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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2006년 2월에 대법원 판결2)이 있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대

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2년도에 시리얼 번호와 관련된 대

법원 판결3)이 있었으나,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기술적 보

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

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재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 제9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포함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만을

통제하는 이용 통제만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연구원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판결.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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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통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또한 접근 통제와

이용 통제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이유에서 소니

의 모드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4)이 있

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보

호조치의 정의에 복제 통제 이외에 접근 통제가 포함되도록 해석한 것

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판례의 판결을 분석해 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과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5), 이하 “호주 저작권

법”이라 한다)의 비교를 포함하여 호주의 동일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자사의 게임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2(Playstation 2, 이하 “PS2”라 한다)에 모드칩(Mode chip)을 장착하도

록 한 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6)이 있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사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PS2

라는 비디오 게임기를 판매해 왔다. PS2는 기본적으로 CD-ROM이나

DVD-ROM(이하 “CD”라 한다)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게임을 실행한다.

그런데 이 정품 게임 CD에는 게임프로그램 외에도 PS2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엑세스 코드(Access Code)가 수록·저장되어 있다. 그리

고 PS2에는 부트롬(BOOT ROM)이 내장되어 있어 PS2에 삽입되는 게

임 CD에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 후 엑세스 코드 없

4) 정준모, “PS2 모드칩 설치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저작권 문화 14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18－19면.

5) Act No.63 of 1968 as amended

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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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프로그램만 저장된 CD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

어 있다. 그런데 CD에 저장된 게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CD-RW나

DVD-RW 등에 의해서 복제가 가능하지만 이 엑세스 코드는 복제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복제 CD는 PS2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의 모드칩(Mod Chip, 일명 ‘불루메시아칩’)이라는 부품을

PS2에 장착하면 모드칩이 엑세스 코드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이에 따라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복제·저장된 CD가 PS2에

삽입되더라도 PS2의 부트롬은 이 CD에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하급심 판결7)의 항소 이유의 요지와 판단을

통하여 보건데, 피고인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복제 CD의 구동이 가

능한 모드칩을 PS2에 장착하여 주고 PS2용 게임 CD의 복제 CD를 판

매하였는바, 이에 검찰은 당해 업자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실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위

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당해 하급심은 피고인에게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복제CD를 구동하기 위하여 모드칩을 장착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

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복제된 게임CD 6장을 판매목

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

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모드칩 장착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

당하는지 여부” 및 “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2.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고소인 및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7) 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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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 및 검찰측 주장의 요지

하급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 판단하건데, 검찰은 피고인이 고객들

의 요구에 따라 복제 CD를 구동하기 위하여 모드칩을 장착해 주어

PS2 게임기에 설치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므로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복제된 게임 CD 6장을 판매목적으

로 진열・보관하였으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변호인(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

하급심의 항소 이유를 통해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를 살피건데, “피고

인이 장착해 준 모드칩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코드를 해제하기

위하여 장착해 준 것으로서 지역코드를 해제하기 위하여 모드칩을 장

착하는 경우 복제CD도 구동되나, 피고인은 모드칩의 장착당시 지역코

드를 해제하기 위한 의사로 장착한 것이지 복제CD를 구동하기 위한

의사로 장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킨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의 엑세스 코드

는 복제된 게임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불법복제 그 자체를 방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드칩을 장착하여 위 엑세스코드를 해제하는 것이 컴퓨

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여 모드칩을 장착하여 준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 상고시에

도 이와 같은 법리의 오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② 헌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에서 “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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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

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

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이 프

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

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상기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소니사의 PS2에 모드칩을 장착한 행위가 기술

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 제30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전자의 경우는 기술적 보호조

치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호주의 판례가 있고 이

판례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유사하다.

3. 법원 판결 요지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

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

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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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

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나. PS2내 액세스코드의 기술적 보호조치 여부 및 회피 행위의 불

법 여부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

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

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

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플레이스테이션 2’를 통해 프로그

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

2항에서 정한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제30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

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

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Ⅲ. 사안의 검토 및 평석

1. 각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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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는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measures that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a copyrighted

work)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measures that

prevent unauthorized copying of a copyrighted work)의 두 가지가 있

다.8) 이것은 미국 저작권법(the U.S. Copyright Act, 17 U.S.C. §§ 101

- 810)에 접근통제(access control, §1201(a)(1)&(2))와 이용통제(use

control, §1201(b))9)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10)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에서 특이한 점은 이용통제에 대한 침해를 법

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8년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이하 “DMCA”라 한

다) 미국 저작권청 개요(U.S. Copyright Office Summary)(이하

“DMCA 개요”라 한다)에 따르면, 이것은 적절한 환경에서의(under

appropriate circumstances) 공정 이용(fair use)을 고려한 입법이다. 즉,

복제를 방지하는 조치에 대한 금지는 DMCA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공정사용이 아닌 복제에 대해서는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규제하면 될 것이므로, 미국법상 복제 통제 조치의

우회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

고 DMCA 개요에도 이점이 명시되어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공정이용

은 접근통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Chamberlain Group, Inc. v. Skylink Technologies, Inc. 사건12)에서

미국 법원은 미국 DMCA의 입법이 최근의 기술 발전에 비춘 "재균형

(rebalancing)" 문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측

면에서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균형이 고려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8)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U.S. Copyright Office, Dec 1998, 3-4면.

9) 이용통제에 대해서는 권리통제(권리통제, rights control) 또는 복제통제(copy

control)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0) 이대희,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S/W보호제도의 개선방향 - S/W 불법복제

방지 기술의 법적 대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세미나 자료, 2003.11., 3면.

11)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U.S. Copyright Office, Dec 1998, 3-4면.

12) 381 F.3d 1178 (Fed.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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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DMCA와 같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입법에 분명히 나타

난 국회의 의도가 법률 조문을 해석할 때 유용한 배경을 제공할 수 있

다고 했고, 법원은 이것에 입각해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 해석

을 했다.13)

미국 법원은 이러한 법률 해석 하에서 §1201(a)(1), (a)(2) 및 (b)(1)

은 새로운 저작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liabilities)에 대한 행위의

원인(cause)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

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infringement)가 아니라 책임의 성립이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도 저작권 위반과 다르게 된다. 저작권 침해 여부의 입증

을 피고가 해야 하는 반면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행위 여부에 대

해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Chamberlain Group,

Inc.(이하 “Chamberlain 사”라 한다)는 Skylink Technologies, Inc.(이하

“Skylink 사”라 한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기기에 의해 제공되는 접근의 방식이 어떻게 저작권법

이 보호하는 어떤 권리의 침해를 용이하게 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고 설명하면서, 저작권의 침해나 §1201(a)(1) 우회의 주장의 부재에서

§1201(a)(2)에 대한 Skylink 사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법

원은 법적 구조와 입법 연역에 따라 §1201은 보호되는 권리에 합리적

으로 관련된 우회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4)

나.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1) 법률 규정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제2조 제9호 정의규정과 제30조이다.

제2조 제9호에는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13) Chamberlain Group, Inc. v. Skylink Technologies, Inc., 381 F.3d 1178 (Fed.

Cir. 2004), 1194-1196면.

14) Chamberlain Group, Inc. v. Skylink Technologies, Inc., 381 F.3d 1178 (Fed.

Cir. 2004), 1192-1196면, 1203-1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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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라고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제1항에 기술

적 보호조치 침해 금지 및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기술적 보

호조치 무력화 장치, 프로그램, 기술의 거래 및 유통의 금지가 규정되

어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

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의 보호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반적 구분에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일반적인 보호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의 규정의 해석상 복제 통제

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대

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접근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미국법과는 달리 접근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

화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복제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2006 Special 301 Report”에서 우리나라 기술적 보

호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이하 “IIPA”이라 한다)에서 발표한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6 Special 301 Report South Korea

"15)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접근통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항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적재산권법 중 저작권을 들고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다. 미국

은 FTA 체결시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접근통제를 규정할 것을 요구해

15)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2006 Special 301 Report South

Kore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Feb 2006, 393면.



소프트웨어 법률 통권 제3호  14

왔다. 따라서 “한국-미국 FTA”(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서도 이러

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호주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호주법상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에 비해 아주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가 우리나라의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회 장치(circumvention device)에 대한 규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제 범위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회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겨 두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그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호주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해석과 우리나라 컴퓨

터프로그램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해석은 상이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SECT 10 (1)에 기

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다음 방식들 모두 또는 하나에 의해서, 그것

의 실행(operation)의 정상적인 과정(course) 내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subject-matter)의 저작권의 침해를 막거나(prevent) 억

제하기(inhibit) 위해서 디자인된 장치 또는 물건, 즉 과정(process)

에 결합된 구성요소(component)를 의미한다.

(a)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라이선스 보유자의 권한을 가지

고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한 접근이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의 암호해제, 스크램블해제 또는 다른 변환

(transformation)을 포함하는) 접근 코드 또는 과정의 사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의해;

(b) 복제 제어 매커니즘을 통해.16)

16) COPYRIGHT ACT 1968 SECT 10 Interpret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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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제2조 제9호에 “기술적 보

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라고 간단하게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호주 저작권법에는 우회 장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다. 즉, 다음 규정에 따라 우회 장치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우회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회 장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말고는 단지 상업적으로 제

한된 상당한 목적 또는 사용만을 가지거나 그런 목적이나 사용이

없는 장치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17)

그러므로 호주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적용범위가 비

교적 구체적이고 좁게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사회 및 기술 변화

에 따라 법률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어 또는 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다.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means a device or product, or a

component incorporated into a process, that is designed,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operation, to prevent or inhibi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by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means:

(a) by ensuring that access to the work or other subject matter is available

solely by use of an access code or process (including decryption,

unscrambling or other transformation of the work or other subject‑matter)

with the authority of the owner or exclusive licensee of the copyright;

(b) through a copy control mechanism.

17) COPYRIGHT ACT 1968 SECT 10 Interpretation (1)

"circumvention device" means a device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having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r no such

purpose or use, other than the circumvention, or facilitating the

circumvention, of a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소프트웨어 법률 통권 제3호  16

2. 호주 법원 판례의 검토

가. 호주 판결 요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동 기업에 의한 동일

한 사유의 판결18)이 있었다. 호주 판결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

토 및 판결 되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로써, 호주 저작권법 제10조(1)에 따라 소

니의 보호 장치가 해당 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의 의미 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물질 형태에서의 복제 문제로써, PS2 게임 CD-ROM의 PS2

콘솔에서의 실행이 호주 저작권법 제10조(1) 법률의 의미 내에서 컴퓨

터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물질 형태의 복제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이다.

셋째, 영화 필름 문제로써, PS2 콘솔상에서의 게임 실행이 호주 저작

권법 제86조(a)의 의미 내에서의 영화 필름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해

당 법의 제10조(1)에서의 복제의 정의에 관련하여)를 만드는 것에 관련

되는지 여부이다.

이들에 대해서 호주 대법원은 모두 무죄로 보았는데, 이중 기술적 보

호조치 문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

결이 내려졌다.

나. 판례 검토

호주에서도 소니사의 PS2와 모드칩에 대한 동일한 사건으로 Stevens

v. Sony 사건19)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소니사와 피고인 사

이의 논리도 우리나라의 사건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이 호주 법원의

18) Stevens v Kabushiki Kais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2005] HCA 58

(6 October 2005):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HCA/2005/58.html>.

19) Stevens v Kabushiki Kais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2005] HCA 58

(6 October 2005):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HCA/200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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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공공연히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과 호주 저작권법의 규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생각해 본

다면 우리 대법원과 호주의 대법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호주 대법원은 우선 호주 저작권법 제10조(1)에 정의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의미에 관하여 호주 중급 법원인 “the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이하 “Full Court”라 한다)의 판결20)과 다

른 판결을 내렸다.

호주 대법원은 이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 본문, 언어, 문맥 및

구조의 세밀한 검토(by close examination of the statutory text, its

language, context and structure), 그 본문에 의해 제안되는 목적들의

확인(by identification of the purposes suggested by that text) 및 그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용 가능한 배경이 되는 것들을 포

함하는 법률 연역(history)의 사용(by the use of the statutory history,

including available background materials that cast light on the

meaning of the text)에 의해서 이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

률 조문과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해당 사건에 엄

격하게 의미를 해석하여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Full Court와 다른 판

결을 한 것이다.

호주 대법원은 Full Court의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범위의 해석에 대해 호주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

치 정의 규정 및 우회 장치의 정의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Full Court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규정을 넓게 해석한 것에 대

한 문제를 지적했다.

호주 대법원은 모드칩의 사용과 관계없이 게임 CD의 저작권 침해가

CD 복제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즉, 모드칩은 CD 복제

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닌데, 법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법률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

제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들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호주 대법원은 Full Court

20) Kabushiki Kaisha Sony Computer Entertainment v Stevens (2003) 132 FCR

31 (30 Jul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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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정의 규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 그것의 실행(operation)의

정상적인 과정(course) 내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subject-matter)

의 저작권의 침해를 막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장치 또는 물건,

즉 과정(process)에 결합된 구성요소(component) ...”라고 규정된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의 복제 과정에 직접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고 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Full Court가 엑세스 코드와 부트

롬을 통한 조치가 CD 복제를 방지하는(inhibit) 효과를 가진다는 소니

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호주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 법문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사용자 및 권자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회의 입법

의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회의 장치에 관하여서도 이

것은 법률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호주 대법원은 법률을 문언해석을 통해 아주

좁게 해석했고 이에 따라 법문을 넓게 해석한 소니의 의견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호주 대법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로 법률을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았다. 즉, 모드칩은 저작권의 침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직접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3. 대법원 판례의 평석

가. 대법원 판결 이유 검토

법원은 판결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를 정의하였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

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

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

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

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제 통제만

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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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

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

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엑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S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행위는 법 제30조 제

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엑세스 코드를 복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고 있다.

이것은 엑세스 코드가 없이도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 “모드

칩(mode chip)”과 같은 도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써 기존의 해석대로라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로도 해석이 가능하였던 것을 복제 통제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

인다. 즉, 복제 통제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은 ...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

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

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

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

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

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

이 프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

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을 부정하였다.

즉,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해

사용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이상 보장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호주 판례 비교 검토

우리나라와 호주의 사건은 사건 경위와 고소이유 및 변론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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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법률 규정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두 나라의 견해가 상

이했다(호주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복제 통제만 규정하고 있다). 즉, 우

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정의 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

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호주법은

“그것의 실행(operation)의 정상적인 과정(course) 내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대상(subject-matter)의 저작권의 침해를 막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장치 또는 물건, 즉 과정(process)에 결합된 구성요소

(component)”21)라고 다소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도 “과정에 결

합된 구성요소”라고 규정함에 따라 침해 과정에 결합된 장치 또는 물

건만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원에서 이것을 문

언대로 해석하면 두 나라의 법원의 견해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게 된

다.

그러므로 호주 판례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여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부분의 문제를 들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22)이 있으나, 전술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례가 호주의 판례

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실상 동일한 사유의 사건과 유사한 변

론에 대한 판결이 대동소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23)

다. 호주 판례 준거법과 FTA

이와 관련하여 Stevens v. Sony 사건의 준거법은 “Copyright

21) “a device or product, or a component incorporated into a process, that is

designed,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operation, to prevent or inhibi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 work or other subject-matter”

22) 정준모, 전게논문, 19면.

23) “호주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우리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호주 저작권법과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물의 내

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또는 기술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가 전혀 없다.”: 김국현,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평석-”,

enter 제126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6.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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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에 따른 개정법의 발효일인

2001년 3월 4일의 법률이다. 그리고 현재 이 개정법에 따른 조항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미국-호주 FTA(이하 “AUSFTA”라

한다)가 체결됨에 따라 호주의 “U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4"에 의해 이미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이 앞으

로 다시 개정될 것이고 이때 기술보호조치에 대한 조항이 개정될 것이

고, 이것은 이 판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24)

그러므로 이 판례는 현재의 호주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지면서도 현재의 법규정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법에 의한 법률 규정의 변화로 인해 판례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호주 저작권법과는 달리 AUSFTA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와 같이 넓게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호주 저작권법

이나 판례의 판결에 따르면 무죄인 사안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25)

그리고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 o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의 검토 자료는 Stevens v. Sony 판결이

AUSFTA의 "Article 17.4.7"에 의해 요구되는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ETM)의 넓은 정의로 인해 어느 정도 뒤집힐 것이고, 호주

대법원이 분명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넓은 정의에 관한 그것의 우

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AUSFTA에 따라 기술

적 보호조치의 넓은 정의를 채택해야 하더라도, 미래의 기술적 보호조

치에 관한 법률이 정확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입안되어야 한다는 대법

원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경쟁, 정보에 대한 접근, 기본적 자유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26)

24) “Review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excep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 o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Feb

2006, 11면.

25) “Review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exceptions”, op cit., 11-12면.

26)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evens v Sony decision ha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in terms of implementing Article 17.4.7. On

the one hand, the decision will be superseded to some degree due to the

broad defini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ETM) that is required

by Article 17.4.7 of the AUSFTA. On the other hand, the High Cour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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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호주 저작권법도 AUSFTA에 따라 다시 개정이 될 것이고 이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은

AUSFTA 17.7 (a)(i)에 “그 사정을 알면서 혹은 그 사정을 알고 있다

고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 실

연, 음반 및 다른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

치를 허락 없이 피하는 자”27)라고 규정되어 있고 17.7 (b)에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란,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작품,

실연, 음반 및 다른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특정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특정 기술, 장치 및 구성물을 의미한다.”28)라

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호주에서 예상하는 법률 조항의 어구는 이미 우리 법률에 포

함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이러한 기술

적 보호조치의 정의규정에는 각각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와 “효

과적으로 보호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

주 대법원이 Stevens v. Sony 사건에 관한 호주 저작권법의 좁은 해석

과 비교했을 때, 우리 법원이 보다 넓은 해석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clearly flagged its concerns regarding a broad construction of TPMs. One

academic has observ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in a right pickle.

The Government has to adopt a broad defini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narrow exceptions as part of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2004.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will also

have to comply with the High Court’s demands that any future laws o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be drafted with precision and clarity. The

government will also need to take into account wider policy concerns that

there are not inadvertent detrimental impacts for competition, access to

information, and fundamental freedoms.”: “Review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exceptions”, op cit., 11면.

27) “knowingly,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circumvents without

authority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other subject matter; or”

28)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means any technology, device, or

component that, in the normal course of its operation,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protected subject matter,

or protects any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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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근 통제 문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

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

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

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

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보호 대상을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

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

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보았고, 기술적 보호

조치의 범위를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정의 규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

통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

다.

이것은 미국이 접근 통제를 규정하고 복제 통제를 따로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인데, 두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 EU나 호주에 비

해 미국 또한 특이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의

구성에 대해서 DMCA 개요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공정 사용을 고려한

입법이고, 이렇게 복제 통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제에 관련된 사

항은 이미 저작권법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공정 이용이 접근 통제를 우회하는 것에 대

한 이유는 될 수 없음도 언급했다.29) 즉, 복제 통제에 관한 규정은 사

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의 보장 및 필요성 부재를 이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복제 통제 부분이 저작권자

의 권리를 중첩해서 보호한다는 논리의 의견은 미국 법률에 적용할 수

없다.

여하튼 우리나라 법률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접근 통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29)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U.S. Copyright Office

Summary”, U.S. Copyright Office, Dec 199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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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는 접근 통제를 인정하기 보다

는 엑세스 코드와 부트롬을 이용한 조치를 복제를 방지하는 차원의 통

제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호주 법보다 추상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문의 해석이 보다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법문의 해석을 확장

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점에서 해당 조치를 복제 통

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호주 법원의 판결과 같이 통제 장치가 복제를

직접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제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프로

그램의 실행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제 통제라고 하기에

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장치는 도리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사건은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 v. Jung 사건30)(이하 “Jung 사건”이라

한다)과 같이 CD-Key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배틀넷 서버에의 접근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Jung 사건과 다른 점은 해당 CD를 다

른 방법으로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PS2를 위한

CD는 PS2에서만 실행할 수 있고, PS2에서 실행할 수 없으면 해당 CD

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PS2의 엑세스 코드가 복제

방지를 위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

서 본다면 접근 통제 이외에 복제 통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가 복

제 방지를 한 게임 CD의 복제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PC상에서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해당 CD로도 PC

에 정상적인 설치는 가능하다). 즉, 이렇게 내용이 복제는 되었어도 실

제로 실행시에 문제가 발생하여 복제가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에

해당 조치는 충분히 복제 통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정의 규정의 자연스러운

확대 해석이라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의 경우에 복제 통제로 볼 수 있는 나름의 이

유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논리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

제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확대 해석이 권리자의 권

30) Davidson & Associates v. Jung, 422 F.3d 630 (8th Ci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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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호를 위한 법률 해석의 자의적 해석을 범람토록 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마. 종합 검토

흔히 보안 강화를 논의할 때 서버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면 이에 반비례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사실 때문에

보안 정책에 있어서의 신중성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대상에 둔다. 이

것은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의 사용자들의 사용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해커들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터

와 같고 이에 따라 다양한 보안 강화책이 마련되어 왔다. 물론, 그런

보안 강화의 화두에는 항상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일반화에 따라 보안에 대한 문제는 더

욱 심각해졌고 사용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보안을 강화

하는 움직임 또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ID와 패스워드만으로

도 이용이 가능했던 웹사이트의 기능들이 이제는 다양한 체계의 보안

장치들로 인해 그렇지 않도록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을 다루는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은 저작권자

들과 사용자들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된 법

률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및 컴

퓨터 기술의 발달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

켰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킹 및 해당 저작물의 인터넷 배포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MP3가 만연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감소했고 PDF가 범람하면서 출판

업계의 수익 구조도 약화되었다(출판업계의 문제는 PDF 때문만은 아

닐 것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도 물론일 것이다). 영상 산업은

DVD의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소프

31) 미국 판례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DMCA(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도 최근의 기술적 발전

에 비춘 재균형 문제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Chamberlain

Group, Inc. v. Skylink Technologies, Inc., 381 F.3d 1178 (Fed. Cir. 2004),

1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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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도 예전에는 와레즈로 대변되는 웹사이트나 FTP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불법복제물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이전과는 다른 법

적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저작권법 내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또한 보안 정책

과 마찬가지로 사회 변하에 맞추어 변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그로 인해 보다 양질의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가 되며,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해당

저작물들의 사용자들 또한 그에 걸 맞는 만족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저작물들의 생산과 이것에 대한 만족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비용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해석을 변

화시키거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법률 개정이 한미 FTA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 산업계의 요구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

면 이런 변화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만, 한미 FTA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미국법과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법률로 저작권법 내지

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즉, 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면서도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

할 것이다.

4.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국내에서 이제 PC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BOX와 같은 콘솔용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이 이

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에는, 장래 국내의 콘

솔용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

서 이번 판례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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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미 플레이스테이션 첫 번째 버전에서부터 불법 복제

CD가 용산 상가를 중심으로 거래되었고, 현재도 PS2를 위한 불법 복

제 CD가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정품 게임 CD가 일반 사용자들이 다

량으로 구매하기에는 비싸다는 의식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 게임을 즐

기기를 바라는 일반 대중의 욕구가 상승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러 가지 좋은 게임을 해보고 싶지만 정품 게임 CD를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주요 게임 수요자층이었던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PS2의 오작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드칩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극히 저렴한 복제 CD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어제 오

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 PC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콘솔용 게임에 있어서도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고, 소니의 PS2와 같은 하드웨어는 구입해도 게

임 CD는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즉, 소니사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게임기는 판매에 문제가 없어도 게임 개발사는 판매에 문

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드칩의 합법화는 국내 콘솔용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대부분의 콘솔용

게임이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외 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것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내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의 콘솔용 게임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내 게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모드칩의 합법화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외 유

명 게임의 경우에는 소장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마저도 국산 게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정품 게임 CD를 구입하는 것을 외면하고 복

제 CD를 잠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결국 국산 게

임 업체는 국외 게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콘솔용 게임 시장에 진

입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에, 콘솔용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거의

100% 일반 개인들이 기업들의 주요 판매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도 특이성을 가진다. 즉, 일반 사용자들이 게임 CD를 구입하지 않

으면 실제 게임 CD의 수요는 거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산 콘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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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 등의 큰 시장에서 성공하고 나서야 국내 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Ⅳ. 결론

최근의 소니 PS2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호주의 판례와 내용에 있어

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호주의 법률의 내용과 우리

의 법률의 내용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호주의 법률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규정은 상당히 좁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해,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

호조치의 정의규정은 추상적이어서 다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호주 법원과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법률 해석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다. 특히 호주 법원

의 판결문에서도 AUS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판결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바, 호주에서 예상하는 법

률 조항의 어구는 이미 우리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주 법

의 좁은 해석과 비교했을 때 우리 법원이 보다 넓은 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법률 해석의 측면이 아닌 다른 이유들에 있어서 소니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P2P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르는 모든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사용 행위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드칩의 문제는 개인적인 사적 복

제의 문제를 떠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도의 복제 행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엑세스

코드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에 포함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판단

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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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익 측면에서 모두 합리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작권자들은 피해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자

들의 권익 못지않게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그 결과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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