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강의 컨텐츠 포함 학원 양수인, 저작권침해 책임범위 – 부당이득반환 범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격 강의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 무단이용, 저작권 침해 

(2) 학원 영업 및 원격강의 컨텐츠 양수도 계약   

(3) 선의 양수인 원격 강의 계속, 양수인을 상대 소송  

(4) 쟁점: 선의 양수인의 책임 범위, 현존이익 인정 범위  

(5) 소송의 경과 ▣ 제1심: 저작권자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 인용,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 분 청구 기각 ▣ 항소심 2심: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인용 ● 영업양

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기각  

 

2.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

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

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보도자료   

 

(1) 판결의 의의 ▣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

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2) ▣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함  



 

(3) ▣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그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저작권 무단이용으로 인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 

 

첨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