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작물이 담긴 이미지 파일, 음악 파일 등을 다른 웹사
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
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
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하는것은면책되지만, 상기와같은경우는사적이
용목적의복제를벗어나는것이어서불법이다. 또한웹사
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
리는것은전송권침해가된다.
또한자신이구입한음악CD를권리자의허락없이디지털
파일로변환하여카페등에올리는것도해당권리자의복
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
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담는것모두자유로이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
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
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
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동정에관한기사, 6하원칙에의하여작성한
사건사고의단신등은저작권자허락없이자유롭게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불과하지않는신문기사를인터넷
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대부분신문사의허락).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
용하더라도허락을받아야한다.

3.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이용자가남긴느낌이나의견이단순한감탄문이
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
판에서나흔히볼수있는내용인경우에는독창성이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
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있다.

4. 타인의 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
에 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
는무관하지만, 타인의 이나자료를퍼오는경우는저작
권법상‘인용’에해당해야면책된다. 
타인의의견이나자료를그대로인터넷에올리고소위‘퍼
온 ’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출처정도만표시해주면아무런문제가없는것
으로인식하고있는듯하지만, 퍼온타인의자료가저작물
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
권침해이다.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
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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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김석현변리사

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
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00여 명
의 전문가들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무법인충정에서특허부총괄을맡고있다.
문의 : (02)772-2786
e-mail : kimsh@hmp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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