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 쟁점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갑"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을(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프로그램 저작권자 결정 – 계약의 

소급적 해소 및 원상회복인 해제와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의 구별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는, 발주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에서 계약서 제 21 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는 내용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서 제 20 조에서 산출물의 지재권은 발주사에 속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쟁점  

 

가. 저작권법 규정 

제 2 조 (정의) 제 31 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 9 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판례 검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 다 60590 판결: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취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 다 69725 판결: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 카합 2387 결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 9 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 + 계약해제 시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