저작자가아닌신탁관리단체가행사하게된다. 이경우신탁관리단체가
다른제작자에게새로운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해주는경우도예상할수있다. 따라서새롭게발
생하는저작물의저작권관리와행사에대해, 저작자로하여금신탁관리단체에게새롭게제작되는공
연에 향을미치지않는방향으로이용허락에유의하도록요청하여야할것이다. 

3. 저작권협의와계약

많은경우공연에서의저작권분쟁은작업시작초기관련사항들에대해상호간에충분한점검과
합의없이우선작업을진행함에따라생겨난다. 따라서창작자들에게저작을의뢰하는단계에서부터
작품의내용적인측면에대한논의와함께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에관련한사항들까지충분히설
명하고협의한다면저작권과관련한분쟁을예방할수있는것은물론제작자와창작자간의신뢰역시
더욱견고히할수있을것이다. 

Ⅱ.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2 : 창작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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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작품을개발하는경우저작권과관련한문제를명확히정리하고시작하는것은더욱중요한
데, 작품창작개발과정에서새롭게발생하는주요개별저작물들의저작권에대해창작자들과계약시
점부터권리관계를명확히하고충분한협의를바탕으로계약서를작성해두는것이지속적이고안정
적인공연제작의기반을마련하는첫걸음이되기때문이다.50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양도
창작작품개발은제작사나단체의입장에서는많은시간과비용을투여해야하고공연을통해이를

회수하고이익을남기는수준까지도달하기에는많은시간이걸리는작업이다. 더군다나, 공연의성패
자체도불투명하기때문에저작권과관련한위험요인을최소화하여안정적으로공연을개발하고무
대에올릴수있기위한장치를고민할수밖에없다. 

가장확실한방법은저작자로부터저작재산권의전부혹은일부를양도받는것으로, 창작자들과작
품개발과관련한계약서작성시창작자가제작자혹은제작사에게새롭게창작할저작물에대한저작
재산권을양도한다는것을명기하면된다. 저작자가양도하는권리가저작재산권전부가되면좋겠지
만어려울경우공연권에대해서만이라도양도받을수있도록한다. 물론저작자의입장에서저작재
산권의전부혹은일부를양도하는것은쉽게내릴수있는결정이아니기때문에양자간에충분한협
의를거쳐계약서에관련조항을작성하도록해야하며, 제작자는저작자가인정할만한수준의상응
하는대가를지불해야한다.

제작자는양수받은저작재산권전부혹은일부에대해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재산권변동등록을
함으로써추후생길수있는분쟁을예방하고권리가보호될수있는추정력과대항력을가질수있도
록한다.  

2) 공연권

독점적이용허락및우선협상권부여
개별창작자에게희곡, 음악등의창작을의뢰하는것은궁극적으로공연을무대에올리기위한것

이므로, 작품개발과정의결과물인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것이어렵다면공연을할수
있는권리인공연권을공연을개발한제작자혹은제작사에게만독점적으로이용허락하는것을요청
할수도있다. 저작자가이에대해부담을느낀다면, 제작사에게허용하는독점적이용허락의기간을
조정하여계약할수도있다. 단, 이경우독점적이용이가능한기간이종료된이후기간의이용에대
한협상권은작품을개발할제작사가우선적으로가질수있도록규정해두는것이필요하다.  

이용허락지역
공연의최초기획시부터우리나라뿐아니라해외공연시장까지함께고려하여작품을개발하는

경우가많고우리공연의해외진출도점진적이기는하나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 계약시공연권
이용허락의지역적범위에대해서도규정해두는것이필요하다. 독점적이용허락권리를우리나라내
에서뿐만아니라해외지역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도록논의하여계약서에함께명기될
수있도록한다.

3) 작품창작개발비와저작권료
작품창작개발계약시지급되는작품개발비는저작자의창작작업의수고에대한대가의의미외

에도추후완성되는저작물과관련하여계약서에명기되는여러가지사안들에대한일종의보증금혹
은계약금의의미를가지기도한다. 저작권관련사항을충분히명시하고계약을체결했다하더라도
공연제작후재공연등의과정에서저작권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수있는데, 그때작품창작개발료
와저작권료는판단의근거가되기도한다. 

작품창작개발료가창작자가제작자의의뢰를받아저작물을창작하는것에대해지불되는것이라
면저작권료는완성된저작물을공연을위해이용하는것에대해책정되는것이라할수있다. 저작권
료의지불방식은다양한데일정기간의공연에대해일정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도있고, 공연횟
수당정액을책정하거나공연수입의일정지분을정해기간별로정산하여지급하는경우도있다. 적
정한저작권료의금액과지급방식에대해서는제작여건과창작자상황등에따라이견이있을수있으
므로, 계획하고있는공연의규모, 제작비, 예상되는공연수입및공연기간등을고려하여적정한지급
방법과액수를책정하도록한다. 이역시저작자와의협의후계약서에관련사항을명기하도록한다. 

4)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연제작사나단체는1차적으로공연을목적으로창작자에게작품을의뢰하고개발하지만,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가보편화되고검증된컨텐츠에대한수요가갈수록늘어가고있는
현재의상황에서음악, 대본등개발된저작물의이용이공연으로만한정되지않는다. 공연이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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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작품 창작개발과 관련한 계약서는『공연기획·제작을 위한 계약서』(예술경 지원센터, 2009년) pp.136~152를 참고하면 된다.

공
연
제
작

프
로
세
스
에

따
른

저
작
권

이
슈



과정을거쳐야하는데이과정에서작품의수정요구는필수적이다. 창작과정중에도제작자나연출자
등과협의를통하여작품을수정하지만, 창작자가 1차적으로저작물을완성한다음에도실연자들의
연습과정과공연제작과정에서많은수정이요구될것이다. 이는공연이무대에올라간이후에도계속
될수밖에없는데, 창작자가이에협조하고충실하게수정작업에임할수있도록계약시충분히조율
하도록한다. 

기타조항

1) 집필일정
창작자가저작물을완성하는데까지걸리는기간을천편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지만, 공연을목표

로작품을창작, 개발하는경우정확한작품집필일정을정해두지않을경우전반적인공연제작계획
에차질을빚을수있다. 때문에계약시창작자가제작자에게저작물을1차적으로완성하여넘기는시
점에대해정리해둘필요가있다. 물론그이후연습및공연기간에추가적인수정및보완작업은필
수적으로진행되지만, 우선창작자로부터대본이나음악등의저작물이나와야그이후과정이진행
가능하므로, 창작자와집필일정을명확하게 협의해두도록한다. 

2) 저작권침해의경우제작자보호
저작물이발표된이후다른창작자들로부터자신의저작물을표절했다는이의나소제기를받는상

황이발생길수있는데, 만약공연을위해오랜시간과비용을들여개발한저작물이타창작자의저작
권을침해한것으로판명될경우제작자는단순히금전적으로환산할수없는치명적인피해를입을
수있다. 때문에작품을의뢰하고개발계약을체결하는초기단계에서부터이를명확히하고, 창작자로
부터자신이추후창작할저작물이표절이아닌순수한창작물임을보장받도록한다. 또한추후이로
인한법적인소송이발생할경우창작자가이에대한책임과배상의의무를진다는것을함께명시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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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진행된다면, 화나드라마등다양한장르에서이용될가능성이크므로사전에창작자와제작사
간에이에대한논의와정리가필요하다. 독점적이용허락이어려울경우제작사가우선협상권을가
지는것으로협의할수도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타장르로의이용에대한것뿐만아니라저작물
의번역과도관련이있으므로, 해외에서의공연에대비해함께협의될수있도록해야한다. 

5)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등
본격적으로공연의제작에들어가면공연의홍보, 프로모션, 기록등을위해공연실황을 촬 하여
상화하고이를복제, 발행, 배포, 전송하거나방송국등을통해방 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

전송하거나하는등의활동을할수있는데, 이에대한제작자와창작자간의사전협의또한필요하다.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이미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와달리제작자나제작사가창작자와함께작품을개발하는경

우에는이를공표하는시점과방식에대해서도합의가필요하다. 1차적으로자신의저작물을공표할
지여부를결정하는것은저작자가가지는권리이지만, 개별저작물의문제가아니라하나의공연을위
해개발되었고제작자로서는여러가지상황과조건을고려하여가장적합한시점에공연을올려야하
므로공표를저작자가단독으로결정하지않도록계약서에정리해둘필요가있다. 또한저작자의입장
에서는기약없이공연이무대에오를시점만을기다릴수는없으므로, 제작자가창작자의저작물로
적어도언제까지는공연을제작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함께협의하여규정해두도록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자신의실명혹은예명을저작자로표시할권리를가지므로, 공연

시공연과관련한각종홍보자료, 인쇄홍보물및홍보 상등에창작자들의성명표기방식및범위에
대해정리해두도록한다. 창작자와제작자가작품개발과관련한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서공연이올
라가는시점까지는상당한시간차가있을수있으므로공연홍보시기에서발생할수있는변수에대비
하여창작자의성명을표기하는범위에대해서는최소한으로만명기해두고그이외에범위에대해서
는추후협의하는정도로정리해두는것이좋다. 

3) 동일성유지권
하나의새로운작품이공연되기까지는대본, 음악등의개별저작물을창작하는작업이외에도많은

Ⅱ. 공연제작준비와저작권2 : 창작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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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중저작물의사용
3.  홍보물과기록물

Ⅲ 공연제작과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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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연제작과저작권

1) 크리에이티브스태프의권리
공연의대본에는통상의상이나무대, 조명, 음향등에대한묘사나설명이되어있고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은이에기반하여연출의지휘에따라디자인작업을진행하게된다. 때문에이결과물에대
한저작권인정여부에대해서는몇가지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대체로미술저작물로인정되는
경우가많은의상디자인이외의무대나소품, 분장디자인등에대한저작권은디자인전체에대한저
작권을인정해주는경우는많지않고, ‘표현의창작성’의정도에따라한정된범위에대해서만저작
권을인정해주는것이일반적이다.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의미하는
데, 무대디자인이나소품디자인등의경우디자이너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기보다는대
본을바탕으로한연출자의지휘에따라이를형상화한것으로그디자인전체를독립적이고독창적인
저작물로보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무대장치나대소도구전체중에서디자이너의창작
성이인정되는세부적인부분에대해서만저작권이부여된다. 조명디자인이나음향디자인처럼조명이
나음향장비자체의특징등기술적인부분이디자인에함께 향을미치는경우창작성의정도에따
라저작물로의인정여부를판단하게되는데, 그저작권이인정되는경우는그리많지않은편이다.  

때문에디자인스태프들의저작권인정범위를어디까지로정리하고저작권과관련한협의와계약
을진행할것인지에대해여러가지를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그리고, 추후분쟁이발생할때를
대비하여가능하다면디자인스케치등의사본을확보해두는것이좋다.  

2) 디자인료와저작권료
통상디자인스태프들에게초연시지급하는디자인료에는디자인에대한비용과저작물이용에대

한저작권료가포함된것으로간주한다. 대신재공연시초연시의의상이나무대등을그대로사용하
거나, 의상이나무대장치등은새로제작한다하더라도디자인은초연시의것을그대로이용할경우
제작자는이에대한저작권료를고려해야한다. 이경우통상초연시디자인료의일정비율(20-30%
선이보편적이다)을저작권료로정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통상재공연이나투어등의경우에서무대디자이너가달라진극장무대조건등에따라디
자인을수정하고무대장치설치를감독해야하는등의작업을다시해야하는경우가많고, 의상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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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공연제작단계에들어가게되면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발생, 공연에서의저작물사용,
저작물의작성등이동시발생하게된다. 연출자를중심으로무대, 조명, 음향, 의상등의디자이너들
과연주자, 연기자등실연자, 그리고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같은기술스태프등여러분야의
인원들이결합해서공연을만들어가는것이다. 따라서, 1. 새로운저작권과저작인접권에대한권리관
계확인과협의가필요하고, 2. 공표된 상이나그림, 음악등을공연에서사용하는경우저작물의이
용허락도얻어야한다. 그리고3. 공연의홍보나기록을위해진행되는촬 이나홍보물디자인작업
등과관련해서도저작권과관련한권리관계의확인이필요하다. 

제작준비단계에서와달리제작단계에서는기획·제작자가저작권과관련한업무를거의시간차없
이동시진행해야하기때문에 려드는여타업무와바쁜일정등으로인해자칫간과하고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이전단계에서와마찬가지로저작권관련업무를가장원만하고정확하게정리하는방
법은본격적인작업시작이전에발생할수있는여러저작권관련사항들을창작자와실연자에게충분
히설명하고상호협의한후이를계약서에명기해두는것이다. 사실일부장르를제외하고제작환경
이그리좋지않은공연계에서공연으로발생하는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문제까지확인한다는것은
추후감당해야할저작권료등을고려할때여러모로부담일수있다. 하지만저작권과관련한사안들
을명확하게협의해두지않았을경우, 추후재공연등을진행함에있어주요디자인을바꿔야하는등
의문제가발생할수있고재공연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될수도있으므로본격적인작업이전에그
권리관계를정리해두는것이좋다. 그리고저작권료의책정역시공연제작상황을서로간에고려하며
협의한다면, 현실적이고합리적인접점을찾을수있을것이다.

1.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발생

저작권의발생

공연에서대본, 음악, 안무등의주저작물을연출자의주도아래무대에서형상화시켜내는이들은
장르에따라지칭하는방식이차이가나긴하지만, 무대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등의크리에이티브스태프들이다. 이들은연출과의협의를통해작품에맞는컨셉을잡아디
자인작업을하게되는데, 각결과물은저작물성립요건으로서의창작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해저
작물로보호받게될것이다.

구분 저작권법상 권리

의상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등 디자인전체가아니라세부적인창작성이있는범위내에서만저작권인정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창작성의정도에따라판단

[표8] 크리에이티브스태프의저작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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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배우가달라질경우그에따른수정및재제작작업이수반되는경우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
로재공연시지급하는비용역시저작권료의의미만을지니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 

3) 저작인격권

성명의표시
공연시공연과관련한각종홍보자료나인쇄홍보물등에디자이너들을표기하는방식과범위를협

의하고그에따라명기하도록한다. 디자인스태프들의경우대본이나음악등주저작물의저작자들보
다는표시범위가좁을수밖에없으므로그범위에대해사전안내와함께협조를구하도록한다.  

동일성유지
공연은그특성상공연장이바뀔때마다- 혹은동일공연장이라할지라도- 해당공연장의무대조

건에적합하게무대나조명디자인등을수정해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여러지역의다른공연
장에서공연하는투어의경우, 각공연장의기본적인무대조건을표준화하고이기준에따라공연장
을결정하고이에맞게디자인을사전조율하여수정을최소화하는방법이가장이상적이겠으나, 현실
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다. 따라서공연장별무대상황에따라셋업현장에서바로디자인을변경해
야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는데, 가급적디자이너와의협의를통해디자인컨셉이유지될수있는범
위안에서수정을진행하도록한다. 통상디자이너가디자인을할경우분명한abc가있기때문에간
단한수정으로생각한것이실은디자인컨셉전체를흐트러뜨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이에
대한고려가필요하다. 

저작인접권의발생

실연자☞p.159 저작권법 제2조 2호 참조는저작물을연기, 연주등예능적인방법으로표현하여저작물
의해석과전달에창작적기여를한사람을말하는데, 연기자, 연주자, 무용수등은물론실연을연출,
감독하는연출자도포함된다. 다만, 연출자가실연자에포함된다는의미는, 그연출이새롭고독창적
인창작성을발휘하지못함으로써연출자에게저작권을인정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적어도실
연자수준의권리를인정하겠다는취지로이해하여야한다. 연출자의연출역량과무관하게연출자는
항상실연자라는의미는아니다.  

실연자의경우공연을함에따라아래표와같이제한된저작인격권과제한된저작재산권을가지게

된다.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실연의경우실연을한때부터50년간보호된다.

1) 실연자의권리
실연자에게공연을통해발생되는저작인접권및초상권을포함한퍼블리시티권은계약시명확하

게정리해두는것이필요하다. 제작자의입장에서는공연을홍보하거나자료보존을위해실연자와
실연자들의공연을촬 하여각종홍보인쇄물에활용하고방송매체등을통한방 등을요청해야하
는데, 실연자의저작인접권과관련한부분이명확히정리되지않은경우매경우실연자와의협의를
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대부분의실연자들과의공연출연계약등을맺을
때에는공연에따라발생하는실연자의저작인접권을제작자에게양도하고추후이에대한권리주장
을하지않는것을명시해두는것이좋다. 

즉, 실연자가공연한작품의TV, 화, 비디오테이프, 전송매체및현재통용되고있고앞으로개
발될모든오디오-비디오장치에의한녹음, 녹화, 배포권등의저작인접권을제작자나제작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연자의동의가없다하더라도제작사나단체에서공연의전막녹화등을진행할수
있도록하는것이다. 이경우에도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은양도가불가능하므로
여전히실연자에게있다.     

양도받은저작인접권등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절차를거쳐등록을해두는것이수많은실연
자들의권리관계가얽혀있는공연의특성을고려할때추후발생할수있는분쟁을예방할수있는방
법이될것이다.☞pp.137~139 1) 저작권 등록 참조

2) 연출의권리와공동실연자
공연이결합저작물이라는대법원판결이있기전에는연출자를연극저작물전체의저작자로이해

하는경우도있었고, 제작자를연극저작물전체의저작자라고이해하는경우도있었다. 하지만, 지금
은연출자의연출자체를저작물로파악할가능성을부인할수없지만, 그창작성에다툼이있는경우
저작자가아닌실연자로서의지위만을인정하고있다. 다만연극저작물처럼수많은실연자들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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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작권법상 권리

연출자, 배우, 무용수, 연주자, 
노래지도등

- 제한된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제한된 저작재산권 (복제권, 방송권, 배포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대여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생실연에 대한 공연권, 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등

[표9] 실연자와스태프들의저작권법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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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나의작품에공동으로얽혀있는경우, 공동실연자들이따로대표자를선출하지않았다면연출자
는실연자의권리를대표해서행사할수있다. ☞pp.180~181 저작권법 제77조 참조

2. 공연중저작물의사용

공연에서는주저작물을효과적으로무대화하기위해음악, 상, 사진등을사용함으로써그표현
의효과를높이게된다. 특히, 장르간의경계가사라지고공연에서의멀티미디어활용이보편화되면서
상저작물이나미술저작물들을공연에서사용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데, 이역시공표된저작물

로서저작권보호를받기때문에공연에서의사용을결정하기전에저작권관련사항을확인해볼필요
가있다.

상저작물과음악

기존 화나드라마, 뮤직비디오등의 상물을공연에사용하고싶다면저작권유효여부를확인하
고, 필요하다면공연권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상저작물의경우제작단계별로발생하는복잡한권
리관계와엄청난제작비등의이유로특례규정에따라 상제작자가 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
받은것으로추정하기때문에 상제작자와이용허락에대한협의를진행해야한다. 저작권관리주체
를확인한후신탁여부에따라 상제작자나한국 화제작가협회(www.kfpa.net)를통해이용허락을
얻도록한다. 

음악의경우음악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권리신탁되어있을경우주저작물로사용되던공연의
배경음악으로사용되던공연작품내에서의사용범위나방법과는상관없이동일한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료징수규정을적용받는다. ☞ pp.98~103 한국음악제작자협회 참조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등미술저작물☞ p.162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참조의이미지를활용하여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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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표현할경우, 프로젝터등을이용해투사하거나혹은무대막등에프린트하는등의방법으로사용
하는경우가있는데, 미술저작물도여타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에따라보호받기때문에저작권
이유효한저작물을공연에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로부터의사용허락과이에따른저
작권확인절차를역시거쳐야한다. 확인및이용절차는다른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와동일
하다. 미술저작물의경우소유권과저작권을혼동할수있는데, 소유권과저작권은각자독립된권리
로미술저작물을구입하여소유하고있다할지라도저작권자가소유자에게저작권양도를명시적으로
언급하지않는한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여전히저작자에게있다. 따라서미술저작물의이용과
관련한협의와승인은소유자가아닌저작권자와진행하면된다. 단, ‘가로·공원·건축물의외벽그
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을공연에서사용하고자하는경우, 건
축물을건축물로, 회화를회화로복제하는것과같이동일한장르로복제하는것이아닌경우따로저
작권승인을얻지않아도복제, 이용이가능하다. ☞p.165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참조

미술저작물사용시저작권료는공연중노출되는시간, 방식등에근거하여산정되는데, 동일성유
지를위해작품의일부분만을노출하는것은통상금지되어있고저작물전체가다보여져야한다는조
건을명시하게된다. 

미술저작물은위탁관리하는경우와저작재산권자가재단설립등을통해직접관리하는경우로나
뉜다.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재산권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www.sack.or.kr) 등과같은미술저작물위탁관리단체를통해관리여부를확인하고, 관리저작물인
경우관리단체나협회등을통해이용허락을받으면된다. 한국미술저작권협회는한국음악저작권협
회의 해외저작물 관리와 유사하게 프랑스조형예술저작권협회(ADAGP), 미국예술저작권협회(ARS),
피카소재단등과관리계약을맺고근현대해외유명작가들의저작권을국내에서관리대행하고있어
해외미술저작물이용허락시에도협의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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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물과기록물

홍보물제작과저작권

공연제작이본격화되면기획·제작자는공연을홍보하기위한작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된다.
포스터등을위한디자인에서부터홍보를위한각종인쇄홍보물들과광고물, 광고등을위한 상촬

및제작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서도저작권은피해갈수없는문제가된다.

1) 그래픽디자인
공연홍보마케팅의과정에서메인비주얼작업은관객에게전체공연의시각적이미지를어떻게전

달하도홍보할것인가에가장기본이되는작업이다. 기획제작자는공연대본등공연작품에대한기본
자료와함께공연컨셉, 마케팅방향등을디자이너에게제시하고디자인을의뢰하지만, 아이디어나컨
셉이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는않으므로, 그래픽디자인의경우저작권은이를작업한디자이너혹
은디자인회사에게있는데, 일러스트와같은원화를가공하여사용한경우원화의저작권은작가에게
있다. 기획제작자는일정비용을지불하고그래픽디자인이나원화등에대한이용권을가지게되는데,
공연홍보를위해서는다양한인쇄, 홍보, 광고물등매체에맞는메인비주얼디자인의다양한변용이
필수적이므로디자인의변용범위에대한내용을계약시충분히협의하여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2) 사진
사진☞p.162 저작권법 제4조 6호 참조또한공연을홍보하기위해필수적인부분인데, 사진의저작권은

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귀속하는원칙에따라사진작가에게있다. 하지만, 저작권을인정받기위해서
는창작성이가미되어야하므로, 증명사진등과같이단순복제에가까운것은창작성을인정받기어렵
지다. 공연홍보용사진의경우사진작가가이를촬 함에있어전체적인구도와조광을고려하고적절
한순간을포착하는등의창작성을충분히발휘하므로사진작가를저작권자로볼수있다. 기획제작자
는촬 된사진을그에상응하는대가를지불하고저작권을양도받기도하나대부분의경우개별사진
컷들을정해진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에대해이용료를지불하는방식이된다.   

사진작가에게귀속되는저작권과는별개의문제로고려해야하는것이피사체가되는연기자등의
퍼블리시티권으로서의초상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연기자등실연자가유명인인경우자신의초상,
이름은물론목소리, 동작, 서명, 실연스타일등인격적징표를포괄하여배타적으로이용할권리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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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연의홍보나기록등을위해서는사진의촬 과사용이필수적이므로, 계약시제작자나제작
단체가일정계약기간동안공연과관련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연기자등실연자의성명, 사진, 초
상, 필적, 기타동일성을나타내는일체의것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갖도록명시하도록한다.

3) 관련기사의사용
공연홍보시작품신뢰도를높이기위해홈페이지, 전단, 프로그램등에언론사관련기사중에서

일부혹은전부를인용하여게재하는경우가많은데, 통상기사는공연작품에대한정보와함께기자
의작품에대한분석및의견등을담고있으므로창작성요건을갖추었다고보기때문에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보호된다. 단, 해당기사가제작사나단체가작성한보도자료를요약한정도라면창작성
을인정하여저작물로인정되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기자들은신문사에서급여를받는이들이고그기사는업무상저작물로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
권이모두신문사에귀속되기때문에만약기사를홍보를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이와관련한
협의와계약은해당언론사와진행해야한다. 신문사의허락을얻지않고공연관련기사를게재할경우
저작권자의복제권혹은공중송신권을침해한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신문사의이용허락을얻도
록한다. 각신문사들의경우전문게재등에대한자체사용료징수규정을가지고있다.  

기록물제작과저작권

공연이시작되면공연을기록하기위한 상촬 등을진행하게된다. 고정된위치에동 상카메
라를설치하고공연을있는그대로녹음, 녹화하는 상촬 의경우창작성이끼어들여지가그리많
지않으므로저작물이아닌공연의단순복제물로보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 복수카메라가동원되
거나촬 한 상소스들을활용하여편집등의작업을하고, 그과정에서창작성이가미되었다고판단
될경우이는 상저작물로서인정되므로, 촬 ·편집자와촬 시작이전에이와관련한저작권문제
를정리하는것이좋다. 

저작권이인정될수있는 상촬 의경우 공연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적
절한대가를지불하고 상기록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것이좋다. 또한만일의상황에대비해계
약시 상촬 자에게원본제출의무와사본유출에대한책임등의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고, 이후
제작자의 상사용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도록명기해야한다. 이는창작성이가미되지않아단순
복제물로간주되는촬 의경우도마찬가지로필요한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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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프로세스에따른저작권점검표

1. 저작자가누구인지
알고있는가?

예 → 2번으로
아니오→ 3번으로

3. 저작자확인을위한
상당한노력

확인→ 2번으로
확인불가→ 4번으로

4. 이용하려는저작물이
우리나라저작물인가?

예 → 5번으로
아니오→ b

5. 법정허락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료공탁

2. 저작자가생존해있거
나사망(공표) 후 50년
이지나지않았는가?

예 → 7번으로
아니오 → 6번으로

7. 저작재산권자와연락
가능한가?

예 → 8번으로
아니오→ 3번으로

8. 저작재산권관리방법
이무엇인가?

직접관리→ 9번으로
위탁관리→ 10번으로

9. 기존공연권이용허락
있는가?

예 → 11번으로
아니오→ 12번으로

12. 저작권(이용허락) 협의

계약체결→ 13
협의불발→ b

13. 각색이나번역이
필요한가?

예 → 14
아니오→ a

14. 각색, 번역저작물
이용및발생

저작물이용→ 1
저작물발생및협의→ a

10. 위탁관리단체확인

관리여부및관리범위
확인→ 9번으로

11. 기존계약상황확인

공연가능→ 12
가능성없음→ b

저작권발생

관련협의및계약

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b. 공연불가

6. 저작권소멸→ 12

A. 공표된저작물이용

B. 작품창작개발

▶ ▶ ▶

▶

▶ ▶ ▶ ▶
▶ ▶

▶ 부
록

☞p.78, 87, 96, 106~107,
121~122 참조

☞p.79, 97 참조

☞p.80 참조

☞p.79, 88, 107, 123 참조 ☞p.88, 97, 107~108, 123 참조

☞p.97, 117~119 참조 ☞pp.80~81, 89, 124 참조

☞pp.131~137, 140~143 참조

☞pp.150~151 참조☞pp.146~150 참조

☞pp.137~139 참조

☞pp.108~109, 124~125 참조 ☞pp.93~94, 112~115,
125~126 참조

☞pp.109~112, 81~85,
90~92, 98~102 참조

▶ ▶▶

▶

▶

▶ ▶

▶
▶

▶▶

▶

저작권, 저작인접권발생

크리에이티브스태프 & 
실연자사진작가등

저작물이용

공연중저작물이용→ 1

a. 공연제작



3. 저작권법

[법률제9785호(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09. 07.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
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1.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
신(전송을제외한다)을포함한다.
4. “실연자”는저작물을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
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
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5. “음반”은음(음성·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이유형물에고정된것(음이 상과함께고정된것을
제외한다)을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7. “공중송신”은저작물, 실연·음반·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이하“저작물등”이라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
것을말한다.
8. “방송”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상또는음과 상등을송신하는
것을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0. “전송(傳送)”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
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
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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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관련단체일람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등록시스템 www.cros.or.kr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찾기사이트 www.right4me.or.kr
대리중개업체검색 www.cocoms.go.kr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www.koreacopyright.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copycle.or.kr 
한국 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한국 상산업협회 www.kmva.or.kr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www.fkmp.kr
한국방송실연자협회 www.kbpa.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www.kocca.or.kr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미국작곡작사출판연합회(ASCAP) www.ascap.com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www.jasrac.or.jp
중국음악저작권협회 www.mcsc.com.cn 
세계음반산업협회 www.ifpi.com 
미국저작권청 www.copyright.gov 
미국 화협회(MPAA) www.mpaa.org 
중국국가판권국 www.ncac.gov.cn 
중국판권보호중심 www.ccopyright.com 

우리나라
저작권관련

사이트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해외저작권관련
주요기관및
에이전시



29. 권리관리정보”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나그정보를나타내는숫자또는부호
로서각정보가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공연·실행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
는것을말한다.
가. 저작물등을식별하기위한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

스제작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
다. 저작물등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또는전송할수
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법인·단체그밖의사용자(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
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32. “공중”은불특정다수인(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을말한다.
33. “인증”은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1.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②제1항에따른시책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3조(외국인의저작물)
①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②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무국적자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은이법에따라보호된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
를제외한다)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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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디지털음성송신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3. “ 상저작물”은연속적인 상(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 상을
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14. “ 상제작자”는 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
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이하
“컴퓨터”라한다)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17. “편집물”은저작물이나부호·문자·음· 상그밖의형태의자료(이하“소재”라한다)의집합물
을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
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검증또는보충(이하“갱신
등”이라한다)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
할수없는것을말한다.
22. “복제”는인쇄·사진촬 ·복사·녹음·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
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
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23. “배포”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
여하는것을말한다.
24. “발행”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배포하는것을말한다.
25. “공표”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
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
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
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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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공고·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결정·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등의추정)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추정한다.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예명·아호·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
으로서표시된자

②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공연자또
는공표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9조(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
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프로그램”이라한다)의경우공표될것을요
하지아니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권리(이하“저작인격권”이라한다)와제16조내지제
22조의규정에따른권리(이하“저작재산권”이라한다)를가진다.
②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②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제45조에따른양도, 제46조에따른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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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예시등)
①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7. 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번역·편곡·변형·각색· 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이하“2차적저작
물”이라한다)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 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
되는권리에 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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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
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다. 이경
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②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저작인격권을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자를정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라권리를대표하여행사하는자의대표권에가하여진제한이있을때에그제한
은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
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21조(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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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또는제101조의6에따른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한경우에는
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③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이하“미술저작물등”이라한
다)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원본의전시방식에의한공표를동의한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
공표된것으로본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
할권리를가진다.
②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저작자가그의실명또는이
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
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②저작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에대하여는이의(異議)할수없다. 다만, 본질적
인내용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
안에서의표현의변경

2. 건축물의증축·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
변경

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
에서의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②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 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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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⑤제4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
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이하“보상권리자”라한다)로구성된단체
2.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⑥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
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
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5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⑧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
부조직법)]
⑨제5항·제7항및제8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
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⑩제2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
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6조(시사보도를위한이용)
방송·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
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배포·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제27조(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관하여「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따른신문및
인터넷신문또는「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따른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
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7.31 제9785호(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일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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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 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
리를가진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제한

제23조(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그
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
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연설등의이용)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
으로도이용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제25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①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
게재할수있다.
②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국가
나지방자치단체가운 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
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
물의일부분을복제·배포·공연·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
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③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④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
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
학교에서제2항에따른복제·배포·공연·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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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
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그발행일로부
터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④도서관등은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및제2항과제3항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
복제의경우에그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그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
없다.
⑤도서관등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및제3항의규정에
따라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
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그전
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⑦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도서관등은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
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⑧「도서관법」제20조의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이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하여수집하는경우에는
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 [신설2009.3.25] [[시행일2009.9.26]]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복제)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
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배포할수있다. 다만, 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①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배포할수있다.
②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당해시설의장을포
함한다)은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
물을녹음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배포또는전
송할수있다. [개정2009.3.25] [[시행일2009.9.26]]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공연연과과저저작작권권 169

부록

제28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저작물은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
이를인용할수있다.

제29조(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방송)
①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
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
매용 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
공표된저작물을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
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
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①「도서관법」에따른도서관과도서·문서·기록그밖의자료(이하“도서등”이라한다)를공중의이
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이하“도서관등”이라한
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제1호의경우에는제
3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
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1인1부
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
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②도서관등은컴퓨터를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
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
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그도서등의부
수를초과할수없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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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제37조의2(적용제외)
프로그램에대하여는제23조·제25조·제30조및제32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관계)
이관각조의규정은저작인격권에 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원칙)
①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40년이경과하고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
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10년간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50년간존속한다.

제40조(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①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50년간존
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50년이경과하 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50년이경과하 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이내에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50년이내에공
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50년간존속한다.

제42조( 상저작물및프로그램의보호기간)
상저작물및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은제39조및제40조에도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50년간존속

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50년간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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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녹화)
①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
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1년을초과하여보
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
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②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
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③제1항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자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저작물
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이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④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
이용할수없다.

제36조(번역등에의한이용)
①제25조·제29조또는제30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편곡
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또는제33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
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제37조(출처의명시)
①이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제32조및제34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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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출판권및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에대하여도
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
2009.7.23]]
②질권의목적으로된저작재산권은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한저작재산권자가이를행사한다. [신
설2009.4.22] [[시행일2009.7.23]]
[본조제목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48조(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①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
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이경우
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②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공동저작자간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
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된다. 이경우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
것으로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에따라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소멸)
저작재산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권리가「민법」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
귀속되는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법인또는단체가해산되어그권리가「민법」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
귀속되는경우

제5절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①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 어도공표된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제외한다)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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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본조제목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43조(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단서·제40조제1항또는제41조의규정에따른공표시기는책·호또는회등으로공
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
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②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
부터3년이경과되어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제1항의규정에따른
최종부분으로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기산)
이관에규정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
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양도)
①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②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에따른2차적저작물을작성하
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2차적저
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46조(저작물의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
용할수있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
3자에게이를양도할수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①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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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
다. 다만,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1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
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54조(권리변동등의등록·효력)
다음각호의사항은이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1. 저작재산권의양도(상속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한다) 또는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이전·변경·소멸또는처분제한

제55조(등록의절차등)
①제53조및제54조에따른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경우에는프로
그램등록부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에기재하여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다만,
신청의흠결이보정될수있는경우에신청인이당일이를보정하 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
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등록신청한사항이등록할것이아닌때
2. 등록신청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필요한자료또는
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등록에대하여등록공보를발
행하거나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하며, 신청한자가있는경우에는저작권등록부를열람하게하거
나그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 등록신청의반려, 등록공보의발행또는게시, 저작권등록부
의열람및사본의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5조의2(비 유지의무)
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업무를수행하는자및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
된비 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56조(권리자등의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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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뜻과승인연월일을표시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라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법정허락의대상이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따
른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에대한
법정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법정허락내용을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한
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1조(공표된저작물의방송)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 으
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
하고이를방송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2조(판매용음반의제작)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
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 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
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
제작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절등록및인증

제53조(저작권의등록)
①저작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할수있다.
1. 저작자의실명·이명(공표당시에이명을사용한경우에한한다)·국적·주소또는거소
2. 저작물의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여부및맨처음공표된국가·공표연월일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저작자가사망한경우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그의유언으로지정한자또는상
속인이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등록을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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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복제권자는출판권존속기간중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제1항의규
정에불구하고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
일부인저작물을분리하여이를따로출판할수있다.

제61조(출판권의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6월이상의기간을정
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②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
에불구하고즉시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출판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
출판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④제3항의경우에복제권자는출판권자에대하여언제든지원상회복을청구하거나출판을중지함으
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62조(출판권소멸후의출판물의배포)
출판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사유로소멸된경우에는그출판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출판권의존속기간중만들어진출판물을배포할수
없다.
1.출판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2. 출판권의존속기간중복제권자에게그저작물의출판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에상응
하는부수의출판물을배포하는경우

제63조(출판권의양도·제한등)
①출판권은복제권자의동의없이이를양도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내지제3항·제26조내지제28조·제30조내지제33조와제35조제2항및
제3항의규정은출판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에관하여준용한다.
③제54조, 제55조및제55조의2의규정은출판권의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포함한다)에관하여준용
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저작권등록부”는“출판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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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과지정취소및인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③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은인증과관련한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그금액은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절 출판권

제57조(출판권의설정)
①저작물을복제·배포할권리를가진자(이하“복제권자”라한다)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
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이하“출판권”이라
한다)를설정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이하“출판권자”라한다)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
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③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
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제58조(출판권자의의무)
①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
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건을받은날부터9월이내에이를출판하여야한다.
②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저작물을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다.
③출판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각출판물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권자의표지를하여
야한다.

제59조(저작물의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
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②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때마다
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60조(출판권의존속기간등)
①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3년간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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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
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
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
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68조(실연자의인격권의일신전속성)
제66조및제67조에규정된권리(이하“실연자의인격권”이라한다)는실연자일신에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그의실연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그의실연의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
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제70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 리를목적으로대여
할권리를가진다.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는실연인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그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그
러하지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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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실연·음반·방송)
다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실연·음반및방송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

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이행하는실연
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
다. 제2호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
라. 제3호각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
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당해체약국의법

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을음반제작자
로하는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
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
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

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

제65조(저작권과의관계)
이장각조의규정은저작권에 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2절 실연자의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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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규정에따라실연자의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독창또는독주가함께실연된때에는독창
자또는독주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③제15조의규정은공동실연자의인격권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권리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음반의복제물이음반제작자의허락을받아
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제79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을 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①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
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
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5조제3항·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
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6조제3항·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
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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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①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
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
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
방송사업자가협의하여정한다.
④제3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그단체또는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
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②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④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
액을지급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6조의2(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①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실연자에게지급하
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
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제9항까지및제76조제3항·제4항은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
관하여준용한다.
[본조신설2009.3.25] [[시행일2009.9.26]]

제77조(공동실연자)
①2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경우에이절에규정된실연자의권리(실
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한다. 다만, 대표
자의선출이없는경우에는지휘자또는연출자등이이를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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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저작인접권의제한)
①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
조및제3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개
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②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제76조제1항및제83조제1항에따라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
신하는경우에는자체의수단으로실연이녹음된음반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이경우복제물
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제34조제2항을준용한다. [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88조(저작인접권의양도·행사등
제45조제1항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실연·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소멸에
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89조(실연·음반및방송이용의법정허락)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은실연·음반및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등록)
제53조부터제55조까지및제55조의2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
조중“저작권등록부”는“저작인접권등록부”로본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제1절 통칙

제91조(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데이터베이스는이법에따른보호를받는다.
1. 대한민국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②제1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
이스를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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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①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
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제9항까지및제76조제3항·제4항은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
관하여준용한다.
[본조신설2009.3.25] [[시행일2009.9.26]]

제4절 방송사업자의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제5절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②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50년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
여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제6절 저작인접권의제한·양도·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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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행사등)
제20조단서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
리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8조의규정은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97조(데이터베이스이용의법정허락)
제50조및제51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제53조부터제55조까지및제55조의2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
다. 이경우제55조중“저작권등록부”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본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5장 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제99조(저작물의 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 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
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 을목적으로한 상저작물을공개상 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 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 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배포하는것
6. 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 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②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 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5년이경
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 상저작물로 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0조( 상저작물에대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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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적용제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는이장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제작·갱신등또는운 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
2.무선또는유선통신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신등이되는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배포·방송또는전송
(이하이조에서“복제등”이라한다)할권리를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으로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또는그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의복제등이라
하더라도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
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
한부분의복제등으로본다.
③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
는권리에 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④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①제23조·제28조내지제34조·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
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그상당한부분
을복제·배포·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교육·학술또는연구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다만, 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제95조(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
산하여5년간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
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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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에서교육을
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
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으로복제
하는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입학시험이나그밖의학식
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목적( 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으로복제또는배
포하는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
구·시험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가해당프로
그램을이용중인때에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따라프로그램을교과용도서에게재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보상금지급에대하여는제25조
제5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
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
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제
작·판매하거나그밖에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1조의5(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①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소지·이용하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훼손또는변
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복제물을복제할수있다.
②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이용하는자는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이용할권리를상실한

공공연연과과저저작작권권 187

부록

① 상제작자와 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 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
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 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 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
은것으로추정한다.
② 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각본·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
항의규정으로인하여 향을받지아니한다.
③ 상제작자와 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 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
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
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 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101조( 상제작자의권리)
① 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 상제작자가양도받는 상저작물의이용을
위하여필요한권리는 상저작물을복제·배포·공개상 ·방송·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
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 상저작물을복제·배포·방송또는전송할권
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관한특례 [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101조의2(보호의대상)
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문자·기호및그체계
2. 규약: 특정한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언어의용법에관한특별한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지시·명령의조합방법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
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
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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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
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
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
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 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전송에따라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
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이하이조에서“권리주장자”라한다)는그사실을
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복제·전송의중단요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그저작
물등의복제·전송을중단시키고당해저작물등을복제·전송하는자(이하“복제·전송자”라 한다)
및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받은복제·전송자가자신의복제·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
을소명하여그복제·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
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전송의중단및그재개의요구를받을
자(이하이조에서“수령인”이라한다)를지정하여자신의설비또는서비스를이용하는자들이쉽게
알수있도록공지하여야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의규정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그저작물
등의복제·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
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다만, 이항의규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
하지아니한다.
⑥정당한권리없이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그저작물등의복제·전송의중단이나재개를요
구하는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⑦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른소명, 중단, 통보,복제·전송의재개, 수령인의지정및공지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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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그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
여야한다. 다만,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
송할수있도록하는배타적권리(이하“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한다)를설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받은자(이하“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한다)는
그설정행위로인한범위에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행사할권리를가진다.
③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그프로그램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
는그질권자의동의가있어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
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제3자에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양도할수없다.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설정행위를한날부터3년간존속한다.
⑥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등록에관하여는제54조, 제55조및제55조의2를준용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01조의7(프로그램의임치)
①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와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이하이조
에서“수치인”이라한다)와서로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인에게임치할
수있다.
②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제1항에따른합의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수치인에게프
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
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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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어있는법인또는단체
④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이하“저작권위탁관리업자”
라한다)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⑤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
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
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른승인의경우에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
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
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
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
도서또는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누구든지적어도 업시간내에는목록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관리하는저
작물등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상당한기간이
내에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제107조(서류열람의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 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대하여당해저작
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이에응하여야한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
를하게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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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4조(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①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한다)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
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
고시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
와함께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또는저작권대리
중개업(이하“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한다)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4. 대한민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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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설립)
①저작권과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이하이장에서“저작권”이라한다)에관한사항을심
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이하“분쟁”이라한다)을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
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법인으로한다.
③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민법」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
한다. 이경우위원회의위원은이사로본다.
④위원회가아닌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전문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12조의2(위원회의구성)
①위원회는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을포함한20명이상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
서호선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보유자와그이용자의이
해를반 하는위원의수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하며, 분야별권리자단체또는이용자단체등에
위원의추천을요청할수있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
작권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또는문화
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자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③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직위를지정하여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
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④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2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
임자임기의나머지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20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
니할수있다.
⑤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분과위원회가위
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의결한때에는위원회가의결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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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
리업자의업무에대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9조(허가의취소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6월이
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수수료를초과하여받은경우
2.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사용료이외의사용료를받은경우
3. 제10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경우
4. 제108조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위
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 업의폐쇄명령을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받고그업무를계속한경우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0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 업의
폐쇄를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1조(과징금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10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의
정지처분을하여야할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징수할수
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이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
부조직법)]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징수주체가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의확립을위
하여사용할수있다.
④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제3항
의규정에따른과징금의사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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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조정부를두되, 그중1인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른조정부의구성및운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4조의2(조정의신청등)
①분쟁의조정을받으려는자는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그분쟁
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은제114조에따른조정부가행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조정부장은당사자의동의를얻어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
에게방청을허가할수있다.

제116조(진술의원용제한)
조정절차에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한진술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원용하지못한다.

제117조(조정의성립)
①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른조서는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
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8조(조정비용등)
①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
균등하게부담한다.
②조정의신청및절차, 조정비용의납부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9.4.22] [[시행일2009.7.23]]
③제1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본조제목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정을실시할수있다. [개정 2009.4.22]
[[시행일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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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13조(업무)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분쟁의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
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제133조의3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
령요청
11.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12.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제113조의2(알선)
①분쟁에관한알선을받으려는자는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알선을신청할수있다.
②위원회가제1항에따라알선의신청을받은때에는위원장이위원중에서알선위원을지명하여알
선을하게하여야한다.
③알선위원은알선으로는분쟁해결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알선을중단할수있다.
④알선중인분쟁에대하여이법에따른조정의신청이있는때에는해당알선은중단된것으로본다.
⑤알선이성립한때에알선위원은알선서를작성하여관계당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⑥알선의신청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1인또는3인이상의위원으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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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하는경우에
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경우또는이법에따른형사의기소가있는때에는법원은원고또는고소인의
신청에따라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고, 임시로침해행위의정지또는침해행위로말
미암아만들어진물건의압류그밖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④제3항의경우에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
때에는신청자는그신청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24조(침해로보는행위)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
본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
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포함한다)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제1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
다)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②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서비스·제품·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
공·제조·수입·양도·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
해로본다.
③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
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
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다만, 기술적으로불가피하거나저작물등의성질이
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변경되거나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
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④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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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
받은경우

2. 제114조의2에따른분쟁조정을위하여분쟁조정의양당사자로부터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
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경우

②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을실시한때에는감정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그금액은위
원회가정한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및제8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둔
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121조
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제122조(경비보조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시행일2009.7.23]]
②개인·법인또는단체는제113조제3호·제5호및제8호의규정에따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
여위원회에금전그밖의재산을기부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른기부금은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야하며, 그사용에관하여는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제123조(침해의정지등청구)
①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
조·제83조및제83조의2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를가진
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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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130조(권한의위임및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위원회또는저작권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1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및직원은「형법」제129조내지제132조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를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수수료)
이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신청등을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1.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승인(제89조및제97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
우를포함한다)을신청하는자

2. 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및제101조의6제6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등록사항의변경·등록부열람및사본의교부를신청
하는자

3. 제105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하는자

제133조(불법복제물의수거·폐기및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정보통신
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
제작된기기·장치·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
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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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손해배상의청구)
①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를가
진자(이하“저작재산권자등”이라한다)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
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
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
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
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항의규정에따른금액을초과하
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④등록되어있는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126조(손해액의인정)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변
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제127조(명예회복등의청구)
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
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제128조(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
저작자가사망한후에그유족(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또는형제자매를말한
다)이나유언집행자는당해저작물에대하여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자
에대하여는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제127조의규정에따른명예회복등의청구를할수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
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지분에관한제125
조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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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명령을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 제4항에따른명령을받은경우에는
명령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제2항및제4항의명령의대상이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제2항
에따른명령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복제·전송자및제4항에따른게시판의운 자에게사전
에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27조를
의견제출에관하여준용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
치·운 할수있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3조의3(시정권고등)
①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
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전송자의계정정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1항에따른권고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제133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33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명령을하는경우에는위
원회의심의를요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4조(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사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
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③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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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④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2009.7.23]]
⑥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이다른법률의규정과경합하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
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
이라한다)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6개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전송자의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관리하기위
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한다)를말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
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7일전에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복제·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개설된게시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게시판중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
게시판을말한다. 이하같다) 중제1항제2호에따른명령이3회이상내려진게시판으로서해당게시
판의형태, 게시되는복제물의양이나성격등에비추어해당게시판이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
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게시판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게시판의서비스를정지하기 10일전부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게시판의서비스가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인터넷홈페이지및해당게시판에게시하여야한다.
⑥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부터5일이내에,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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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부정발행등의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2009.7.23]]
1.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2.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하여실명·이명을표시하여실연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복제
물을배포한자

3. 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4. 제105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한자
5. 제12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6. 자신에게정당한권리가없음을알면서고의로제103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또는재개요구를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및제101조의6제6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
다)를위반한자

제138조(출처명시위반등의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37조(제87조및제94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의규정을위반하여출처를명
시하지아니한자
3. 제5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복제권자의표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5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5. 제10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따른 업의폐쇄명령을받고계속그 업을한자
[본조제목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9조(몰수)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로서그침해자·인쇄자·배
포자또는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이를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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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제목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35조(저작재산권등의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기증된저작물등의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
는단체를지정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단체는 리를목적으로또는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
저작물등을이용할수없다.
④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기증절차와단체의지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36조(권리의침해죄)
①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제93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
를병과할수있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2. 제53조및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및제101조의6제6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른등록을거짓으로한자

3. 제93조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배포·방송또는전송의
방법으로침해한자
4. 제12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업으로또는 리를목적으로제1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6. 업으로또는 리를목적으로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
자를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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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본법공포일로부터3월이내에제48조제2항의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부칙 [1986.12.31 제3916호]   
제1조(시행일) 이법은1987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
가소멸하 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②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표된저작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은종전의규
정에의한다.
1. 종전의법제2조의규정에의한연주·가창·연출·음반또는녹음필름
2. 종전의법제12조의규정에의한합저작물의저작권귀속및이용
3. 종전의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촉탁저작물의저작권귀속
4. 종전의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사진의저작권귀속
5. 종전의법제38조의규정에의한 화의저작권귀속

제3조(저작물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공표된저작물로서부칙제2조제1항에해
당되지아니한저작물의보호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이이법에의한보호기간보다긴때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2. 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이이법에의한보호기간보다짧은때에는이법에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따른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발생하거나양도그밖의
방법에의하여처분된저작권(설정된출판권을포함한다)은이법에의하여발생되거나양도그밖의
방법에의하여처분된것으로본다.
제5조(저작권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행한등록은이법에의하
여행한등록으로본다.
제6조 (출처의명시에관한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제
34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법이시행된날로부터5년이내에한하여그출처를명시하지아니할
수있다.
제7조(권리침해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행한종전의제4장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행위(설
정된출판권을침해한행위를포함한다)에대한구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8조 (벌칙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행한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
에의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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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제136조제1항및제136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및제6호, 제137조제1호내지제4호, 제6호및제7호와제138조제5호
의경우
3. 리를목적으로제136조제2항제4호의행위를한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피해자의
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
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
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
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제1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
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1. 제106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12조제4항을위반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한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4. 제133조의2제3항에따른통지, 같은조제5항에따른게시, 같은조제6항에따른통보를하지
아니한자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징
수한다. [개정2009.4.22] [[시행일2009.7.23]]
④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⑤삭제[2009.4.22] [[시행일2009.7.23]]

부칙 [1957.1.28 제432호]
본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기4278년8월15일이전에국어또는한문으로된저작물에관한저작권양도계약은이를무효로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이를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이미각출판물의판매소에배부된출판물로서제48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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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저작권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내지제3항, 제81조제3항및제82조제3호중“문화부장관”
을각각“문화체육부장관”으로한다.
<34> 및<35>생략

제4조및제5조생략

부칙 [1994.1.7 제4717호]   
①(시행일) 이법은199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② (대여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발행된저작물이수록된판매용음반의대여에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④ (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관한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저작권을가지거나교육부장관의검·인정
을받은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을게재하는경우에는제23조제3항의보상금의지급또는공탁
에관한규정에불구하고이법이시행된날부터5년간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⑤ ( 상저작물에대한권리에관한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이시행된날부터5년
간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4월이경과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6조생략
제7조(다른법률의개정등) 
①저작권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중“도서관진흥법”은“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한다.

②및③생략

부칙 [1995.12.6 제5015호]   
제1조(시행일) 이법은1996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한보호기간의만료로인하여저
작권등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
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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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및제42조의개정규정과부칙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및제
6조의규정의시행일은그조직에관한대통령령의시행일로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
제4조(문화공보부의분리·개편에따른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18>생략
<19>저작권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
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내지제3항, 제81조제3항및제82조제3호중“문화공보부장관”
을각각“문화부장관”으로한다.
<20>내지<29>생략
제5조및제6조생략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및제3조생략
제4조(문화부의명칭변경에따른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40>생략
<41>저작권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3항단서중“문교부장관”을“교육부장관”으로한다.
<42>내지<50>생략
제5조내지제10조생략

부칙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1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등) 
①저작권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중“도서관법”을“도서관진흥법”으로한다.

②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생략
제3조(문화체육부의신설에따른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3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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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상저작물에대한권리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 상물제작에참여하는자가 상제작
자와 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하거나실연자가 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
한경우에는종전의제75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을적용한다.
⑤(손해액의인정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종전의제94조의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0.16 제7233호]   
이법은공포후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생략
제5조(다른법률의개정) 
①저작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도서관법」”으로한다.

②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133조제1항및제3항의규정
은이법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가
소멸하 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②이법시행전에행한저작물등의이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③종전의부칙규정은이법의시행후에도계속하여적용한다.
제3조(음반제작자에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정에따른음반제작자는이법에따른음반제작자로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9조의규정에따라작성
된저작물의저작자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단체지정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지정
한단체는이법에따라지정한단체로본다.
제6조(법정허락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은이법에따른법정
허락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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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기간의특례) 제3조제1항및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새로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및
음반으로서이법시행전에공표된것(이하“회복저작물등”이라한다)의저작권과실연자및음반제작
자의권리는당해회복저작물등이대한민국에서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
안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에회복저작물등을이용한행위는이
법에서정한권리의침해행위로보지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복제물로서1995년1월1일전에제작된것은1996년12월31일까지이를계속하여
배포할수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원저작물로하는2차적저작물로서1995년1월1일전에작성된것은이법시행후
에도이를계속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그원저작물의권리자는1999년 12월 31일후의이용에대
하여상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④이법시행전에회복저작물등이고정된판매용음반을취득한때에는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법은199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생략

부칙 [2000.1.12 제6134호]   
①(시행일) 이법은2000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
가를받은자는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신고를한자는저작권대
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로본다.
③(벌칙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한한다.

부칙 [2003.5.27 제6881호]   
①(시행일) 이법은200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관한적용례) 이법시행당시제작을완료하거나그갱신등을한다음해부터
기산하여5년이경과되지아니한데이터베이스는제73조의2 내지제73조의9의개정규정에의하여보
호를받는다.
③ (저작물의 상화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 상화를다른사람
에게허락한경우에는종전의제74조의규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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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4항본문·제5항각호외의부분전단·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제7항각호외의부
분·제8항, 제31조제5항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각호외의
부분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제5항본문·제6항부터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
1항각호외의부분·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각호외
의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제134조제1
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및제14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중“문화관광부장관”을각각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제55조제2항제2호및제132조각호외의부분중"문화관광부령"을각각"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한다.
<269> 부터<760> 까지생략
제7조생략

부칙[2009.3.25 제9529호]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09.4.22 제9625호]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폐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설립준비) ①이법에따라위원회를설립하기위하여행하는준비행위는이법시행
전에할수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위원회의설립에관한사무를관장하게하기위하여설립위원회를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는5명이내의설립위원으로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종전의「저작권법」제112조에따른저작권위원회의위원장이된다.
④설립위원회는이법시행전까지정관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⑤설립위원회는제4항에따른인가를받은때에는위원회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⑥위원회의설립에관하여필요한경비는국가가부담한다.
⑦설립위원회는제5항에따른위원회의설립등기를한후에지체없이위원회의위원장에게사무를
인계하여야하며, 사무인계가끝난때에는설립위원은해촉된것으로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소관사무, 권리·의무및고용관계등에관한경
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저작권법」제112조부터제122조까지및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35조부터제43조까지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소관사
무, 권리·의무와재산및직원의고용관계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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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등록은이법에따른등록으로본다.
다만, 종전의제51조의규정에따라이루어진저작재산권자의성명등의등록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고정되었으나아직발행되지아니한
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은이법에따른다.
제9조(미분배보상금에관한경과조치) 이법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및제82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의규정은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23조제3항·제28조
제5항·제65조및제68조의규정에따라수령한보상금에대하여도적용한다. 이경우각보상금별
분배공고일은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권리자가당해보상금을처음으로지급받을수있는날의연도
말일로본다.
제10조(실연자의인격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행한실연에관하여는이법제66조및제
67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
의허가를받은자는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신고를한자는저작
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로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정에따라승인한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이법에따라승인한것으로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등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정에따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및그심의조정
위원은이법제8장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원회및그위원으로본다.
제14조(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5조(다른법률의개정) ①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3조제2호중“「저작권법」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및제73조의9”를“「저작권법」제54조·
제63조제3항·제90조및제98조”로한다.
②방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저작권법제69조”를“「저작권법」제85조”로한다.
제16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
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 ①부터<267>까지생략
<268> 저작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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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제1항중“「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과저작인접권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른프
로그램저작권(이하이조에서“저작권등”이라한다)”을“「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과저작인접권(이하
이조에서“저작권등”이라한다)”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저작권법」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을“「저작권법」”으로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제6조제20호의2를각각삭제한다.
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른프로그램

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한다.
제9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또는그
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2009.7.31 제9785호(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
제8조(다른법률의개정) ①부터⑧까지생략
⑨저작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중“「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로한다.
⑩부터⑭까지생략
제9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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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저작권법」제112조에따른저작권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한국저작권
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으로보고, 그임기는종전의저작권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의임기가개시
된때부터기산한다.
제5조(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전에종전의「저작권법」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 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
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②이법시행전에행한프로그램의이용은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른다. 
제6조(법정허락등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른다음각
호의행위는이법에따른것으로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
3. 프로그램의임치및수치인의지정
4. 프로그램의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등에대한시정명령및시정권고
8. 분쟁의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감정

제7조(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
른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른다.
제8조(다른법률의개정) ①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3조제2호중“「저작권법」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및제98조의규정에의한등록중상속
외의등록”을“「저작권법」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및제98조에따른등록중상속외의등록
(프로그램등록은제외한다)”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의2 중“「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의규
정에의한등록중상속외의등록”을“「저작권법」제54조에따른프로그램등록과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등록중상속외의등록”으로한다.
제150조의3제2항중“「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규정에의한”을“「저작권법」에따
른”으로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중“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이”를“「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저작권법」이”로한다. 
③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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