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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불법적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접속차

단 조치가 시행되면서 음란물 사이트 역시 차단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차단조치에 반발하는 여론이 생기면

서 사회적으로 음란물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등 헤

비업로더 사건”과 일본의 AV(Adult Video)제작자들이 국

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

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음란물의 정의와 범위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음란물이 어떻게 정

의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음란물의 저

작물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고 향후 어떤 입장

을 취해야 바람직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음란물의 범위

  우리나라 판례와 성표현물의 정의[1]를 종합해보면 음

란물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느낄 

수 잇는 정도로 성적부위나 성적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하고,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청소년과 성인 모

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이론상의 정의일 뿐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음

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표현물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장면의 존재”여부가 

음란물과 성인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

다.[2]

2. 음란물은 저작물인가?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에서 법원

은 과거 누드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대법

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사상 또는 감정

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물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로서 보호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일본의 AV(Adult Video)제작자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담

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AV의 경우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기 때

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음란물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음란물의 범위[3]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보아 합법적인 음란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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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

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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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동안 논의하여 왔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수정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음

란물(Obscenity)과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를 제

외한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논

란이 되었는데, Miller v. California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배심원들을 위해 어떠한 표현물이 음란물인지

를 판단할 수 있게 기본 가이드라인(Miller Test)을 만들

었으며, 총 3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➀커뮤니티 규정

(Community Standards)에 따라 일반 대중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표현물은 성적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➁표현물이 주(州)법에서 특별하게 정의

된 성적행위를 누가 보더라도 불쾌한 방식으로 묘사하였

는지의 여부, ➂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

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만 그 표현물을 음란물로 분류하였다. 

2. 음란물은 저작물인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란물로 분류된 포르노그라피가 

과연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의 보호 여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었었다.

  모든 법원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Mitchell Brother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604 F.2d 852(5th Cir. 1979))사건을 필두로 대부분의 

미국 법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위 

사건을 맡은 제5항소법원은 저작권법에는 음란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Devils Films, Inc. v. 

Nectar Video(29 F. Supp. 2d 174 (S.D.N.Y. 1998))사

건에서는 음란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책들

로 인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하지만, Nova Prods. v. Kisma Video, Inc.(220 

F.R.D. 238 (S.D.N.Y 2004))사건에서는 다시 한 번 음란

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으며, Dream Games of 

Ariz., Inc. v. PC onsite(561 F.3d 983 (9th Cir. 2009)) 

사건은 음란물과 관련은 없지만, “저작물의 내용 때문에 

저작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창작물의 내용이 도덕적

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저작물로서 보는 것이 

현재 미국의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법적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음란물에 명백히 성폭력,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

란물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저작권법을 오류없이 해석하여 나온 타당

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

닌 음란물의 경우 합법적인 음란물로 보아야한다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합법적인 음

란물의 범위를 넓힌다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분별하게 합법 음란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기간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인

간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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