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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영화의 2차사용료의 실태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영화의 2차사용은 ①
텔레비방송 (이것은 다시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통신위성방송으로 나누인다), ② 비디오화 (시판용 및
영업용), ③ CATV, ④ 기타의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화의 2차사용료는 일본에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이본영화감독협회와
일본영화제작사연맹사이에 체결된 8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또한 방송국에서는 영화의 부분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그의 저작재산권은 영화제작사에 귀속하지만(일본저작권법 29조 1항,
한국저작권법 75조의 경우는 특약이 없을 때), 저작인격권은 영화감독에 전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감독은 방송국에서 영화를 부분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에 기하여 동의권이 있고, 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부분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 서 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74조 1항에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권리｣에는 각색(1호), 공개상영(2호), 방송(3호), 전송(4호), 복
제･배포(5호), 그 영화를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6호)을 들고 있다.1)
이 제74조의 취지는 영화라는 것은 여러 분야(8개)의 종합예술이고, 영화제작자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 분야의 저작자들이 제각기 권리 주장을 하면 영화제작자
는 자기가 투자하여 만든 영화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제작에 참가한 여러
저작자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모두 영화제작자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원래 제74조는 1965년에 전문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제88조, 일본저작권법 제29조와 같
은 취지이다.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에는 영화제작자와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감독보수｣를 받는
다. 그 후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든 후에 모든 권리는 제74조에 기하여 영화제작자에게 넘어
가고 영화감독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추가보수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규율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II. 영화의 1차 사용

1) 영상저작물의 특례(저작권법 74조이하)에 관해서는 필자의 ‘영상저작물의 특례 해석’, 계간저작권, 1988년 봄
호 20 - 23쪽 참조.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에는 영화제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영화감독이 어
떤 용도의 영화를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① 극장 상영용(上映用) 영화일 때도 있고 (작품감
독계약 -作品監督契約), ② TV 영화를 만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화제작의 목적에 따라 계약의 유형은 다르다2) (영화감독이 어떤 영화제작사의
전속감독이 되기 위해서 영화제작회사와 ‘전속감독계약서’를 체결한 때도 있다).
계약의 내용은 각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본에서는 ‘사단법인 일본영화
제작자연맹(連盟)’(이하 ’영연‘(映連)이라 한다. 회원사: 松竹･東映･東宝･大映･日活)과 ‘협동
조합 일본영화감독협회’ 사이에

단체협약서인 「합의서」(1971. 12. 27.)3)에 따라

(가) 최저보수는 1작품 당 350만 엔 이상으로 한다(1994이후부터는 (2항))
(나) TV방송을 하거나 비디오로 만들면 추가보수를 지급한다 (3항)
(다) 필름을 ‘부분사용’할 때에는 영화제작사는 영화감독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5항).
또한 상술(②)한 TV영화를 만들 때에는 ‘텔레비 영화에 관한 각서’(1992. 12. 15.)에 따
라 ‘1시간 방송되는 것의 감독료’는 최저 55만 엔으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영화감독과 영화
제작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이 단체협약 적용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III. 영화의 2차사용
이상은 영화의 1차사용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영화의 2차사용으로서 다음의 여러 경우,
즉 ① 방송, ② 비디오복제물, ③ CATV, ④ 기타의 경우에도

‘영연’과 영화감독협회 간의

또 다른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다.
영화의 2차사용(목적 외이용)에 관하여 여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각 경우의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TV방송
일단 제작된 영화는 그 목적에 따라 ‘극장상영용 영화’인 경우에는 극장에서 상영하고, 그

후 그것을 처음 TV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1차배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① 지
상파방송, ② BS방송(위성방송),

③ CS방송(통신위성방송)의 3가지의 방송형태로 구분된

다. 이때 ‘영연’회원사는 영화감독에게 다음의 ‘추가보수’를 지급한다.
이 추가보수에 관하여 ‘일본영연’과 일본영화감독협회는 ‘텔레비 방송(배급)에 관한 각
서’(1975. 12. 27.)(총 6개항)를 체결하였다.

2)
3)

영화감독계약의 표준계약서에 관해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徐達周책임연구원, 저작권모델계약서 II (영화
관련계약서), 2005 참조
협동조합 일본영화감독협회, 협약집(이하 ‘협약집’이라 한다) 1쪽

가. 제1차 배급
(1) ‘현각서(現覺書)’ (1975. 12. 27.) 제2항에 따라 1980년이후에는 칼라방송은 20만 엔
이상, 흑백은 12만 엔 이상으로 정하였었으나4), 그 후

‘신각서(新覺書)’(2000. 1. 26.)를

체결하여, 지상파 방송은 전국방송이든 Local 방송을 불문하고 방송회수는 2회까지(방송기
간은 3년이내) 초방 30만 엔으로 인상하였다5).
(2) BS방송 (방송위성을 경유하는 방송) - 첫 방송 20만 엔(방송회수는 ‘영연’과 방송국
과의 계약으로 정하고, 방송기간은 3년 이내).
(3) CS방송 (통신위성을 경유하는 방송) - 첫 방송 4만 엔 (방송회수는 역시 ‘영연’과 방
송국과의 계약으로 정하고, 방송기간은 3년 이내).

나. 제2차 배급
여기서 ‘제2차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위 제1차 배급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영화의 상영권
을 방송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상 가, (1)(2)(3)의 3가지 모두방송형태의 추가보수는 판매계약액의 4%이다.6) 다만
‘영연’의 회원 각 회사가 ‘통신위성방송사업자’(CS사업자)에 극장용 영화를 공급하여 받은
‘추가보수’에 관해서는 특별히 ‘극장용 영화의 통신위성방송공급에 관한 각서‘(1994. 5. 1
.)7)가 映連과 日本영화감독협회 사이에 체결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는 판매계약액의 4%이다 (동 2조).

[표1]

4) 협약집 8쪽
5) ‘영화감독’(일본영화감독협회보), 2000. 2 (No. 517), 4쪽

7) 협약집 17 쪽

추가보

무 선 방 송

감 독 추 가 보 수
(1) 3년간 2회까지 초방 30만 엔

지 상 파 방 송

방송회수 3회 이상
판매계약액의

및 제2차 배급의 경우

4%8)

(2) BS 방송 초방 20만 엔 (3년간)
위성방송(BS ․ CS)

(3) CS 방송 초방 4만 엔 (3년간)
3년 후 2차 배급시에는 계약판매액의
4%9)

2. 비디오 화(化)
여기에서 ‘비디오化’라는 것은 ‘극장용 영화’ 및 ‘TV용 영화’를 ‘비디오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비디오테이프 ․ 비디오디스크 ․ DVD가 있다. 이러한 ‘비디오복제물’은

① 시판용비디오복제물과 ② 업무용비디오 복제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업무용비디오복제
물’은 호텔 ․ 음식점 ․ 도서관 등의 시설과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시판용 비디오복제물의 경우
이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극장용 영화의 시판용비디오복제물에 관한 각서’ (1984. 3. 1
.)10)

제2조에 의하여 영화감독에 대한 추가보수로 비디오복제물 1개의 소매가격의 1.75%를

지급하며 비디오복제물의 전부가 아니라 80%의 복제본수에 대해서 지급하였다. 그러나 추
후 이것을 새로 체결된 ‘극장용영화의 시판용비디오복제물에 관한 각서’ (2003. 3. 31)에
의하여 ‘출하본수(出荷本數)’의 90%로 인상하고, 대상도 DVD화에까지 확대하였다.11)

나. 업무용 비디오복제물의 경우
‘업무용비디오복제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상술하였다. 이 경우 영화감독의 추가보수는
‘영연’에 가입한 회사가 취득한 금액의 3.5%를 지급한다.12)

8) 판매계약액 x 0.04 이상
9) 판매계약액 x 0.04 이상
10) 협약집 9쪽
11) 출하본수 × 소매가격 × 0.9 × 0.0175; 협약집 28쪽; 0.0175를 곱하는 것은 1.75%를 의미.
12) ‘영연‘회원회사의 취득금액 × 0.8 × 0.035 이상; 협약집 28쪽; 0.035를 곱하는 것은 3.5%

[표 2] 비디오 화

1. 시판용비디오복제물

출하본수 × 소매가격× 0.9 × 0.0175 이상

2. 업무용비디오복제물

‘영연’회원회사의 취득금액 × 0.8 × 0.035

3. CATV의 경우
‘영연’회사가 극장용영화를 CATV회사에 공급한 경우에 영화감독에 대한 추가보수에 관해
서는

‘극장용영화의 CATV 공급에 관한 각서’(1990. 9. 1.) 제 2조에 따라 ‘영연‘회원회사

의 취득금액으로부터 20%를 공제한 수입금액의 3.5%를 지급한다.13)

4. 기 타
가. 기타의 추가보수
(a) 극장용 영화의 비극장 상영
(b) 비극장용영화의 극장상영
(c) 개봉 후 5년이 경과 후 재상영
(d) 16미리에 의한 상영
(e) 외국에의 수출
이상 다섯의 경우에는 영연회원회사의 순 이익액의 4%를 영화감독에 추가보수로 지급한
다.14)

나. 인터넷 영상배신(映像配信)의 경우
이에 관해서는 ‘각서’(2004. 3. 20.)를 동영(東映(株))와 영화감독협회가 체결하여 동영
(주)에 대하여 해당 영화의 시청자가 지급한 요금의 1.4%를 추가보수로 지급하고 있다(2
조)15).
13) 영연회원회사의 취득금액 × 0.8 x 0.035 이상; 협약집 27쪽; 0.035를 곱하는 것은 3.5%를 의미함.
14) 영연회원회사의 순이익액 x 0.04 이상; 협약집 27 쪽; 0.04를 곱하는 것은 4%를 의미함.
15) 구체적 내용은 ‘영화감독’, 호수는 불명, 6~7쪽; 2조는 7쪽 참조. 1) 자사(自社)의 배신사업에 있어서 이용하
는 경우 - 당해 영화의 시청에 대하여 시청자가 지급한 요금 x 1.4% , 2) 타사(他 社)의 배신사업에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 - 동영(東映)주식회사의 취득액 x 80% x 3.5%;

다. 사단법인 전일본텔레비방송순서제작사연맹(ATP)의 경우
방송순서 제작에 관해서는 다음 세가지 ‘각서’가 있다16).
(a) 텔레비영화의 감독료에 관한 단체협약서 (1993. 2. 10)
(영화의 최저보수를 정한다.)
(b) 영화저작물의 시판용비디오복제물화에 관한 각서 (1993.12.5)
(영화의 시판용비디오 추가보수요율을 정한다.)
(c) 영화저작물의 업무용비디오복제물화에 관한 각서 (1993. 12. 5)
(영화의 업무용비디오 추가보수율을 정한다.)

IV. 영화의 동일성의 변경
원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을 이와 같이 두 가지 종
류로 나누는 것을 ｢저작권 2원론｣이라고 한다. 제75조 1항에 의하여 영화제작자에 넘어가
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뿐이고, 그 이후에는 영화감독(저작자)은 ｢저작인격권｣을 전유(專有)
한다(한국저작권법 14조 1항).
방송사는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의 사용권을 얻으면 영화의 일부분을 잘라서 방영하거나
(영화의 부분사용) 또는 트리밍을 한다. 이 때 저작권법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1. 영화의 텔레비젼 방송시 동일성 변경에 관한 단체협약의 변천17)(일본의 경우)
가. 1961년 영화제작사인 「신동보(新東宝)｣는 일본에서는 최초로 경영부진을 이유로 영화
를 텔레비전 방송국에 팔았다. 이 때 「신동보(新東宝)」와 영화감독협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각서가 교환되었다.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원형대로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재편집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협회에 연락을 하고, 감독협회의 방침에 따른다. 여기에서 “사전”
이란 감독협회가 당해 감독에 연락을 하고 실제로 편집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나. 그후 1964년에

영화감독협회와 ‘영연’사이에 다음 각서가 교환되었다.

「텔레비전 배급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해 감독에 연락하고, 단축․재편집을 희망하는 경우에
16) 협약집 22쪽
17) (사) 일본저작권정보센터, Copyright, No. 425(1996.8) 53쪽이하

는 당해 감독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 일본에서는 1970년 신 저작권법이 제정된 후 1975. 12. 27 부의 각서에서도 위와 같
은 취지의 각서는 승계되었다.
「갑(映連각사)은 당해 작품을 방송하는데 있어서 그 취지를 을(감독협회) 조합원에 연락하
고, 단축․트리밍․재편집 등의 변경(變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을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한
다.」
라고 하여 트리밍이 ‘영화의 변경’중의 하나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라. 영화를 비디오로 만드는데 관해서는 1984. 3. 1 자 ｢극장용 영화의 사판용 비디오 복제
물에 관한 각서｣에 의하여 갑은 비디오로 만들 때 당해 을 조합원에 일정 양식의 문서로 통
지하고,
「통지에 있어서는 단축, 트리밍, 재편집 등 변경이 필요한지 유무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작업은 당해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각서｣는
총 7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각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트리밍에 관한 일본의 판례(1995. 東京지방재판소 판결 平成7년 와5194 사건, 판례시보
1543. 161; 1998. 7. 13 東京고재 판결, 平成7년 네3529 사건; 1999. 3. 9 最高裁 판
결 - 3심 모두 원고 패소)
원고(黑木 淸)는 피고(伊丹프로덕션)와 ‘스위트 홈’(Sweet Home)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각본을 썼으므로 각본보수로 200만 엔, 또한 감독보수로 300
만 엔, 비디오에 관한 보수로서 200만 엔을 받았으나, 피고가 영화를 만든 후 얻은 이익의
‘추가보수’를 원고가 받지 못한 점과 비디오 제작 시 트리밍을 한 것(동일성유지권 침해)을
이유로 감독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추가보수 불지급에 대해서는 채무불
리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2) 비디오를 만들 때 트리밍을 한 데 대해서는 비디오 판매
금지 및 피고의 모든 2차사용행위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 글에서는 2) 트리밍에 관해서만
서술한다.
즉, 피고는 공동의 피고 도호(東宝)에 이 영화를 영화의 비디오로 만들어 파는 것을 허락
하였다. 피고(伊丹)는 트리밍(이 영화의 오리지날 화면은 비스타사이즈라고 하는 형태이었는
데 이 화면의 양단을 잘라서 텔레비전화면 크기로 변경하는 것)을 하였다. 트리밍
(Trimming)이라 하는 것은 영화를 비디오로 만들 때 또는 영화를 TV 화면에 나오도록 비
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의 화면의 양단을 잘라서 TV화면에 맞도록 변경(變更)하는 것
을 말한다.18)
원고는 영화감독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에 기하여 영화의 이용행위의 금지청구를 하
였다. 지방법원판결에서는 피고는 총지휘자로서 원고의 양해를 얻었음을 인정하고 트리밍은
일본 저작권법 제 20조 2항 4호(한국 저작권법 13조 2항 3호)에 규정된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개변」에 해당된다고 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체결당시 영련(映連)에 가입
하지 않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계약체결당시 감독협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련과
18) 극장용 영화에는 없었던 영상을 비디오판용으로 합쳐서 다른 컷을 만들어낸 변경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감독협회간의 각서의 구속력은 원고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 판결에 있어서 일반론으로서
(가) 「영화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감독」으로서 작품의 평가를 받는 것은 감독이고,
감독의 양해를 받지 않고 행하는 변경행위는 감독의 저작자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나) 또한 「텔레비전상품광고의 삽입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저작자인 감독의 양해를 얻지
않고 한 삽입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삽입의 횟수･시간･삽입장소 등의 내용
에 따라 당해 극장영화가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 태양
여하에 따라 저작권법 20조 1항(한국저작권법 13조 1항)이 규정하는 「의사에 반하는 변경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영화의 부분사용
어떤 영화감독이 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어떤 영화가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을 때 또는
방송순서를 작성할 때 방송사 또는 방송순서제작사에서는 흔히 영화장면의 일부분을 잘라서
방영한다. 일본에서는 TV방송사가 영화의 부분사용하는 경우가 연간 3천번이나 된다고 한
다.
영화를 만들 때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와 체결하는 ‘감독계약’인 「작품감독계약서」(표준
계약서) 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화감독은 그 영화저작물을 제작사가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중,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매체를 사용하여 복제하고 또한 그 복제물을 판매하고, 배급하고, 상영하고 방송하는 외에
현재 알려지고 있는 또한 장내 개발되는 종류의 수단방법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을 양해한
다」
이것은 일본 저작권법 29조 1항(한국 저작권법 74조에 해당)이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가
제작된 후에는 영화제작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영화제
작자에 귀속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한국 저작권법 14조 1항 - 일본 저작권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2원론에
입각하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석) 영화감독이 갖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
성유지권」이 있다. 그러므로 영화감독은 이 「동일성유지권」에 입각하여 방송사에 대하여
감독이 만든 영화를 트리밍하거나 부분사용을 하였을 때 영화감독은 방송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며 변경행위에 대하여 허락하고 또는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것이
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영화의 부분사용에 관해서는 일본영화감
독협회와 방송시간의 합의가 있었다. 영화의 부분사용의 경우에 1회당 15000엔(한화 15만
원)을 받고 이것을 10년마다 갱신하여 오늘날이 이르고 있다.
현재는 일본영화감독협회와 방송사간(NHK를 포함)에 「영화의 부분사용에 관한 확인사
항」(8개 항목)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방송사가 영화의 부분사용을 할 때에
는 감독본인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사용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감독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독협회와 협의를 한다(Ⅰ, 1). 감독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협회사무국에 Fax.로 연락한다. 협회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1개 60초당 24,000엔(한화 24만원) 협회사무국을 통해서 감독본인에게 지급한다(Ⅰ, 2). 방
송의 경우에 영화에 감독의 이름을 표시한다.

V. 결 논
이상 일본에서 영화의 2차사용의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보수의 여러 경우를 서술하였다.
1. 우리저작권법 제74조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일본저작권법 제29조는 우리저작권번 제74조와는 달리 ‘당
연귀속으로 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71년 이후 8개의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여 영화의 2
차사용의 경우에 추가보수를 영화감독이 받고 있다.
일본저작권법 제29조에 있어서는 “저각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의 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떼에는 당해 영화제작사에 귀속한다”고 하여 ‘당연귀속’
으로 규정하여 우리저작권법 제74조 이항처럼 ‘특약이 없는 때에는’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
러므로 일본저작권법에서 영화감독이 받는 ‘추가보수’의 근거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일
본에서는 ‘추가보수’의 성질을 영화감독계약 시 지급되는 저작물사용료의 일부도 설명되고
있다. 또는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가 요청하는 동의 조건으로 추가보수를 받는다고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저작권법 제74조와 제75조는 영상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간의 ‘특약’
을 체결할 수 있음을 영문으로 인장하고 있으므로 영화의 2차사용의 경우에 특약에 의하여
추가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는 영화감독보다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영화감독 개인이 영화제
작사와 2차사용료지급의 특약을 설정하기 어렵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화감독협회
와 영화제작사협회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의 2차사용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영화제
작가협회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단체협약이 수년전 체결여 2차사용료를 4%로 합의하
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원작자(原作者)의 권리를 신탁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영화감독협회･한
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3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roquqf적으로 영화제작가협회 또는 영화의
부분사용에 관해서는 방송국과 협의하여 영화의 2차사용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영화감독협회는 ‘영연’과의 단체협약서 또는 표준계예약서에서 예외없6이 고수하
고 이쓴ㄴ 것은 영화감ㄴ독의 ‘동일성유지권’이다(상술 V. 1). 이것은 후에열거하는 ‘영연‘과
일본영화감독협회간의 단체협약서 8개중 5개 (1, 3, 4, 5, 8)의 협약서에 규정되고 있다.
영화의 제목을 바꾸는 것, 영화를 단축, 절제(切除), Trimming, 재편집 또는 붑ㄴ사용 등
이 영화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영화감독에 반듯이 사
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다만 그영화를 선전할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사전동의를 고수하는 이유는 영화
의 어디를 절제(切除)하고, 어는 때 광고를 넣는가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고, 동일성유지권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I.

‘영연’과

일본영화감독협회간의 단체협약서 (1971 - 2001)

1. ‘합의서’(1971.12.27). 극영화의 최저보수 및 2차사용의 추가보수료를 정함.
2. ‘텔레비영화에 관한 각서’ (1992. 12. 15.) 텔레비영화의 최저보수를 정함.
3. ‘텔리비방송(배급)에 관한 각서’ (1) (2) (1975. 12. 27.)(2000. 1. 26.)
극장용 영화의 지상파 방송의 추가보수료를 정함.
4. ‘극장용영화의 통신위성방송공급에 관한 각서’ (1994.5.1)
극장용영화의 CS방송 추가보수료를 정함.
5. ‘극장용영화의 시판용비디오복제물에 관한 각서’(1)(2)(1984.3.1)(2003.3.31)
극장용영화의 시판용비디오의 추가보수율을 정함.
6. ‘극장용영화의 업무용비디오복제물에 관한 각서’ (1984. 8. 1.)
극장용영화의 호텔 ․ 항공기 등에서 상영하는 업무용비디오의 추가보수율을 정함.
7. ‘텔리비용영화의 비디오복제물에 관한 각서’ (1989. 1. 18.)
텔레비영화의 비디오추가보수율을 극장용영화의 시판용, 업무용과 동등한 것으로
정함.
8. ‘극장용영화의 CATV공급에 관한 각서’ (1990. 9. 1.)
극장용영화의 CATV 추가보수료 및 요율을 정함.

II. 동영(東映)(주)과 영화감독협회 간
‘각서’(2004. 3. 20.)
동영(東映)과 영화감독협회간 인터넷영상배신에 관하여 영화의 2차사용료를 정함.

III. 방송사와 영화감독협회 간
‘영화의 부분사용에 관한 확인사항’
ABSTRACTS

This article describes the secondary use fe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Japan. The secondary use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①
TV broadcasting (these are separated into ground wave broadcasting,
broadcasting by satellite and by communication satellite.), ② making
video films, ③ CATV, and ④ other purposes.
Such secondary use fees of cinematographic works are regulated and
paid

by

eight

collective

Directors Association

agreements

between

Japanese

Movie

and Film-Producing Companies Association

since 1971.
This

article

describes

also

legal

problems

on

partial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by broadcasters. When the films were made
by movie directors, the copyrights of directors shall belong to the
mak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Art. 29 japanese Copyright Act).
However, the directors still have the moral rights, especially right of
preserving

the

integrity.

Therefore

broadcaster

have

to

obtain

consent of directors in occasion of using parts of films. When
broadcaster want to use the parts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director can receive the fee which derive from partial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