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한 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2015년 12월경 검찰에서 대학전공서적에 허위의 저자명의를 기재하는 등 소위 ‘표지갈

이’ 행위를 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

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6월 저작권법위반 등 대부분 유죄를 인

정한 1심 판결, 2016. 9.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위 사건 판

결을 소개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해 대학교수를 저

작권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항소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

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학교수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소위 표지갈이 출판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6031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

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

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실제로는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기재된 서적의 공표에 따른 저

작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여기에 피고인들과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

고 위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

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

고인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

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