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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역
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석은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의 조사·분
석 과정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석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기
존 컴퓨터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용되며, 대학생·대
학원생들의 학습욕구나 호기심의 충족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비디오 게
임의 작동원리를 밝혀내고자 목적코드(object code) 프로그램을 분석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
다 다양한 이유와 환경에서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상의 자료, 논문 자료, 도서 등을 통해 다양
한 정보와 다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용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리버
스 엔지니어링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
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
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사례1)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프로그램의 리버
스 엔지니어링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이 아니라서 판결문에도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
만 이 사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완전한 분석
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논의는 법학자들의 논의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서는 누구도 실제로 소송으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2)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법
적인 문제와 그 허용 근거에 대해 종종 논의하는 수준이다. 다만, 200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워킹그룹 3)에 참여하고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개발자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1)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께서 참여한 사건에서의 경험을 언급하였다.
2) 다만, 프리서버(free server), 스트리밍 소프트웨어(streaming software) 등에 관한 논의에서 간접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가능성과 법
적인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다.
3) 손승우 외,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법적 · 기술적 재해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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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유연한 시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와 필요성, 법적인 문제점,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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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의 근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방향 등에 대해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및 의의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본 논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매뉴얼의 분석과 메모리 덤프(memory dump)를 포함하
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을 통하여 목적코드 프로그램을 조사 및 분석하
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와 원리를 포함한 정보를 추출하고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행
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저작권법상의 블랙박스 분석 및 프
로그램코드역분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원시코드(source code)의 분석에 관하여 논할 때에는
원시코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기술한다.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결과물을 역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리버
스 엔지니어링은 하드웨어에 국한되지는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현존하는 시스템, 그것
의 구성요소 및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 및 도구들을 이용한 분석 과정을 말
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현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를 발견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내지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정이다.5) 즉, 컴퓨터프로그램
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원
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설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공학(forward engineering)에 상대되는 개념 6)이기도 하다.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국내외에서 특정 제품의 작동 방법을 알기 위해 해당 제품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7) 회사는 경쟁 상품의 디자인과 제작을 위한 원리, 즉 “영
4) Elliot Chikofsky, “Reverse Engineering”, in J. J. Marciniak (ed), Encyclopedia of Software Engineering, Second Edition, Volume 2,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2, p.1214.
5) Ibid.
6) Ira D. Baxter & Michael Mehlich, “Reverse engineering is reverse forward engineering”, Science of Computer Programming, 36, 2000,
pp.131-147.
7) Elliot Chikofsky, op. cit., 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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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필요에서 경쟁 제품을 분해한다. 8) 특히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이러
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아주 일반화된 기술이고, 많은 연구를 통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한편 우리의 관련 산업은 리버스 엔지어링이 없었다면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으로 후발 주자였던 우리 산업체가 선진국의 디자인과 기술
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고, 지금도 여러 이유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행해지
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은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윈도우즈, 리눅
스, OS X 등의 운영체제, 그 중 핵심인 커널(kernel)을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비록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 등 우리 소프트트웨어가 해외로 수출되
지만) 아직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다. 더욱이 미국 저작
권법 규정과 관련 판례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필수적인 것
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래 의미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기술이므로 원시코드 프로그
램과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모두 포함한다. 9) 그렇지만 리버스 엔지니어
링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문제로 부각된 것은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었다.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장단점이 모두 있고 실질적으로 원시코드를 구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10)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술이 공개된 상태이
고 개발자가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분석을 하므로 기존의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법적 문
제의 판단이 가능하다. 즉,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 원시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원시코드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및 2차적저작
물작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목적코드 형태로 발행된다.11) 이는 이용자들이 주
로 목적코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원하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내용에는 관심이 없
으며, 개발자들이 그들 제품의 원시코드 및 다른 자가 읽을 수 있는 문서들을 영업비밀로 유
8) Roger S. Pressman, Software engineering : a practitioner's approach, 7th Edition,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10, p.770.
9) 김기태 · 김제민 · 유원희, “이진코드의 정적 제어 흐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5, 71면.
10) 김기태 · 김제민 · 유원희, 앞의 논문, 71면.
11) Pamela Samuelson & Suzanne Scotchmer, “The Law and Economics of Reverse Engineering”, 111 Yale L. J. 1575, 1608-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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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2)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13) 그리고 주문형 컴퓨터프로그램도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을 보
유하면서 목적코드만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제공되더라도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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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거나 제공된 원시코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더욱이 웜이나 바이러스 코드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원시코드가 없다.14) 따라서 개발자가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에는 필
연적으로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현행 저작권법은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
어링을 전제하고 이에 관한 입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
의를 이에 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
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가 있다.

3.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개념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을 위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제101조의2)로 정의되어 있다.
1950년대에는 컴퓨터에 의해 쉽게 이해되는 숫자 언어인 기계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
성하였다.15)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계어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 직접
해독이 가능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연산코드(operation code)와 메모리 주소(memory address)
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표현(binary representation)으로 기술된다.16)
이 경우에 프로그래머는 보통 이진 표현 대신 8진수 표현(octal representation)이나 16진수 표
현(hexadecimal representation)을 사용한다.17)
1950년대 후반에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가 개발되었다.18) 특정 컴퓨터에 대한 어셈
블리어는 그것의 기계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19) 숫자적 표현 대신 기호적 표현을 사용한다
12) 목적코드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다는 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대효과가 있다.: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Finding a Balance: Computer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ical Change, OTA-TCT-52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y 1992, p.7.
13) Pamela Samuelson & Suzanne Scotchmer, op. cit., pp.1608-9.
14) 김기태 · 김제민 · 유원희, 앞의 논문, 71면.
15) Robert L. Glass, “Software”, in McGraw-Hill encyclopedia of science & technology, 10th edtion. Volume 16, McGraw-Hill, 2007, p.604.
16) Robert H. Dunn, “Machine Language”, in J. J. Marciniak (ed), Encyclopedia of Software Engineering, Second Edition, Volume 2,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2, p.747.
17) Ibid., p.747.
18) Robert L. Glass, op. cit., p.604.
19) Karl P. Lacher, “Assembly Language”, in J. J. Marciniak (ed), Encyclopedia of Software Engineering, Second Edition, Volume 2,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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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외에는 기계어와 거의 동일하다. 20) 어셈블리어는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도록 문자 형
태의 니모닉 약어(mnemonic abbreviations)로 기술된다. 21)
이러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기계 중심 언어이며 저급언어(low level language)로 분류된다. 22)
현재 프로그램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 C, C++, JAVA, BASIC, FORTRAN 등의 고
급언어(high level language)로 주로 작성된다. 23) 그러나 컴퓨터는 실제로는 0과 1로 표시된 기
계어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4) 이를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인
터프리터(interpreter)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하거나 컴파일러(compiler)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
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컴파일(compilation)해야 한다.
(2) 원시코드와 목적코드
프로그램 언어 중 인간이 고급언어나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것을 원시코드(source code, 소
스코드)라고 하고, 작성된 파일을 원시코드 파일 또는 원시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한편,
원시코드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제시한 것을 프로그램 리스트(program
list)라고 하기도 한다. 25)
그리고 컴파일러(compiler) 26)는 원시코드 파일을 입력받아 기계어로 작성된 파일을 생성하
여 저장하는데, 이것에 의해 원시코드 프로그램을 저급언어, 즉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로 작
성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compil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셈블리어 파일
을 기계어 파일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어셈블러(assembler)라고 한다.
또한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되는 기계어 명령문을 목적코드(object code)라고 하고 27), 목적코
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목적 파일(object ﬁle)이라고 하며, 목적코드 파일 또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목적코드는 컴퓨터에 의해서만 읽기 가능한 일련의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이진코드(binary code)라고 한다. 28) 또한, 실행파일은 파일들이 합쳐져
20) Robert L. Glass, op. cit., p.604; 조충호 · 황의석, 「인텔 프로세서를 위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생능출판사, 2004, 102면; 정상민 · 남성일 ·
김태훈, 「Application Hacking」, 북앤라이프, 2009.6, 146면.
21) Karl P. Lacher, op. cit., p.62.
22) Ibid.
23) Robert L. Glass, op. cit., pp.604-5.
24) 조충호 · 황의석, 앞의 책, 20면.
25)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 2005.4. 일러두기;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컴퓨터 · 인터넷 · IT 용어 대사전」, 일진사, 2005.6, 1355면.
26) 원시코드 파일을 특정 컴퓨터가 읽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계어로 작성된 파일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
고 하는데, 컴파일러 프로그램은 각 기계에 고유한 것
27) Aitken · Jones, 박춘 편역, 「초보자를 위한 C : 21일 완성」, 인포북, 2002.7, 34면; 정재은, 「Programming in C」, 사이텍미디어, 2006.7, 14면.
28)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600 fn.2 (9th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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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적코드 형태로 제작되므로 일종의 목적코드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29)
이에 대해, 마이크로코드(microcode)로 작성된 마이크로프로그램 내지 펌웨어 30)(ﬁrmware)

Legislation

도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기계어와는 다르지만 원시코드와 목적코드로 크게
나누면 목적코드에 포함될 수 있다. 31)
(3) 화이트박스 분석과 그레이박스 분석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테스트(test)는 오류를 발견하는 과정이나 기술로 32),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한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법들
이 사용되는데, 이때는 분석(analysis)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기법들을 크게 화이트
박스 분석(whitebox analysis)과 블랙박스 분석(blackbox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고,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그레이박스 분석(graybox analysis) 33)이라고 한다.
화이트박스 분석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활용하여 상세한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internal structures) 및 작동(working)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다. 34)
따라서 개발자나 사용자가 원시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35) 이에 대해 프로
그램코드역분석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사원시코드를 분석하므로 일종의 화이트박스 분
석이라고 하기도 한다. 36)
그리고 그레이박스 분석의 예로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프
로그램의 일부에 대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37), 디버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
램을 실행시키면서 특정 입력값을 넣은 결과에 대해 프로그램의 작동의 실패나 잘못된 실행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8)
29) 목적코드 파일들이 링크 작업에 의해 합쳐진 결과 파일은 윈도우즈의 경우에 .exe 확장자 등이 붙게 되는데, 이를 실행 파일이라고 한다
(Aitken · Jones, 박춘 편역, 앞의 책, 35면; 정재은, 앞의 책, 15면).
30) 펌웨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의 ROM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중앙처리장치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명령이
여러 단계의 마이크로 연산(micro operation)을 통하여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각 명령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연산이 하드웨어로 구성되었
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프로그래밍 기법이 발전되었고,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한다.: 조충호 · 황의석, 앞의 책, 19면.
31) Pamela Samuelson, “CONTU Revisited: The Case against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in Machine-Readable Form”, Duke
Law Journal, Vol. 1984, No. 4 (Sep., 1984), pp.676-7; 박덕영, "미국-호주 FTA 체결이후 호주의 저작권분야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국제거
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7, 173면;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Ⅰ, New York, NY:
M. Bender, 2007, §2.04[C], p.2-52.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3정판)」, 세창출판사, 2012.3, 423면.
32) 최은만, 「소프트웨어 공학(5차 개정판)」, 정익사, 2011.1, 443면; 한혁수,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개(개정증보판)」, 홍릉과학출판사, 2008.6, 260면.
33) Greg Hoglund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소프트웨어 보안: 코드 깨부수기(Exploiting software: How to break code)」, 정보문
화사, 2004, 107면.
34) Greg Hoglund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앞의 책, 106면.
35) 원시코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Roger S. Pressman, op. cit., pp.772-6.” 참고.
36) Greg Hoglun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앞의 책, 106면.
37) 김수용 · 손기욱, “ActiveX Control 취약점 검사 및 검증 기법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05.12, 6면.
38) Greg Hoglund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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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버깅
디버깅(debugging)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고 고치는 작업을 말한다. 39) 이러한 작업
에는 디버거(debugger)가 사용된다. 디버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컴퓨
터프로그램의 총칭으로서 40), 개발과정부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software life cycle)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41) 디버거는 대개 프로
그램 개발 시에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므로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디
버깅 작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유·무료의 디버거들이 있다. 42) 이에 대해
디버그(debug)라는 용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오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43)
그리고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서도 디버거를 사용하는데, 디버거에는 프로그램을 라인
단위로 실행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44) 디스어셈블러를 내장하고 있는 것들도 있
다. 디스어셈블러를 내장한 디버거는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검사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45)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는 디버거를 사용하여 리버스 엔지
니어링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프로그램의 오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및 특정 기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원시코드가 디버깅 정보와 함께 컴파일 된 경우에, 리버스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에
디버거를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의 실행코드 정보를 알 수 있고, C, JAVA 등의 고급 언어로의
디컴파일 과정없이도 디스어셈블리한 정보를 통해 로컬 변수를 수정하거나 프로그램의 실행
을 추적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46) 예를 들어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 기능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디버깅 정보를 포함시킨 채로 JAVA의 목
적코드를 생성한다. 47) 따라서 많은 상용 프로그램에 디버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48)
(5) 클린룸 방식
클린룸 방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39)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412면.
40)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412면.
41) 정상민 · 남성일 · 김태훈, 앞의 책, 106면.
42) 정상민 · 남성일 · 김태훈, 앞의 책, 106면.
43)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412면.
44) Eldad Eilam, Reversing: Secrets of Reverse Engineering, Wiley Publishing, Inc, 2005, p.15; Greg Hoglund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앞의 책, 104면.
45) Eldad Eilam, op. cit., p.16.
46) Art Taylor·Brian Buege·Randy Layman 저, 최인섭 편역, 「J2EE & Java 개발자를 위한 해킹과 보안」, 사이버출판사, 2003, 217면.
47) Art Taylor·Brian Buege·Randy Layman 저, 최인섭 편역, 앞의 책, 217면.
48) Art Taylor·Brian Buege·Randy Layman 저, 최인섭 편역, 앞의 책, 217면.

2014. 4 |

75

법
제
논
단

팀과 이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을 나누는 것에 의해, 개발자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서 차단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49)

Legislation

일단 원시코드에 접근했던 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같은 아이디어,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방식은 표현이 유
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막고, 침해 소송에서도 기존 프로그램의 표현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항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방식도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팀이 분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은 개발
팀이 최종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 50)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에 따른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리버스 엔지니어가 목적코드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매뉴얼의 분석,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등이 있다. 51) 이를 반영한 전체 분석 과정은 ①
매뉴얼에 대한 연구, ②프로그램의 시험작동(test-run), ③다른 프로그램과의 접속시험
(connectivity test), ④명령문의 라인별 실행추적(line trace), ⑤메모리 덤프(memory dump), ⑥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등의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52) 물론,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이들을 일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 53)(이하 “Sony v.
Connectix”라 한다) 사건에서 제시한 분석 기술은 ㉠프로그램 매뉴얼 또는 문서의 판독, ㉡
컴퓨터상에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관찰,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개개의 컴퓨터 명령들의 정
적인 검사 및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이 실행중일 때 개개의 컴퓨터 명령들의 동적인 검사이
49) Pamela Samuelson et al., “A Manifesto Concerning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4 Colum. L. Rev. 2308, 2317 fn. 24 (1994).
50) Arthur R. 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 Is Anything New Since CONTU?”, 106
Harv. L. Rev. 1977, 1024-6 (1993).
51) Petra Heindl, A Status Report from the Software Decompilation Battle: A Source of Sores for Software Copyright Ow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TLF Working Paper No. 1, 2008, pp.15-20 available at http://www.law.stanford.edu/sites/default/files/
publication/205109/doc/slspublic/heindl_wp1.pdf (last visited Jan 27, 2014).
52) 오기석,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범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40
면; 이원형,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136면; 이호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역분석 규정에 관한 소고: 해석론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제57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7, 18면; 강기봉 · 정봉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
W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제42호, 세창출판사, 2006, 71면; 전성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제한에 관한 소
고 - 역분석을 중심으로 -”,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2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5.12, 211면.
53) 203 F.3d 596 (9th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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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4) 첫 번째는 매뉴얼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블랙박스
분석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의 실행 내용 및 그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 내부 작동을 추론하면
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으로 디버거(debugger)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적코드의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를 포함하는 것으로 네 번째 방법
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분석한다는 것이 세 번째의 정적인 검사 방법과 다르다. 55)
한편, “클린룸(clean room)” 방식의 개발 방식이 있다.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반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일종의 개발 방식으로서, 이 용어 자체
는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결과로서 전달받은 정보
를 이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복제 등이 일어났는지를 논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분석 과정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분석 과정
에서 일시적 및 영구적 복제를 수반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목적코드를 원시코드로 변환하
는 과정은 복제와 함께 변환 행위를 수반하는데, 변환의 법적 성격은 2차적저작물작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저작권의 문
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 블랙박스 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56)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프로그
램의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
할 수 있다. 57) 그리고 메모리 덤프 58)는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메모리
의 내용을 기계어로 된 16진수 형태의 코드 내용으로 출력하여 주는 것이고, 목적코드를 원
54) Ibid., 203 F.3d at 599-601.
55) Andrew Johnson-Laird, “Software Reverse Engineering in the Real World”, 19 U. Dayton L. Rev. 843, 860 (1994).
56) Ashwin van Rooijen, The Software interface and between copyright and competition law : A legal Analysis of interoperability in Computer
Program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p.18.
57) Ibid.
58) 컴퓨터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모리 덤프를 하게 되면 16진수로 된 화면(hexadecimal view)을 모니터 또는 프린트물 등으
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를 헥스 덤프(hex dump)라고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코드는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되어 있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RAM에 이것을 적재해야 하며, 메모리 덤프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기계어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분석 프로그램
을 이용한 메모리 덤프의 출력은 0과 1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읽기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4비트씩 끊어서 하나의 16진수 형태로 나타
난다(김동근, “기계어”, 김동근의 텀즈 [http://terms.co.kr/machinecode.htm(2014.1.27. 접속)]). 이러한 기능을 하는 많은 무료 및 유료 프
로그램들이 있는데, 메모리 덤프 및 관련 기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PEView [http://sourceforge.net/projects/peview/(2014.1.27. 접
속)], beSTORM [http://www.beyondsecurity.com/black-box-testing.html(2014.1.27. 접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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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드로 변환하는 디스어셈블리 또는 디컴파일의 단계는 아니다. 메모리 덤프가 블랙박스
분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목적코드를 원시코드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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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블랙박스 분석의 한 유형으로 구분한다. 59) 이렇
게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직접 다루거나 목적코드를 원시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없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블랙박스 분석이라고 한다. 60)
블랙박스 분석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특정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
는 방법 61), 디버거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료의 흐름을 관찰하는 방법, 모니터를 통
해 16진수 형태로 목적코드를 보면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62). 예를 들어 Compaq은 블랙박스 분석으로 IBM의 BIOS 칩을 분석했고, Samba 팀도 마
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 프로토콜(protocol)과의 상호운용성 정보를 얻기 위한 리버스 엔
지니어링 방법으로 블랙박스 분석을 이용했다. 63) Samba 팀의 Andrew Tridgell은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링에서 고전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복제
품(clone)”을 만들 목적으로 현존하는 제품의 실행 코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디스어셈블러,
디버거 및 다른 목적코드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런 오래된 기술들이 많은 단체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 기술들은 Samba 프로젝트에서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
고 하여 64), 마이크로소프트의 CIFS/SMB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Samba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행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65)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만으로도 그것의 기능 정보를 상당부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 원리 및 상호운용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6) 그렇지만 블랙박스 분석으로 프
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특히 개발자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인터페이스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67) 목적코드를 16진수 형
59) Pamela Samuelson, “Reverse-Engineering Someone Else’s Software: Is It Legal?”, IEEE Software, January 1990.: Pamela Samuelson은 리
버스 엔지니어링을 블랙박스 분석, 메모리 덤프 및 디스어셈블 · 디컴파일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중 블랙박스 분석은 합법적인 것
으로 전제하고 메모리 덤프 및 디스어셈블 · 디컴파일에 관하여 논하였다.
60) Greg Hoglund · Gary McGraw 저, 류정욱 · 한정애 역, 앞의 책, 106-107면; 최은만, 앞의 책, 449면.
61) 예를 들어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시험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원 외 3인, “소프트웨어
상호운영성 시험 체계와 방법론”,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1권 제4호, 정보과학회, 2004.4’ 참조.
62)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European Copyright Law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158.
63) Ashwin van Rooijen, op. cit., p.19.
64) Samba 프로젝트[http://www.samba.org/samba/docs/myths_about_samba.html(2014.1.27. 접속)].
65) Samba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은 “Andrew Tridgell, “How Samba was written”, 2003,8 available at http://www.samba.org/ftp/tridge/misc/
french_cafe.txt (last visited Jan 27, 2014)” 참조.
66) Celine M. Guillou, “The Reverse Engineering of Computer Softwar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Approach”, 22 Colum.VLA J.L. & Arts 533, 535-6 (1998).
67) Ashwin van Rooijen, op. 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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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더라도 숙련된 개발자에게도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68) 결국, 블랙
박스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을 디스어셈블 및 디컴
파일할 수밖에 없다. 69)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
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분석만 실시하는 경우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
다. 70) 예를 들어 미국 Sony v. Connectix 71) 사건에서는 디스어셈블리 외에도 블랙박스 분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일유형으로 기술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중간복제(intermediate copying)
에 대해 공정이용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문헌은 이를 광의의 리버
스 엔지니어링 등으로 기술하면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과 구분하고 있다. 72)
따라서 블랙박스 분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 중에서 ②프로그램의 시험작동, ③다른
프로그램과의 접속시험, ④명령문의 라인별 실행추적, ⑤메모리 덤프까지를 말한다. 이것까
지의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석을 완료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디스어셈블리 또는 디
컴파일 과정에서 참고 되기도 한다. 73)
그런데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
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를 규정
하여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이 블랙박스 분석 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자유이용을 허락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3.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
디스어셈블리(disassembly) 74)와 디컴파일(decompilation)은 기계어의 목적코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 C 언어 등의 원시코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목적코드를
68) 이러한 헥스 덤프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석 방법은 ‘안기찬, “Reversing Undocumented File Formats: Using a Hex Editor and your
Brain”, 제3회 CodeEngn Reverse Engineering 세미나, CodeEngn, 2009.7.4, 5-18면’ [http://codeengn.com/ (2014.1.27. 접속)] 참조.
69)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op. cit., p.172.
70)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Directive 91/250/E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10 April 2000, COM(2000) 199 final, p.6 [hereinafter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Directive(2000)];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EU 소프트웨어지침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2007년 여름호(제47호), 세창출판사, 2007.6, 91면; 안효질,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축조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150-151면.
71) 203 F.3d 596 (9th Cir. 2000).
72) 안효질, 앞의 논문, 91면.
73) Ashwin van Rooijen, op. cit., p.19; 안기찬, 앞의 자료, 5-18면 참조.
74) 디어셈블리(deassembly)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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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디스어셈블러(disassembler)이고, 고급언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디컴파일러(decompiler) 75)이다.

Legislation

리버스 엔지니어는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미미하여 의미 있
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을 수반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밖에 없다.76) 이렇게 목적코드를 변환하여 어셈블리어나 고급언어로 된 문서를 보면, 프
로그램에 구현된 구조, 원리, 기술, 방법, 기능, 알고리즘, 노하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77) 예를
들어 특정 ActiveX Control이 초기화 메소드(method)를 호출한 후에만 다른 메소드, 프로퍼티
(property), 이벤트(event)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면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을 수행하지 않고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78)
그런데 리버스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디버거, 디컴파일러, 디스어셈블러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을 한다. 그리고 직접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
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한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을 통해 얻은 의사원시코
드(cousin source code)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렇게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결과 얻은 정보의 분석을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 외에도
프로그램에 관한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79) 특히 블랙박스 분석만으로
는 얻기 어려운 상호운용성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80)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의 결
과로 생성된 파일에는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한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관련 프로
그램을 사용하면 이것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이 비교적 용이
하다. 더욱이 디컴파일 결과로 생성된 파일은 C 언어 등의 고급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리버
스 엔지니어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기 더욱 용이해 진다.
그렇지만 이 파일은 해설(comments) 및 인터페이스(interfaces)와 변수(variables)의 원래 명
칭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이런 점에서 개발자가 이것
을 보고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81)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분석에 비하면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서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이 많이 이용된다. 82)
75) 디컴파일러는 프로그램 내에 디스어셈블러와 좁은 의미의 디컴파일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디컴파일 과정에서 디스어셈블러 프로그램
에 의해 목적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변환한 후에 변환된 어셈블리어 문서를 다시 고급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Eldad Eilam, op. cit., p.15.
76) 김수용 · 손기욱, 앞의 논문, 7면.
77) 이강석, “제2장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법적 · 기술적 재해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 10면.
78) 김수용 · 손기욱, 앞의 논문, 7면.
79) Ashwin van Rooijen, op. cit., p.19.
80)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op. cit., p.172.
81) Ashwin van Rooijen, op. cit., pp.19-20.
82) Ibid.,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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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버깅 및 디스어셈블리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올리디버거(Ollydbg)와
IDA가 있다. 먼저, 올리디버거(Ollydbg) 83)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적으로 실행하면서 목적코
드의 16진수 형태의 헥스 코드(hex code)를 보여주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디스어셈블리하여
어셈블리어 형태로 정보를 보여준다. 84) 비록 이 정보가 완전한 원시코드 문서로 추출된 것은
아니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는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IDA 85)
는 프로그램을 디스어셈블리하여 그 결과를 문서 형태로 보여주고 이를 구조화하여 일목요
연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알 수 있다. 86)
이런 프로그램들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디버거와
목적코드의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의 관계를 표현하는 디스어셈블러로 구분되기도 한다.

87)

그

러나 디버거에는 디스어셈블러를 내장한 것도 있고, 디버거와 디스어셈블러는 서로 중복되
는 기능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어떤 기능에 더 특화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88) 예를 들어
IDA는 디버깅 기능이 있지만 디스어셈블러로 분류되고, OllyDebugger는 디스어셈블리 기능
이 있지만 디버깅에 특화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디버거로 분류된다. 89) 따라서 법적 판단은
디스어셈블러와 디버거의 구분에 따르기 보다는 실제로 사용되는 기능에 따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디컴파일러로 Hex-Rays decompiler, Reflector, JAD 등이 있다. Hex-Rays
decompiler 90)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파일을 C 언어로 된 의사코드(pseudocode)로 변환해 준
다. 91) 그리고 Reﬂector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ET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복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JAD는 JAVA 애플리케이션을 디컴파일하는 프로그램이다. 92)
여기서 설명한 것은 앞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단계에서 ⑥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과정
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
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
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에 해당하는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은 제101조의4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
83) Ollydbg 홈페이지 [http://www.ollydbg.de/(2014.1.27. 접속)]
84) 박병익 · 이강석,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구조와 원리」, 지앤선, 2008.9, 20-35면; 이진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이해”, 한국저작권위원회,
SW IPReport 제15호, 2007.7.23., 3-5면.
85) IDA 홈페이지 [http://www.hex-rays.com/products/ida/(2014.1.27. 접속)]
86) “박병익 · 이강석, 앞의 책, 154-190면”에 IDA에 관한 상세한 사용법이 소개되어 있다.
87) 정상민 · 남성일 · 김태훈, 앞의 책, 106면.
88) 이강석, 앞의 보고서, 17면
89) 이강석, 앞의 보고서, 17면
90) Hex-Rays decompiler [http://www.hex-rays.com/products/decompiler/(2014.1.27. 접속)].
91) 이강석, 앞의 보고서, 17-18면.
92) 박병익 · 이강석, 앞의 책, 206-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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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허용된다. 93)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시적·영구적 복제 또
는 변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Legislation

그렇지만 정의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한정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
의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디스어
셈블리 및 디컴파일은 제101조의4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 다
른 법률 규정에 의해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호환(interoperability, 우리 저작권법상
호환은 interoperability와 대응하는 것으로 번역 및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
서는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며 상호운용성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 94)이다)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 외에, 교육, 연구, 재판 등을 위한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은 정의 규정에 포함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목적은 제101조의4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01조
의3 제1항 제6호는 블랙박스 분석에 관한 규정으로 이들에 대한 허용 근거는 되지 않는다. 95)
따라서 호환(내지 상호운용성)의 목적 외의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
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에 상응하
는 규정으로서 미국의 규정과는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이 유사하여 미
국 판례의 판단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교
육, 연구, 재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의4 규정이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 제35조
의3은 사례별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클린룸 방식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내지 목적코드의 복제의 문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별개의 문제
이다. 즉,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당한 근거가 없이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컴퓨터프
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기존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의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
93) 안효질, 앞의 논문, 91면; 안효질, 앞의 보고서, 150-151면.
94) 이에 대해서는 ‘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참조
95) 이에 대해서는 ‘강기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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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방식은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
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특허법과 같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
지 않고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술 내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해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할 때에는 클린룸 방식을 채
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연구소는 원시코드 형태이든 목적코드 형태이든 컴퓨터프로
그램을 역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는 팀과 이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팀을 나눈다. 그리고 분석을 행한 팀은 원시코드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
이디어에 해당하는 기술 내용들을 개발팀에 전달하고 개발팀은 이를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
게 된다. 따라서 개발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서 완전히 차
단된다. 96)
일단 원시코드에 접근했던 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같은 아이디어,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방식은 표현이 유
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막고, 침해 소송에서도 기존 프로그램의 표현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항변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아이디어만을 전달받은 개발팀은 설사 우연히
표현이 같아지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팀이 전달받은 정보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게 된다.
한편, 이 방식도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팀이 분석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은 개발팀
이 최종 제품을 개발 문제와는 별개이다. 97) 이에 따라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리버스 엔
지니어링 과정에서의 복제 및 2차적저작물작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분석팀의 법
적 문제는 앞서 기술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사항들이다.
따라서 분석팀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제101조의4 또는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
라 그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그 결과의 사용범위도 결정된다.

96) Pamela Samuelson et al., op. cit., p.2317 fn. 24.
97) Arthur R. Miller, op. cit., pp.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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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영향과 필요성

Legislation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명과 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논의가 과연 시류에 적합한 이야기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아직까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일반에는 리
버스 엔지니어링 내지는 리버싱이라는 제목의 책자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학 분야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고려한 포워드 엔지니어
링(forward engineering, 순공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바이러스의
분석 98)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안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필요
한 기술이다. 따라서 누구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공유, 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및 연
구,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의 프리서버(free server) 개발 99),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크랙, 보안 취약점 정보의 습득에 의
한 컴퓨터 시스템의 크래킹(cracking)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얼마든
지 찾을 수 있다.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완전한 방지의 어려움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비교적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에 의해 디컴파일에 비교적 취약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Microsoft Visual Basic)”과 “자바 클래스 파일(Java class ﬁles)”
은 디컴파일에 취약하다.100) 둘째,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그 작성을 위해 사용된
코드의 양이 적고 기능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디컴파일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
서 배포하는 APK 파일은 DEX와 Manifest 파일, 다수의 리소스 파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러한 파일들을 원본 소스와 근접할 정도로 복구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리패
키징 방법을 통해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배포되기도 한다.101) 셋째,
98) 정진근,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계간 저작권 제88호(2009년 겨울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 51-53면;
김기태 · 김제민 · 유원희, 앞의 논문, 71-72면.
99) 프리서버는 리니지, 리니지 2, 블라자드 베틀넷 등의 온라인 게임 서버를 해킹을 통해 개발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리서
버의 개발 과정은 원시코드 자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미 개발된
프리서버의 목적코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추가적인 프리서버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100)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op. cit., pp.167-8.
101) ASEC, “모바일 악성코드 동향”, ASEC Report vol.25, 안철수연구소, 20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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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지 조치는 완전하지 않다. 개발자는 프로그램 내부 알고리즘과 중요
데이터들의 분석을 막기 위해 실행파일을 패킹(packing)102)하고, 디버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안티디버깅(anti-debugging)103)을 적용하며, 프로그램에 실행과 상관없는 의미 없는 코드의 무
작위 삽입, 코드의 난독화(obfuscation),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
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104) 그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적 방법은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분석을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보호 시간이 늘어날
뿐이다.105)

3.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업 정책적 필요성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미국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적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법 하에서 리
버스 엔지니어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견해106)가 이미 1987년에 존
재했다. 그리고 1990년을 전후하여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107)의 제정 과정 및 후에 국내외
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2000년 이전 구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108)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는 복제, 번역 또는 개작이 허용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109)
따라서 1995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
102) 실행 이미지 패커(executable packer)는 실행 프로그램을 적절히 압축하거나 암호화(패킹, packing)하는 프로그램이다. 실행 이미지 패
커에 의해서 패킹된 프로그램은 실행되는 순간에 메모리상에 패킹되기 전의 원래 상태로 자동 복원되어 실행된다. 패커 중에는 디버거
나 디스어셈블러가 프로그램을 분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암호화하는 안티리버싱 툴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것도 있고,
단순한 목적코드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압축하는 패커도 있다: 엘다드 에일람 저, 윤근용 역, 「리버싱 : 리버스 엔지
니어링 비밀을 파헤치다」, 에이콘, 2009.5, 340-341면.
103) 안티 디버깅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프로그램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코드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는 분석 방법인 동적 분석을 방해하
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은 디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연산을 수행한다. 즉, 디버거가 존재하는
지 판단해서 존재하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거나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서 디버거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안티 디버깅 기법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많은 기법이 플랫폼과 디버거에 의존적이다.: 엘다드 에일람 저, 윤근용 역, 앞의 책, 384-385면.
104) 이강석, 앞의 보고서, 19면.
105) 이강석, 앞의 보고서, 20면.
106) 송상현,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자와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3,4호, 1987, 139면.
107)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이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이라 한다. 이후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
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에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108) [법률 제6233호, 2000.1.28, 전부개정, 시행 2000.7.29.]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10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8, 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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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입법화하는 데에 실패하였고,110) 2000년 1월에 공포되어
7월에 시행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11) 제12조 제6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규정이

Legislation

처음 도입되었다.112)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산업정책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 있
다. 이 법률의 개정 이유는 “프로그램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인
의 프로그램을 역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검토보고서
113)

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역분석은 프로그램산업의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이를 허용하
는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정 연구분석 등 개발기술 습득이 불가능하여 프로
그램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던 바, 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
로 사료됨”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국내 입법논의는 산업계의 실정을 깊이 있게 논한 글을 찾기 어렵다. 한편, 저작권
법상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14)에 처음
으로 신설된 제12조 제6호 및 제12조의2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115)한 것이었고,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5조 및 제6
조를 반영116)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하여,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미국에서의 판
례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1990년대를 전후한 유럽에서의 산업계
의 찬반론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논의가 과연 산업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
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상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 수립 이후에 다시 검토를 시
110) 김문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정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87-88면.
111) 이 법률(법률 제6233호, 2000.1.28, 전부개정, 시행 2000.7.29)은 김영환, 이해찬, 정동영, 정호선 의원 외 18인이 1999년 12월 4일에 국
회에 제출하여, 2001년 1월 28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112) 이혜광,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프로그램 코드역분석”,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
집)」, 박영사, 2002.1, 948면; 김인호 외 4인,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12, 186면.
11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외 21인 발의) 검토보고서”, 1999.12, 5-6면.
114) 법률 제6357호, 2001.1.16, 일부개정, 시행 2001.7.17.
115) 이원웅 · 손경한, 「미국 SW 등 지재권 보호정책 동향 및 대미통상 대책 연구」, 정보통신부, 2002, 117면.
116) 이대희,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공청회」, 정보통신부 ·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2000.9.29,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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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117) 2009년 1월에 발표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118)에 검토 결과가 기술되었
고,119) 그 이후로 지금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명문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리버스 엔지니
어링의 허용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입법이 되어 있느냐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업계에 법적인 위험이 존재하는지와 이것이 실제적으로 산업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2012년에 EU에서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120) 사건, 2010년에 판시된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
개작 사건121)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
현재 이와 같은 사례의 소송이 없다는 것만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서적에 저작권법상 법률
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관련 규정의 법정책적 검토
1.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
SAS Institute, Inc. v. S & H Computer Systems, Inc.122) 사건은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상관없지만, 최종 저작물뿐만 아니라 원시코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
서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한 것이
저작권의 침해임을 인정하였다.123) 이에 대해 E.F. Johnson Co. v. Uniden Corp.124)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했지만, 리버스
117)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지재제도전문조사회의의 검토경과보고에서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 중의 하
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적법화”를 제시하여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기 시작
했다: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法制問題小委員会,「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問題小委員会 平成２０年度・中間まとめ」, 文
化庁, 2009.10, 1頁.
118)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 文化庁, 2009.1, 6７-７３頁.
119) 寺本振透, 「解說 改正 著作權法」, 弘文堂, 2010.5, 62頁.
120)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 2 May 2012, case C-406/10 [2012].
121) 大阪地判 平成２１年１０月１５日 判示 平成１９年( )第１６７４７号;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２２年４月２７日 判示 平成
２１年（ネ）第１００７０号.

122) 605 F.Supp. 816 (M.D. Tenn. 1985).
123) Ibid., 605 F.Supp. at 828-829.
124) 623 F.Supp. 1485 (D.Min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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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을 산업계의 관행으로 보아 중간복제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125) 그리고 NEC
Corp. v. Intel Corp.126)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클린룸 방식으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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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했고 두 회사 제품의 마이크로코드에 유사성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드웨어의 제
약에서 기인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디스어셈블리 행위에 대한 직
접적인 침해 여부의 판단은 없지만, 디스어셈블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한 컴
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의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127)(이하 “Vault v. Quaid”라 한다) 사건과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128)(이하 “MAI v. Peak”라 한다) 사건은 RAM에의 일시
적 복제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하면서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1)(현행 저작권법 제117조
(a)(1))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Vault v. Quaid129) 사건에서 미국 제5 연방순회법원은 Quaid사가 Vault사의 프로그램을 디컴
파일 및 디스어셈블리하는 과정에서 RAM에 복제한 것을 복제로서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
한 복제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작성”된 것으로 제117조(1)에 해당하며, 이
규정에는 기타 요건으로 “저작권자에 의해 의도된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Quaid사가 프로그램의 소유자로서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제117조(1)에 따라 저작권 침
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디컴파일이나 디스어셈블리를 금지하는 라이선스 규정은 효
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MAI v. Peak130)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법원은 Peak사의 고
객들은 MAI사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유자(owner)가 아니라 라이선시(licensee)이므로 저작권
법 제117조(1)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Peak사가 MAI의 고객에게
라이선스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이것은 MAI의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
어가므로 Peak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은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MAI v. Peak 131) 사건에 기초하면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된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라이선시로서 제117조(1)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32) 그리고 이후 연방 법원은 모두 Vault
125) E.F. Johnson Co. v. Uniden Corp., 623 F.Supp. at 1502.
126) 10 U.S.P.Q.2d 1177, 1989 WL 67434 (N.D.Cal. 1989).
127) 847 F.2d 255 (5th Cir.1988).
128) 991 F.2d 511 (9th Cir. 1993).
129) 847 F.2d 255 (5th Cir.1988).
130) 991 F.2d 511 (9th Cir. 1993).
131) Ibid.
132) Ibid., 991 F.2d at 518-519: 이를 계기로 1998년에 제117조(3) 및 제117조(4)가 신설되어 유지보수를 위해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에 의한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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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Quaid 133) 사건에서의 제117조(1)에 관한 접근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34) 특히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135)(이하 “Sega v. Accolade”라 한다) 사건에서는 MAI v. Peak
사건의 판결을 토대로 제117조(a)(1)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라이선시라는 전제하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117조
대신 공정이용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136)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수반하는 리
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정된 것은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erica, Inc.137)(이하 “Atari v. Nintendo”라 한다) 사건, Sega v. Accolade138) 사건 및 Sony v.
Connectix139) 사건이다. 특히 Sony v. Connectix 사건에서 미국 제9 연방순회법원은 정당한 리버
스 엔지니어링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140), 공정이
용의 원칙에 따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법원의 태도도 이 사건에서 확고해졌다.141)
Atari v. Nintendo142) 사건에서 Atari사는 레이어가 제거된 NES 칩들에서 목적코드의 해독을
시도했다. 그리고 Atari사의 분석가는 수기로 10NES 목적코드를 0과 1의 표현으로 필사(筆
寫)본을 제작했고, Atari사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청에서 얻은 10NES의 원시코드를 이 필사
본에서의 오류들을 교정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Atari사의 개발자는 이 필사본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디스어셈블리하고 이를 분석했다. 10NES 프로그램을 판독한 후에, Atari사는 NES
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Rabbit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Rabbit 프로그램은 10NES와 기
능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신호들을 생성한다. 따라서 Rabbit은 NES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Atari사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의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Atrai사가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143)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에 따라 저작권
133) 847 F.2d 255, 260 (5th Cir.1988).
134) Petra Heindl, op. cit., p.86.
135) 977 F.2d 1510 (9th Cir. 1992).
136) Petra Heindl, op. cit., p.86.
137) Atari v. Nintendo, 975 F.2d 832 (Fed. Cir. 1992).
138) Sega v. Accolade, 977 F.2d 1510 (9th Cir. 1992).
139) Sony v. Connectix, 203 F.3d 596 (9th Cir.2000)
140) 손승우 · 임길환, “소프트웨어 Reverse Engineering의 침해와 공정이용”, 「2003년도 IT 관련 법제조사연구보고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
원회, 2004, 81면.
141) Seungwoo Son, “Equal & fair access to intellectual property: A new competitive paradigm for antitrust, IP and contract laws”, S.J.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2003, p.200.
142) Atari v. Nintendo, 975 F.2d 832 (Fed. Cir. 1992).
143) Ibid., 975 F.2d at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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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형평법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144)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것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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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45)
Sega v. Accolade146) 사건에서 Accolade사는 Genesis 콘솔에 대한 호환성 요구조건을 찾기 위
해 Sega의 게임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했다. 그 과정에서, Accolade사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Sega의 게임 카트리지의 복제물에 포함된 목적코드를 디스어셈블리 또는 디컴파
일 과정을 거쳐서 원시코드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Genesis 호환 게임을 위한 요
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개발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터페이스 요건들의 기능적인 설
명만 포함했을 뿐이고 Sega의 코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Accolade사는 Genesis를 위한 게임을
제작하면서 개발 매뉴얼에 포함된 Genesis의 인터페이스 명세의 정보만 이용했다. 다만, 게임
의 헤더 파일에 TMSS 초기화 코드(TMSS initialization code)를 포함시킨 것이 유일한 Sega의
코드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제9 연방순회법원은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디스어셈블리는 (Genesis
콘솔에 적합한 카트리지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보호받지 않는 부
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Accolade사는 그런 접근에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147) 이 법원은 제107조와 제117조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데, 제117조는 적법한 복제의 좁은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107조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의회가 디스어셈블리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 디스어셈블리가 공정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48)
Sony v. Connectix149) 사건에서 Connectix사는 Virtual Game Station(이하 “VGS”라 한다) 에뮬
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PlayStation 하드웨어와 펌웨어(Sony BIOS)를 모두 에뮬레이트했
다. Connectix사는 PlayStation의 하드웨어를 에뮬레이트하기 위해서, Sony PlayStation 콘솔을
구매하여 콘솔 내의 칩에서 Sony BIOS를 추출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컴퓨터의 RAM에
복제한 후에, Connectix사의 VGS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상에서 디버깅 프로그램

144) Ibid., 975 F.2d at 846.
145) Ibid., 975 F.2d at 842-4.
146) Sega v. Accolade, 977 F.2d 1510 (9th Cir. 1992).
147) Ibid., 977 F.2d 1520.
148) Ibid., 977 F.2d 1521.
149) Sony v. Connectix, 203 F.3d 596 (9th Ci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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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Sony BIOS의 기능을 관찰했다. 일단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에, Connectix사는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디버그하기 위해 다시 Sony BIOS를 사용했는데,
이때 반복적으로 Sony BIOS의 개별 부분들을 복제하고 디스어셈블리했다.
이 사건의 제9 연방순회법원 법원은 Connectix사의 Sony BIOS의 중간복제 및 이용을 Sony
프로그램의 보호받지 않는 요소들에 접근할 목적의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Sega v. Accolade150)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①디스어셈블리가 저작권이 있는 컴퓨
터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와 기능 요소들에 대해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그리
고 ②그런 접근을 해야 할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디스어셈블리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공정이용의 원칙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원저작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을 통해 중간복제하는 것은 간접적 또는 파생적이므로, 즉 변형적이므로 공정이용이라고 하
였다.

2. 유럽에서의 논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5일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초안151)에서 비롯되었다.152) 그러나 이 초안에는 EU 컴퓨터프로그램 지
침의 디컴파일 규정은 없었다.153) 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상호운용성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와 같은 단체의 표준화 노력, X-Open과 같은 산업계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154) 그리고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 규칙 및 원리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
라고 하였다.155) 이런 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의 복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도록 규정하였다.156) 그러나 위원회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포함된 규

150) Sega v. Accolade, 977 F.2d 1510 (9th Cir. 1992).
151)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5 January 1989, COM (1988)
0816 final – SYN 183, OJ C91/4, 12 April 1989, pp.11-12. [hereinafter "Commission proposal for computer programs(1989)"]
152)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op. cit., p.90; Lionel Bently, “Computer Program Directive”, in T.Dreier & P.B.
Hugenholtz (eds),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211.
153) Michel M Walter & Silke Von Lewinski, op. cit., p.90; Lionel Bently, op. cit., p.162; Commission proposal for computer
programs(1989), pp.11-2.
154) Commission proposal for computer programs(1989), p.7.
155) Ibid., p.8.
156) Ibi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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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인터페이스 접근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디컴파일하는 것이 기술
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들며, 비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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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는 계약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
였다.157) 또한, 위원회는, 부분적인 복제도 저작권자의 이익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복제가 규제 가능해야 하고, 규약 및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프로그
램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러한 정보도 계약에 의해 얻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158) 이러한 견해는, 위원회가 1988년 10월의 공청회의 결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접근 규
약(access protocol) 및 인터페이스가 컴퓨터프로그램의 다른 부분과 달리 취급되지 않아야 한
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는 결론159)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 초안160)은 EU 의회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EU에서 전례없는
로비가 일어났고, 컴퓨터 산업계 내의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격렬한 논쟁이 있
었다.161) 이러한 논쟁은 소위 상호운용성을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162)
유럽컴퓨터소비자연맹(CUE, Computer Users of Europe)은 저렴한 가격으로 큰 효율성을 거
둘 수 있도록 여러 공급자들로부터 제공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혼합하여 사용할 자유
를 원한다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로비했다.163) 그리고 유럽을 위한 소프트웨
어 행동 그룹(SAGE, Software Action Group for Europe)164)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금지를 강
력히 지지하면서, 제한없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불법복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컴퓨터프
로그램의 주요 제조자들에 의한 투자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165) 또한, 상호운용 가능
한 시스템을 위한 유럽 위원회(ECIS, European Committee for Interoperable Systems)166)는, 리
버스 엔지니어링의 금지가 회원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에 비해 경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157) Ibid., p.8.
158) Ibid., pp.11-2.
159) Follow-up to the Green Paper-Working Programme of the Commission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COM(90) 584 final,
p.16. [hereinafter “Follow-up to the Green Paper(1981)”]
)
160 Commission proposal for computer programs(1989).
161) Celine M. Guillou, op. cit., pp.4-5.
162) Lionel Bently, op. cit., p.211; Follow-up to the Green Paper(1981), p.17.
163) 이혜광, 앞의 논문, 961면.
164) IBM, Apple, 마이크로소프트, Lotus 등 많은 대규모 컴퓨터프로그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65) Celine M. Guillou, op. cit., pp.4-5; Linda G. Morrison,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Does It Leave Room
for Reverse Engineering Beyond the Need for Interoperability?”, 25 Vand. J. Transnat'l L. 293, 293-9 (1992).
166) Bull사와 Amstrad사를 포함하는 중소형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92 | 법제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것을 우려하면서, 상이한 제조사들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 사이의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67) 그리고 다양한 프로
그램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발자들 사이에 경쟁을 유지시킬 것이므로, 상호운용성
목적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컴퓨터프로그램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68)
위원회는 비판들을 반영하여 1990년에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초안의 수정안169)을 제출
했고, 1990년 12월 13일에 심의회와 위원회 간의 공통의 입장을 채택한 후에 EU 의회로 두
번째 심의를 위해 넘겨졌으며, 이후 1991년 5월 14일에 심의회(council)가 이를 지침으로 채
택했다.170)

3.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 및 변환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
에 근거하고 있는데171),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172) 그리고 저작권
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에 의해 저작자의 창작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저작물이 널리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173),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의해 개
발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기존 기술의 탐구, 공유 및 이용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제의 판단에는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의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은 크게 자유이용,
법정이용, 권리존속기간의 제한 등이 있는데174),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제101조의4 및 제
35조의3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자유이용 규정의 일부를 이룬다.175) 따라서 이들 규정
167) Celine M. Guillou, op. cit., pp.4-5; Linda G. Morrison, op. cit., pp.293-9.
168) Celine M. Guillou, op. cit., pp.4-5; Linda G. Morrison, op. cit., pp.293-9.
169) Commission amended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18 October 1990, COM(1990) 0509
final, OJ C320/22, 20 December 1990, pp.4-5. [hereinafter "Commission amended proposal for computer programs(1990)"]
170) Lionel Bently, op. cit., p.211.
171)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은 1787년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의 “의회는 저작자 및 발명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들의 저
작물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게 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기원으로
한다: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3, 9면 각주 12.
172) 박성호, 앞의 책, 8-9면.
173) 이해완,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2.3, 5면.
174) 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제46호, 세창출판사, 2007.3, 105면.
175) 정진근,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SW 스트리밍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0
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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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저작권법상의 목적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
한편, 호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에 관하여는 제10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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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와 제101조의3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대해서도
그 허용의 의의가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계약과의 관계가 있기
는 하지만)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
리 저작권법 제101조의4 규정의 모델 규정인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6조는 상호운용성
을 목적으로 한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을 허용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오류 수정을 위한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
6호와 제101조의4 규정만을 놓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
위가 좁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이들 규정 외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기초하여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다. 제35조의3은 제1항에 상기 조약들의 3단계 테
스트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기초하
여 규정된 동조 제2항의 네 가지 요건에 따른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미국의 공정이용의 원칙
에 관한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과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규정들을 혼합한 형태로서, 이 규정들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상
기 조약들의 3단계 테스트의 원칙에 입각하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라
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의 촉진을 전제로 적절하게 그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5조의3 규
정만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
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에서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권리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한 포괄적인 고려 요건 하에서 재판소의 판단
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 권리제한 규정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면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이
용행위가 권리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수반하는
복제 등에 관하여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176)에서 권리제
한의 대상으로 하는 방향성이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개별적 권리 제한규정을 창설하는 것에

176)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報告書(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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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기술한 것177)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이
용 규정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법률 환경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범위에 관한 논의는 상호운용성의 확보, 오류의
발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표현의 확인 및 기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의
추출 등에 관한 것178)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 저작권법상 제
101조의4 규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논의를 감안하더라도 제35조
의3 규정에 의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남아 있게 된다.

4.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정 외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계약에 의해
서 금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다. 이에 대해 미국과 달리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와 제101조의4 규정이 강행규정이며,179) 제
101조의4 규정의 행위는 제104조의2 제1항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
외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35조의3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고, 제104조
의2에 의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고시에 의해 새롭게 예외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논의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저작권법은 이용 행위를 저작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의 이용 여부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작재
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른 자유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용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의 침해로 귀결된다.
지금까지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에서의 논란의 상당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법률 규
정이 상호운용성 목적 이외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할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177)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 2011.1, 57頁
178)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揭報告書(2009.1). 71-73頁.
179)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이라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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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운용성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Legislation

다. 특히 오류수정, 바이러스 연구, 보안 문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
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와 제101조의4의 문언해석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오
류수정, 바이러스 연구, 보안 문제 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목적 규정이나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를 넓게 해석하여 상호운
용성 목적 이외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도 이런 문제가 전제가 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문제의 실질적인 소재는 바로 산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
한 필요를 현실의 법률 규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해석들
에 대한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법에 제35조의
3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에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긍정적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시간, 노력 및 비
용을 들여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개발 과정에서 리버
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입
장에 있느냐에 따라 그 주장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
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입법 시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둘
러싼 논란은 EU 의회의 결정을 여러 달 지연시켰다.180) 위원회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1991)의 이행에 관한 2000년 보고서에서181), 위원회는 이 지침 그리고 특히 디컴파일 규정이
모든 이익 단체들의 치열한 논쟁의 결과였고, 그때 성립된 균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이며, 공동체 기구들(Community institutions)은 “이 지침에 관한 논쟁의 수문을 다시 열지
않도록” 권장되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유효한 경고일 것이다. 국내 기
업들은 비교적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게임의 프리서
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민감한 분야도 존재한다.
그리고 2000년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에 대한 미국의 반
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은 해외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함께 국제적
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국내에서의 논의가 과연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180) Follow-up to the Green Paper(1981), p.17.
181)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Directive(200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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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법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수준에
서 산업정책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범위까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상기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오류수정, 바이러스 분석, 보안 문제 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35
조의3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해석론이 제35조의3의 존재의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계약과 기술적 조치와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
렇지만 무엇보다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의 촉진을 전제로 하
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적절하게 그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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