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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Safe Harbor Protection)’ 유지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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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면책조항 대리인 등록 절차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대리인 등록을 한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새로운 대리인 등록 시스템에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 유지를 위한 조건을 갖추려면, 

저작권청의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DMCA하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지를 받기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DMCA 면책조항으로 알려진 512조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그들의 

웹사이트, 앱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전송, 캐시, 저장, 인용 또는 연결로 

인해 저작권 침해 기반이 되는 주장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합니다. 

 
 

https://www.sheppardmullin.com/banderson
https://www.sheppardmullin.com/rhudson
https://www.venturelawblog.com/intellectual-property/deadline-dmca-safe-harbor/#more-1707
https://www.sheppardmullin.com/banderson
http://www.sheppardmullin.com/rhudson


 

대리인 등록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DMCA websit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예전의 서면 양식을 통해 DMCA 대리인 등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새로운 사항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DMCA 규정에 따르면, DMCA 대리인 등록은 더 이상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매 3년마다 대리인 등록을 새로이 갱신해야만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다음과 같은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예전의 서면 양식을 통해 DMCA 대리인 등록을 
했을 경우; 

2.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약관에 DMCA take-down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또는 

3. 사용자가 텍스트,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을 게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게 
허락한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귀하의 온라인 
서비스가 저장, 전송, 캐시, 인용 또는 연결하는 경우.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웹 사이트, 앱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DMCA 하에서 귀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며 DMCA 
면책조항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https://dmca.copyright.gov/osp/login.html


 

서비스 약관 변경이 필요합니까?  

 

특히 지난 2-3년 내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