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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음악 창작의 딜레마, 표절과 순수창작

김평수(한국외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1. 머리말 

2. 표절의 정의와 유형

  2.1. 표절과 모방의 차이

  2.2. 표절의 유형  

3. ‘순수창작’이라는 이데올로기 

  3.1. 음악표절 판단의 딜레마

  3.2. 공연표절 판별의 한계 

  3.3. 문화권력의 작동기제: 저작인접권

4. 맺음말: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는 물론 타민족의 문물에 한 공공연한 모방(imitation)

과 복제(copy)를 통해서 문화를 발 시켜왔다. 인간의 모방 능력과 모방을 통

한 변용 활동이 인류의 지속 성장을 가능  했다는 것은 역사 ·생물학 으로 

인정받는 내용이다. 존 로크(John Locke)가 지  생산물에 한 소유 개념을 

정립한 이후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소유권 이론의 근원이 되었다. 

이는 산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술  생산 활동에까지 향을 미친다. 

결과 으로 오늘날은 비용 없이 음악 창작물을 창작하거나 변용하기 어려운 

시 가 되었다. 개인의 상상을 통해 표 되는 음악 창작물은 외부 요소의 

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순수창작’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치 순수창작물과 모방물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작권을 순수창작에 한 가로 치환함으

로써 창작계 의 권력  지 를 만들어가고 있다. 순수창작과 표 의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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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저작권, 음악창작, 표절, 모방, 순수창작, 음악산업 

인 이분법은 음악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해 만들어

진 이데올로기다. 표  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원본성을 가리는 일련의 행

는 창작자 간 창작계 의 서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창작자-창작자, 창

작자-이용자의 먹이사슬의 구조를 반 구화하는 과정임을 음악산업 구조 분

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머리말

인간의 역사, 특히 문화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항상 원본에 한 복

제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확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는 물론 타민족의 문물에 한 공공연한 모방(imitation)과 복제

(copy)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에 용하 다. 이러한 사실은 생물학의 

역에서도 확인된다. 컨  문화를 진화하는 응 시스템이라고 간

주했을 때 문화에서 생물의 유 자에 해당되는 복제자를 ‘문화유  

단 (culture gene)’라고도 한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말한 

(meme)1)과 같은 개념이다. 도킨스는 생물학  유 자 진(gene)과 

다른 후천  경험을 통해 달되는 유 자를 ‘ ’이라고 지칭하 다. 

은 모방과 같은 비(非)유  수단을 통해 달되는 문화 요소다. 

1) 이란 동물 개체에 기억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고, 모방을 통해 다른 개체에 

달되는 비(非)유  문화 요소 는 문화 달 단 를 말한다. 악수나 경례 

같은 간단한 것에서 종교처럼 복잡한 행 도 이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

스는 ‘모방’의 의미가 들어 있는 그리스어 ‘미메메(mimeme)’에서 이란 단어를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  블랙모어,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 

김명남 옮김, 바다출 사,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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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가 생물 인 유  정보의  단 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유 자는 문화  정보의  단 이다. 그러나 유 자와 달리 돌연

변이율이 높고 획득 형질의 ‘유 ’이 가능하며 립유 자 자리를 항

상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경로도 복잡하고 수직 (부모로부

터 아이에게)에 더하여 사행(부모 이외의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과 수평 

(동일세  내)가 있다.2) 즉, 유 자는 세  간에만 달이 가능하지

만 문화유 자는 그에 구애받지 않고 달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의 모방 능력과 모방을 통한 변용 활동이 인류의 지속 성장을 가능  

한 요소라는 것은 역사 ·생물학 으로 인정받는 내용이다. 역사 속에

서 지식의 복제나 달을 지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지

식이 모방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 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존 로크가 지  생산물에 한 소유 개념을 정립한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 개인이 만들어낸 지식  창작물도 곧 재산권 개념

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로크의 ‘노동가치설’은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모든 자산 계 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자본주의 소유권 이론

의 근원이 되었다. 이는 산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술  생산 

활동에까지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오늘날은 비용 없이 문화  창

작물을 모방하거나 변용은 물론 심지어는 근하는 것조차도 불가능

한 시 가 되었다. 

지 재산권 개념은 작가로 하여  창작을 유인하는 요한 수단임

이 분명하지만 때론 소모 인 재산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2) 이 개념의 도입은 생물 진화의 여러 가지 이론을 문화  상에 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이나 사람 이외에 장류, 조류, 포유류 등의 신기(新奇) 행동, 

문화  행동의  과정에 한 연구를 발 시키고 있다(강 희, 생명과학

사 , 아카데미서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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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에서의 표  시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안

이 없다는 것은 표 이 참으로 애매하고 고질 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음악이란 개인  상상력의 음률  표 이다. 음악창작자는, 12개의 

음계와 악기  선택권을 통해 음률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

니한 것은 음악  상상력을 개하는 방법은 이미 학문 으로 방법론

과 규칙이 정해져 있기에 창작자가 가진 조합의 범 가 무한하지는 

않다. 즉, 애 부터 완벽하게 순수한 창작은 수학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이다. 게다가 창작자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표 해내는 음

악  세계는 창작자의 경험과 개인  세계 이 형성되는 문화  환경 

인자와 떼어두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조합했을 때, 개인의 상상을 통해 표 되는 음악  

창작물은 외부 요소의 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순수창작’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치 순수

창작물과 모방물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으

며, 작권을 순수창작에 한 가로 치환함으로써 창작계 의 권력

 지 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수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한 타당

한 이유를 모른 채 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당 성에 수 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음악 표 과 표  소송에 해 생각

해보자. 순수창작의 신화는 작권료를 받는 자와 주는 자로 양분되

는 창작계 의 권력을 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만든 신화는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평을 넓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은 타인의 음악 작품을 표 하는 행 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타인의 음악 작품을 표 하는 것은 분명 도덕성의 

문제이다. 하지만 만들어진 시간의 순서를 통해 결정되는 원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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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의 단결과나 그에 따른 징벌이 경제 으로 강제된다는 에

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게 결정된 계 의 

서열화는 어도 100년간은 바 지 않는다는 데 더욱 문제의식을 가

지고 있다. 그래서 순수창작과 표 의 극단 인 이분법은 음악이 ‘산

업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그러한 의구심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작권의 배분 구조를 분석해보면 확신으로 느껴진다. 

이 에서는 표 의 근거로 삼는 여러 가지 근거와 사례에 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근거가 얼마나 주 인 기 에 의하는지를 논함으

로써, 결국 오늘날 음악의 창작과 유통 과정 속에 숨겨진 채 작동되는 

문화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2. 표절의 정의와 유형

2.1. 표절과 모방의 차이 

표 (剽竊, plagiarism)이라는 한자는 “겁박할 표(剽) 훔칠 (竊)”로 

구성되어 있다. 말 그 로 훔친다는 의미다. 사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물의 일부 는 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술의 역

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을 인용하거나 차

용하는 행 ”3)라고 정의하고 있다. 

3) http://www.doopedia.co.kr(검색일: 201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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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단 기 에는 문학, 화, 음악, 디자인 등 각 장르  특성

에서 오는 차이가 존재한다. 를 들어 음악에서의 표 의 단 기

은 ‘가락’, ‘리듬’, ‘화음’의 3요소를 고려하여 단하는데, 그 에서 

‘가락’을 가장 요한 요소로 본다.4) 1999년 이후 표 이 친고죄의 

역으로 넘어가면서 원 작자가 자신의 곡을 떠올리게 하는 단 한마

디의 비슷한 흔 만 있어도 작권 침해 여부를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표  시비는 6마디 혹은 3마디 이내에서는 표 과 상 없다

는 소  “6마디 원칙(six bar rule)”, “3마디 원칙(three bar rule)” 같은 

양  기 으로 단되지 않고 원작자의 자의  단이 표  문제의 

시발 이 된다는 것이다.5)

표 도 일종의 모방이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스스로 원작으로 

포장한다는 에서 비도덕 이다. 표 이란 흔히 도라고 지칭되지

만, 사법상의 의미에서 형사 문제로 다루는 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

았다. 표 의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분이었지만 

때때로 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

목으로 표 이 법정에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은 작권 

침해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6) 

4) 문화 부, 표 방지 가이드라인, 문화 부, 2007, 28쪽. 

5) 가락의 유사성 단에서 개별 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

되었는가가 요한 단 기 이 된다. 즉, 체 으로 얼마나 많은 개별 인 

음표가 유사하게 사용되었는가보다는 연속된 음표가 얼마나 많은지, 한 그 

연속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요한 의미를 갖는다(같은 책, 29~30쪽 참조).

6) 작권법 제136조에서는 “복제, 공연, 공 송신, 시, 배포, 여, 2차  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작권에 련하여 형사  징벌을 가한다

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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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록 특정 작품의 표  방식을 모방했더라도 표 과는 다른 

경우가 있다. 바로 인용(quotation)과 오마주(hommage)7)이다. 인용은 학

문의 역에서 통용되는 모방 행 의 일종이며 어떤 주장의 근거나 

비  는 참고자료 등으로 삼고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책에서 그 

일부를 그 로 가져오는 행 다. 오마주는 화의 역에서 통용되는 

일반 인 모방 행 이다. 화에서의 오마주는 작권 침해 행 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례다. 이들과 표 과의 차이 은 원작자를 분

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며, 인용과 오마주를 극 으로 드러냄으로

써 자신의 창작 행 의 차이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오마주로서의 모방은 화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에도 사용되지만 

음악에서는 오마주에 한 구분 기 이 모호하기도 하고 오마주 문화

에 하지 못한 음악산업계의 례상 종종 작권 문제나 표  시

비에 휘말린다. 따라서 화와는 달리 음악에서의 오마주는 주로 

작권의 범 를 벗어난 작가에 한 오마주가 주를 이루거나(사망한 지 

오래된 작곡가) 혹은 에이 트를 통해 미리 작권문제를 해결한 특별

한 기획을 통해서 오마주 작품을 만들게 된다. ≪유재하 헌정앨범≫이

나 ≪신  헌정앨범≫ 등을 로 들 수 있다. 

2.2. 표절의 유형 

앞서 설명하 듯 모방(imitation)을 했는데 원작의 출처를 밝히지 않

7) 오마주는 랑스어로 ‘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 말로 화에서는 보통 후배 화

인이 선배 화인의 기술  재능이나 그 업 에 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사나 장면을 본떠 표 하는 행 를 가리킨다(http://www.doopedia. 

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98359, 

검색일: 201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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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는 표 로 취 받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결과 으로 표

로 단되더라도 표 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우연한 동시성에 한 오해이다. 어떤 작품은 공간의 근 성

이나 서로 향을 받을 만한 맥락이 없음에도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곤 한다. 이 유사성은 개 소재나 발상 수 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표 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허

의 경우에서도 기술의 동시발견(simultaneous discovery)은 흔히 일어

나는 일이다.8) 오늘날 기술  수 이 평 화되어 가는 상황이기에 기

술  편차가 은 오늘날의 발명 환경에서는 동시 으로 비슷한 아이

디어를 생각해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무의식  모방이다. 어떤 작품을 의식 으로 표 하거나 모

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창작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에 감을 받았던 작품의 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은 창작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모방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표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단할 때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를 들어 우연히 보았던 화의 배경음악이 무의

식 으로 각인되어 창작 과정에서 떠오를 수도 있다. 무의식  모방

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의 세

계화가 진행된 상황에 향을 받은 것이다. 문화  할인율과 언어  

장벽이 낮아지면서 문화의 혼종성이 진되는 향으로 인해서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 기술의 동시발견의 표 인 사례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친 무선 통신 

장치인 ‘ 신기’, ‘ 화기’, ‘텔 비 ’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자세한 내용

은 Boldrin, Michele & David K. Levin, 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202~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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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학 교수 던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 (Burrhus F. 

Skinner)는 어느 날 독특하고 참신한 표 을 생각해내고 스스로 감탄했

다고 한다. 그런데 나 에 알고 보니 그것은 오래  자신이 이미 쓴 

이었다. 무의식 인 표 은 과거의 인상이 기억 속에 잠재하고 그

것을 어느 날 기억해내고는 자신의 창작으로 생각하는 기억 왜곡이다. 

셋째, 의식  모방을 통한 재창조가 있다. 패러디(parody) 같은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리메이크(remake)도 해당되지만 리메이크란 2차  

작물 작성권을 작권자로부터 매입해서 합법 으로 만든다는 

에서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패러디란 표 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이나 사회  상황에 해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

는 것이다.9) 화산업계에서는 패러디가 흔한 일이지만 과거 서태지

와 이재수의 ‘≪컴배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산업계에서는 

패러디를 인정하는 데 단히 보수 이다.10) 

넷째, 모티 를 차용하는 것이다. 힙합 음악에서는 샘 링처럼 타

인의 것을 내 작품 안에 끌어들이는 행 를 말한다. 요한 것은 모티

의 차용은 자신의 작품 안에 자리 잡으면서  다른 새로운 의미

로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는 재창조에 가깝다. 모티 의 

차용은 음악의 장르와 지역의 성격에 따라 취 된다. 테크니카와 힙

합에서는 샘 링이나 매시업(mash-up) 같은 모티 의 차용은 그러

9) 원작 자체를 비평의 상으로 삼는 것을 직  패러디(direct parody)라고 하고, 

원작과는 무 한 사회  상황에 한 비평을 목 으로 하는 매개패러디(vehicle 

parody)로 나 어진다(오승종·이해완,  작권법, 제4 , 박 사, 2006, 348쪽).

10) 당시 법원은 서태지가 음치가수 이재수를 상 로 제기한 ≪컴배콤≫ 앨범 배포

지가처분 소송에서 “당해 작물에 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

로 볼 수 없다”고 하 다(서울지방법원 1994.9.2. 94가합2876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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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편이다. 그러나 음악 자본은  이러한 모티 의 차용에 해서

도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러 곡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원곡의 흔 을 찾기 어려운 매시업 같은 형태의 경우에도 표 로 간

주하고 작권을 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뮤지션의 반발이 있다. 

사실 모티 의 차용은 일종의 오마주 같은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컬처클럽(Culture Club)과 웸(Wham!)은 1970년  모타운 소

울에 신시사이 를 도입하여 뉴웨이 로 재구성해 성공시켰고, 1990

년  일본의 고무로 데츠야 한 다른 가수의 악상에서 모티 를 얻

어 새롭게 재창조된 음악을 만들었으며 비즈(B`z)는 수려한 다른 노래

들의 멜로디를 재구성해 LA메탈식 연주로 할리우드 록(rock) 명 의 

당에 입성했다. 

3. ‘순수창작’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의 음악은 12음계의 한정된 음과 화음, 

한정된 리듬, 그리고 오늘날 국가  편차가 거의 없는 밴드 악기의 

성격상 음악  유사성은 필연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

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은 시공의 간극을 좁히는 세

계화를 진시켜 개인의 경험과 가치 을 복되게 만들고, 개인  

상상력의 동질화를 가져온다. 유튜 를 통해 8억 명이 감상했다는 싸

이의 <강남스타일>을 생각해보면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  차원에서의 모방도 흔할 수밖에 없

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문화  에서 보자면 개인이 

만들어낸 음악  구성이 본의 아니게 동질화를 이룰 개연성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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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이런 을 무시하고 단지 창작 시 의 선후 계와 

표 의 유사성만을 비교해 원작과 표 을 가리는 것은 무 일면 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표 의 문제를 사회  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좀 더 근본

인 곳에 있다고 본다.

첫째, 다양성이 존 받지 못하는 사회  풍토에 문제가 있다. 상업

성을 신 하는 사회를 통해 우리의 음악은 동질화되고, 의 음악

 취향도 동질화된다. 우리 모두가 동질화된 환경 속에서 동질화된 

음악을 들으며 동질화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동질화된 음악만을 창작

하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성이라는 이름

의 모호하고도 공공연한 상업  음악 제작 습(주류 음악계의 10

 편향성 혹은 후크송의 난무를 보라)이 음악의 다양성을 거세하고 일회

용 음악을 양산하는 동안 자본 심 , 실용주의 인 으로만 

근하는 정책(구MB정부의 음악산업 육성정책은 지극히 편향 이었다)은 음

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세계 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

은 정책에 따른 문화 환경을 만들고 문화 환경은 창작자의 문화  

경향성을 만들고, 창작자의 문화  경향성은 의 문화  세계 에 

향을 미친다. 그 이 다시 창작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문화정책이 얼마나 요한지 알 수 있다. 즉, 다양성을 괴하는 

정책은 문화의 정체를 야기한다. ‘다양성’을 존 하지 않는 사회가 창

의 인 술 작가를 탄생시킬 수 있을 리 없다. 다양성과 창조 인 

작가가 실종된 문화  환경 속에서 표 이 없고 순수창작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둘째, 문화  유사성과 미메시스 인 욕망의 증가는 정보와 문화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필연 인 결과임에도, 오히려 과거 시기보다 더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8(KST)



음악 창작의 딜 마, 표 과 순수창작_김평수  21

철 한 원본과 표 의 이분법에 입각한 ‘순수창작’ 이데올로기를 신

화화하는 풍토의 문제이다. 순수창작 이데올로기는 ‘창작계 ’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냈고, 창작계 이 창작을 지속하기 해서는 작권으

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끊임없이 에 한 로 간다11)

를 진행하고 있다.

자크 술릴루(Jacques Soulillou)라는 학자는 술과 문학 분야에서 표

의 증거를 제시하기 실 으로 어렵다는 을 강조한다. 

근거를 인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의 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증명해야 한다. 만약 A가 연 기 으로 이 에 치한 ‘X’로부

터 향을 받아 표 을 했다면 A의 논거는 허물어진다.12)

롭 티(Rob Scholte)라는 화가는 “ 술 인 창조물은 어느 것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인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말

한다.13)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 히 독창 인 그 무엇을 창조하

는 사람이 작가라고 여기는 사고가 바로 낭만 인 작권 개념에 기

한다는 것이다. 

사실 완 무결한 ‘순수창작’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천

11) 오늘날 작권에 한 홍보는 작권을 둘러싼 권력 계의 진실은 숨긴 채,  

사실상 작권 생태계에서 가장 바닥의 우를 받고 있는 창작자 혹은 실연

자를 앞장세움으로써 의 태도에 향을 다는 의미에서 로 간다

(propaganda)라는 표 을 사용하 다. 

12) Soulillou, Jacques, L’AUTEUR MODE D’EMPLOI, Harmattan, 1999, p.17; 요스트 

스미르스,  술의 기, 김 한·유지나 옮김, 커뮤니 이션북스, 2009, 105쪽

에서 재인용. 

13) 요스트 스미르스, 같은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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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모방과 재 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천재가 아닌 술

가도 수많은 모방에 의해 술작품을 탄생시켰다. 어느 한 시기에 창

작, 실연된 모든 것에 해  소유권과 련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술은 다양한 실연과 해석을 통해 발 하는 것

인데, 이에 한 배타  소유권을 개인과 기업이 100년 가까이 소유

한다는 것은 제도 인 모순이다. 그것 때문에 술에서의 해석과 재

의 자유가 축되고 재산과 이윤으로 환산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소모 인 소송 이 을 잇는 것이다. 

3.1. 음악표절 판단의 딜레마

국내에서의 간단한 소송 사건을 하나 살펴보자.

2010년에 ‘씨앤블루’의 <외톨이야>라는 곡이 표  시비에 휘말

렸다. 인디밴드 ‘와이낫’은 <외톨이야>의 작곡가가 자신들의 곡 

< 랑새>를 무단 이용해 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 원 상당

의 자료를 청구하 다. ‘와이낫’은 표 에 한 사회  심을 불러

일으키기 해 제기했다고 밝혔다.14) 

앞서 설명한 자크 술릴루의 논리로 <외톨이야> 표  문제를 살펴

보자. <외톨이야>의 후렴부는 < 랑새>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만약 씨앤블루가 자신들이 < 랑새>(2008년 발표)보다 

먼  발표된 국 가수 ‘MIKA’의 <Stuck In The Middle>(2007년 

발표)의 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될까? ‘와이낫’은 오히려 

14) ｢와이낫 “이 방법밖에 없었다”…씨엔블루 ‘외톨이야’ 표 소송 심경｣, 경제투

데이 2010년 3월 11일 자(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003 

11132815447&ts=1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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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미카’의 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된다. 

공교롭게도 실제로 재 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에서 양측

의 악보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된 2곡뿐만 아니라 컨 리꼬꼬

의 <오가니>, 박상민의 <지 해> 등 3곡이 추가되었다. 피소당한 

김도훈 측이 “비슷한 노래는 세상에 무 많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유사 부분은 다른 곳에도 많이 쓰여 ‘공공재’와 같다는 주장을 펼

쳤다. 따라서 <외톨이야>의 표  여부는 < 랑새>와의 유사성이 

아니라 다른 세 곡과의 차이 을 설명해야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5)

이 사례는 오늘날 표 의 문제가 그 게 간단하게 정되기 어렵다

는 것을 반증한다. 한 작권법이나 제도로 표 을 가름하는 것

은 논리 으로도 불확실하다. 어떤 창작물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

어지듯 창작된 것은 없으며, 그 의 모든 문화  자산의 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즉, 문화 으로는 표 , 혹은 향 계를 표시할 수 

있지만 법리 으로 구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와이낫’의 주몽은 “참으로 모순 이다. 표 을 얘기하는데 내 곡

을 베 다고 생각하는 노래와 다른 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며 자

조했는데, 안타까움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논리 으로 따지자면 <외

톨이야>가 < 랑새>의 후렴부를 일정 정도 같이 차용하 거나, 

< 랑새>가 어떠한 곡으로부터도 향을 받지 않은 완벽한 순수창

작임을 증명하기 에는 사실 승소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 게 말하는 것은 법정 공방에 처한 <외톨이야>를 작곡한 김도

15) ｢음악도 공공재?…‘외톨이야’ 표  소송의 아이러니｣, 스포츠 서울 2011년 

3월 30일 자(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9290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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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표  행 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16) ‘씨앤블루’와 ‘와이낫’의 법정 공방은 가 승소를 하더라

도 문화  에서 보자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회 속에

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고의 으로 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도 인 표  행 는 도덕 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원창작자

와 표 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방법은 법리보다는 최소한 문화 으로

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7) 

3.2. 공연표절 판별의 한계 

얼마  문제가 되었던 싸이의 시청 공연, 김장훈은 싸이가 자신의 

공연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배신감을 토로해서 화제

가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형의 창작물인 공연 내용의 작권 

개념에 련한 화두를 던졌다. 김장훈은 공연에서의 표  문제는 하

드웨어보다는 소 트웨어의 문제라고 말한다. 

16) 김도훈은 문제가 된 <외톨이야> 외에도 여러 곡이 표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번 재 에서 자신의 곡과 유사하다는 곡을 3곡이나 제시하면서도 일반 으

로 모든 사람이 유사성을 인정하 던 MIKA의 <Stuck In The Middle>은 거론

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좀 다른 으로는 음악산업계가 유행하는 

스타일의 곡을 빠른 시간 안에 히트시켜야 한다는 강박 념이 김도훈 같은 

작곡가를 만들게 된 원인이라고 지 하는 입장도 있다[강명석, ｢김도훈은 왜 

많이 들어본 노래를 만들까｣, 10아시아 2012년 10월 31일 자(http://10.asiae.c

o.kr/Articles/new_view.htm?sec=news4&a_id=2012103114061994679)]. 

17) 를 들어 학문 분야에서는 ‘인용’에 한 출처표기 방법의 통일과 문화  

정착화를 통해 창작과 인용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음악에서는 이러한 ‘인

용’을 통한 원작자의 표기를 분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표 로 인한 법리

공방을 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음악 창작자의 

문화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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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경우는 사실 카피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

이고 개인 으로는 우리나라 공연 환경에서 하드웨어는 공유를 하는 

것이 더 명하다는 생각이다. ( 략) 같은 이 를 사용한 것이라도 

그것이 핑크 로이드의 쓰임과 김장훈의 쓰임이 다르다. 어떤 감동을 

주기 해서 사용하느냐, 어떤 의미를 달하기 해서 사용하느냐는 

분명 해당 아티스트의 고유의 것으로 야 한다. 를 들어 내가 ‘아름

다운 비행’이라는 곡을 이번 공연에서 비하며 어린이 친구들을 섭외

해 크 인에 태우는 연출을 보여  정인데 그 곡의 연출이 달하고

자 하는 철학과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방식은 오리지 리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8)

하지만 비교 가능한 유형의 상이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 트웨

어를 작권의 기 으로 다룰 경우 고의성을 갖는 표 의 정이 어

려워진다. 이에 해 김장훈도 결국 “음악의 경우처럼 한정된 열두 

음 에 비슷한 조합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공연에서도 비슷한 

연출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결국 이는 창작자의 양심의 문제에 가깝

다”고 부연했다. 

결국 원본 창작물의 아우라(aura)는 작권과 법  공방을 통해 탄

생되는 것이 아니다. 표 은 법으로 강제되기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진정으로 존 받고 문화  창작물에 한 근과 해석의 자유가 보장

될 때에 근 된다고 본다. 

술은 존재하는 것에 한 새로운 해석이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

람의 곡에서 모티 를 얻어 창작을 한다. 다만 그 모티 를 오랜 기간 

18) ｢김장훈이 말하는 ‘공연에서 표 ’｣, 스타투데이 2012년 11월 22일 자(http://

star.mk.co.kr/new/view.php?mc=ST&no=772158&yea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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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시켜 더욱 좋은 곡으로 재창조시켰는가, 아니면 시간에 쫓겨 표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양성의 

바다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에 띄는 모티 를 품고 빛나는 것이기

에 아우라가 있는 원본으로 존 받는 것이다. 

3.3. 문화권력의 작동기제: 저작인접권

‘창작자의 권리’라는 토릭은 주로 출 사나 코드회사 같은 제3

자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이들은 창작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작권이 

확 될 때의 핵심 수혜자이다.19) 

 작권 제도와 작권료 분배 시스템의 최  수혜자는 자본을 

가진 제작사와 유통을 담당하는 미디어, 통신 기업이다. 애 에 음악

산업의 디지털화를 자각하지 못했던 음악산업의 선두주자들은 통신

사가 일방 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던 행으로 오늘날의 상황에 

처했으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음악의 유통구조

를 보면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만 유통사와 이 싸움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창작계 ’으로 우받는 작곡가·작사가들은 지 의 

작권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들

이 오히려 시스템의 가장 바닥에 존재한다. 

<표 1>은 2005년도 당시의 음원 매 수익 분배에 한 통계 자

료다. 이에 따르면 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4.5%씩을 나

19) Martin, Kretchmer, “Intellectual Property in Music: A Historical Analysis of Rethoric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Vol.6, Issue 2, 200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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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매 수익 경로

분배 비율

제작사
작곡/

작사가
가수/

연주자
유통사

인터넷 음원사이트 다운로드 40% 9% 5% 46%

정액제 이용 시 40% 8.2% 4.5% 47.3%

벨소리 연결음 등 모바일 매출 25% 9% 4.5% 61.5/%

인터넷 음원사이트 다운로드 (곡당 600원) 240원 54원 30원 276원

정액제 이용 시(9,000원/150곡) 24원 4.9원 2.7원 28.3원

자료: 오정석, 수익 분배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7, 85쪽 재구성.

<표 1> 음원 매 수익 분배

눠 갖는다. 제작사와 유통사 등 작인 권자가 체 작권 수익의 

91%를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가수 등 실연자들은 5% 이하의 작권 

수익을 얻게 되지만, 가수가 공연을 통해 얻는 수익은 작자의 수입

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원래 작권자에게 권력이 집 되었던 것이, 다양한 권리가 부가

으로 늘어나면서 작인 권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작

인 권을 통해 작권 수익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작권 수익의 배

분은  복잡해졌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림 1>에 따르면, 작권 수익은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작권자의 요율은 더욱 어든 것으로 나

타난다(편곡자가 작권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결국 오늘날 작권 

수익의 배분은 유통을 쥔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1886년 베른 약을 통해 세계 인 작권 질서가 성립된 후에도 

한참 지나서야 제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작인 권 조약이 성립되

었다. 작인 권은 1961년 로마 약(Rome Convention)에서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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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 부, 2010 음악산업백서, 문화콘텐츠진흥원, 2011, 90쪽 표 재구성.

<그림 1> 음원 매 수익 배분율 

았고 이때의 작인 권 인정 기간은 20년이었으며,20) 1994년 WTO 

TRIPs 정을 통해 50년으로 연장되었다.21) 작인 권은 그야말로 

작권에 ‘인 ’해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본 권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20) 정식 명칭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한 국제 약｣이다. 

동 약 제14조에 따르면 작인 권 보호 기간은 음반  음반에 수록된 실연

은 고정이 이루어진 해의 연도 말로부터 20년이며,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

에 해서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의 연도 말로부터 20년이다. 방송에 해서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의 연도 말로부터 20년이다. 

21) 한국에서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에 발생한 음반 제작자와 

가수의 작인 권 보호 기간이 기존 20년(1986년도 개정)에서 50년(1994년

도 개정)으로 연장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다. 엄 하게 말하면 소 입법이다. 법 으로 소 입

법을 지하고 있는데 작권 분야에서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 입법이 횡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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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다 

결론 으로 오늘날의 표  문제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며, 법

률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

듯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하나마나한 무기력한 의견일 

뿐이다. 

기술  에서 볼 때 표 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문화  에서 볼 때 모방을 통한 재창조를 분리해

낸다는 것은 단히 어려운 일이다. 기술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문

화  속성 때문이다. 발표 시 의 선후 계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구조가 결정되는 재의 작권 시스템은 모든 문화의 새로운 해석에 

여한다. 어떤 창작물도 완벽하게 ‘순수창작’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작권 시스템의 근간이 무 지기 때

문에 자본을 쥔 문화권력은 암묵 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으로 표  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원본성을 가리는 일련의 

행 는 창작자 간 창작계 의 서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창작자-

창작자, 창작자-이용자의 먹이사슬의 구조를 반 구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 한 승자가 아니다. 

수익의 9%밖에 얻지 못하는 창작자, 그나마도 체 작권자의 

10%가 90%의 수익을 독 하는 실에서 작권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고 ‘순수창작’의 신화를 퍼트리면서 표 의 자유를 억압하고 창작

과 해석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구인지는 자명하다. 

이득을 얻는 자들이 범인이다. 그들은 창작자의 뒤에 숨어 술의 

후견인임을 자처하는 ‘투자자’, ‘제작자’ 혹은 ‘ 작인 권자’라는 이

름으로 불리는 ‘문화자본’과 ‘문화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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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lemmas of Music Creation, 

Plagiarism and Pure Creation

Kim, Pyung Soo(Adjunct Professor of HUFS)

Humans have developed not only languages and characters, but cul-

tures through avowed imitation and copy of civilizations of other races. 

It has been recognized historically and biologically that the transforma-

tional use via human being’s imitation capabilities and imitation activities 

has made sustainable growth of human possible.

After John Locke established the ownership concept of intellectual 

products, it has been the root of the theory of ownership of capitalism 

until now. This affects not only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but also 

artistic production activities. Consequentially, it is hard to create or trans-

form music with no expense, today.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musical creations expressed through 

imaginations of individuals could be “pure creations” which are perfectly 

free from the influence of exterior elements. Nevertheless, the world, we 

are living, is creating an ideology that pure creations and copycats seem 

to be separately, and is giving power status to the creation class by sub-

stituting copyrights with rewards for pure creations.

The extreme dichotomy of pure creation and plagiarism is an ideology 

that was made to protect industrial capit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music. The structural analysis of music industry 

demonstrates that a series of acts to constantly hide the originalit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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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uits against plagiarism are the process to establish the hierarchy of 

the creation class amongst creators, and to semi-perpetuate the structure 

of the food chain between creators and between creators and users.

Keywords: Copyright, Music Creation, Plagiarism, Pure Creatio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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