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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번역하고 싶은 책을 발견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떻게 이책의  번역 저작권을 얻

고 출판할 수 있을까? 이 가이드의 목적은 당신이 ECPA의 회원 출판사와 거래를 하게 될 

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정보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미국에 있는 출판사들은 그들의 책을 다른 나라 언어로 출판하고 싶어하는 많은 국제 출판

사로부터 저작권 요청을 받는다.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른 출판사들이 계약이 가

능한 책의 저작권을 얻기 위해 문의하는 것을 돕는 일반적인 과정을 진술할 것이다. 다음 

과정들은 저작권 요청에 관해 의사 소통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최소화 하며, 적절한 반응

을 하도록 할 것이다.  

 

어떻게 판권을 얻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저작권을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은 책

의 본문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호권이다.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유형적인 형태로 

생산이 되면, 그 소유주가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갖게 된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도 분배 될 수 있으며, 몇 명에게 동시에 계약을 줄 수 있다. 

 

작품을 만든 사람인 저자는 보통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그들의 출판사에게 책을 출판

하고 배분할 독점 권리를 준다. 저자가 이 권리를 출판사에게 준 경우, 출판사는 그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리자가 된다. (가끔 저자나 저자의 에이전트가 출판사 대신 저작권

자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보통 저자를 대신해서 번역본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갖거

나, sub-agent를 지정해서 협상하게 할 권리를 갖는다. 요약하면 저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자는 번역본에 대한 판권과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지구촌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내에서 자국어로 출판된 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출판된 책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한 국제적인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자의 작품을 번역하고 출판하기 전에 저작권 허가를 받는 것

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원 출판사의 국제 저작권 부서와 

연락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번역권을 관할 하는지 확인해 주고,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이 저작권을 관리한다면, 당신의 언어로 저작권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려 줄 것이다. 

 

저작권자는  잠재적 계약 상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검토용 도서 한부를 요청할 지라도 



당신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양측의 사업 관계를 발전

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의사소통이 될 때에는 가능한 이 점을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가이드를 통하여 국제 사회의 출판사들이 강한 사업 

관계의 초석을 닦는 도구들을 제공하려고 했다. 

 

중요: 이 가이드는 미국 출판사가 주로 저작권을 관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출판사를 저작

권자(proprietor)로 표시할 것이다. 당신은 저작권을 얻는 출판사(international publisher, 

publisher)로 언급할 것이다.   

 

 

 

 

 

 

 

 

 

 

 

 

 

 

 

 

 

 

 

 

 

 

 

 

 

 



The ECPA 국제 저작권 가이드 

1장 : 일반 과정 

 

이 부분은 어떻게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어떻게 검토용 도서를 얻고 번역 저작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이 정보들은 당신이 함께 일하게 될 저작권자에 대해서

는 별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당신이 요청한 것이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저는 이 책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관심 있는 책을 찾으면 저작권자에게(편지나 팩스 혹은 이메일로) 그들이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저작권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

해서 묻는 편지를 쓴다. 

 

합법적인 문서화된 계약서를 얻기 전에는 번역이나 출판을 위한 어떤 준비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허가는 때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따라

서 출판 계획에 충분한 시일을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계약이 완료 되기까지 몇 달이 걸

릴 수도 있다. 

 

요청의 형태에 대한 특별한 정보  

  

일단 저작권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작권 담당자가 당신의 요청을 조사하고 반응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하라. 다양한 형태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메일, 팩스, 편지 등) 

최초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신의 요청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지는 않으며. 이런 동시 다

발적인 요청은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담당자들은 가능하면 며칠 안에 응답하려고 하지만, 진행 해야 할 많은 요

청 건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부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거래하는 다

른 출판사에 낮은 인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은 규모의 스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참

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감사할 것이다. 

 

저작권자는 당신이 제출한 정보를 책의 유효성, 기본적인 수준, 잠재 시장, 원작자의 요구등

을 세심히 따져 평가할 것이다. 당신이 저작권자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보통 4-6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을 때에만이, 그 요청을 다시 제출한다. 

 

검토용 도서 요청하기 

 

출판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책에 대한 증정본을 요청할 수 있다. Review request는 가능

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원제, 저자 &ISBN 

 책의 분류나 발행연월일. (많은 미국 출판사가 다양한 형태의 발행형태를 가지고 있

다. 어떤 회사들은 독립적인 국제 저작권 사업부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 -예를 들면 

일반책, 아카데믹한 책, 어린이책 등 ). 가능하면 책의 타이틀 페이지나, 

COPYRIGHT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하라., 그 책이 오래전에 출판된 것이라면 특히 

중요하다. 

     

- 번역본이 팔릴 시장과 지역(나라, 주) 

-  저작권자들은 당신이 전세계 언어를 커버할 배본 업체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한 언어에 대해 전세계적인 저작권을 주지 않는다.  

       

        -  요청한 책을 팔 시장의 형태( 예: 기독교 시장만, 일반시장이나 특별한 시장만, 

또는 양쪽 모두)  

 

       - 그 책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과거에 같은 저자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지 

-저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당신이 관심 있는 책과 같은 주제의 책과 같은 분류의 책을 출판할 것인지 

 

 이번이 저작권자와 첫번째 연락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라. 

 

- 출판사가 설립된 해와, 모회사의 이름을 포함하여 당신의 출판사에 대한 기본

정보. 관심 있는 출판 분야의 리스트도 포함시키라. 당신의 회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의 리스트가 있는 카달로그도 준비하라. 

 

- 당신의 출판사 밑에 있는 소규모의 자회사들의 이름 

 

- 당신의 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 

 



- 회사 정보 

 

-    - 회사의 법적인 이름, 우편주소, 창고 주소 

 

-    - 계약협상 책임자의 이름 

 

-    -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       주의: 이메일을 보낼 때는 당신의 회사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화를 포함

시킬 것. 편지의 앞부분이 항상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화, 팩스번호를 다시 쓰는 것이 현명하다. 

 

-   -  매해 당신의 회사에서 출판되는 책의 숫자와, 그 중 번역본의 숫자 

 

-   - 과거에 같이 일했던 다른 저작권자들의 이름 

 

-   - 어떻게 책이 배본되고, 당신의 회사가 이용하는 특별한 시장형태(기독교 

백화점, 일반 서점, 북클럽, 기타등등) 

 

-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검토용 도서를 보내준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계약이나, 검토용 도서를 보내주지 못할 수

도 있다. 

 

- 그 책의 저작권 계약을 이미 다른 출판사에 주었을 경우. 

 

- 책이 절판 되거나, 저자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

료되어 저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 경우. 

 

- 출판된 책에 대해 저작권 계약을 직접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저자나 저자

의 에이전트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맺어 출판한 경우. 그 출판사가 저작권

을 가진 회사를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당신이 저작권자의 이름을 물으

면 누구와 접촉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 저작권을 소유했던 회사가 저작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을 경우. 

 

에이전트 

 

어떤 외국 출판사들은 다른 나라나, 어떤 언어에 대해 그들의 출판사나 책을 대표하는 에이

전트를 두고 일할 수 있다. 당신이 연락하는 외국 출판사가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

는 에이전트와 연락을 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일과 계약서를 준비하

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Exclusive Option (독점권)  

 

어떤 외국 출판사는 그들의 책에 독점권이나, 첫번째 option을 제공한다. 독점권은 일정기

간(보통 30일에서 60일) 동안 그 책을 번역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책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 출판사는 당신이 결정을 내리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른 곳과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는다. 당신이 그 책의 첫번째 검토를 요청하고, 신중하게 

그 책의 출판을 생각한다면,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이 독점권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책에 대한 당신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외국 출판사는 

그 책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출판사에 자유롭게 그 책을 넘길 수 있다. 외국 출판사는 

option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그것을 알릴 의무가 없다.  

 

외국 출판사는 같은 언어권인 어떤 출판사에 second option을 줄 수 있다. second option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는 우선권을 가진 다른 출판사가 그 책의 출판을 거절할 경우,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그 다음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번째 option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가 option 기한내에 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검토 기간이 만료되면, second option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option 상황이 변했는

지 알려면, 외국 출판사와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출판사에 option을 요청했을 때, 당연히 option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출판사는 

option 기한이 연장되었는지, 다른 다양한 신청자에게 돌아갔는지 알릴 것이다. 

 

우선권이 없는 복수 신청 

 

만약 외국 출판사가 가능한 빨리 다른 언어로 책이 출판되기를 원한다거나, 같은 언어권의 

몇 개의 국제적인 출판사가 그 책에 관심을 보인다면, 동시에 몇 개의 출판사가 같이 요청

을 할 수 있다. 복수 신청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저작권자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이 없으면, 외국 출판사는 당신은 그 책의 출판에 관심이 없다고 받아

들이고 다른 곳과 계약을 맺을 것이다. 

 

복수 신청은 저작권자가 계약을 원하는 출판사들에 대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단지 선급금과 로얄티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홍보력과 배본 계획

까지 고려하여 어떤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지 최종결정을 내린다. 

 

계약 요청 

 

중요: 저작권자로부터 서명된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번역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일단 책을 번역 출판하기로 결정하면 외국 출판사에 번역 저작권을 요청 하여야 한다. 언제

나 타이핑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지 말고, 전화로 계약 요

청을 하지 말라.  

 

번역 계약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외국 출판사에 제공해야 한다. 

 

원제목과 저자. 

 

언어, 지역. 

 

계약에 포함될 부가적인 권리들, 예를 들어 북클럽 저작권, 대형 판형 저작권, 잡지에 인용

구 포함하는 권리 등등. 

 

만약 준비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시키라. 

-공식 회사 명칭과 출판사의 주소 

-출판사가 세워진 날과 현재 출판중인 책들의 제목 

-카탈로그나 브로셔 

-계약 협상의 책임자의 이름 

-계약 서명의 책임자의 이름 

-전화, 팩스, 이 메일 주소 

주의 : 이 메일을 보낼 때, 당신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를 포함시키라. 팩스를 보

낼 때에도, 헤더 부분을 명확하게 읽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 전화, 팩스번호를 다

시 쓰는 것이 현명하다.  

     

출판 예정일 



 

초판 수량 

첫해 예상 판매부수 

배본 지역 

 

이 시점에서 당신이 선급금과 로열티를 제안하거나, 저작권자가 그들이 바라는 조건을 제시

할 수도 있다. 

  

일단 당신과 저작권자가 계약 조건에 동의하면, 서명할 계약서 2부를 받을 것이다. 

 

저작권자가 보낸 서명 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으면, 2부 모두 서명하고 돌려 보내야 한다. 그

러면, 저작권자가 자신들이 서명할 란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양쪽 회사가 모두 서

명한 계약서를 한부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상대편이 보관하도록 보낸다. 아니

면, 저작권자가 미리 서명한 계약서를 보내면, 서명한 후, 한부는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저

작권자에게 돌려 보낸다.   

 

주의 사항: 계약은 양쪽 회사가 서명하고, 선급금을 기한 내에 보내기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이 과정들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출판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번역 작업을 시

작할 수 있다. 

    

 

 

 

 

 

 

 

 

 

 

 

 

 

  

 



2 장 : 일반적인 계약 해설과 의무 

 

일단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협상이 되면, 저작권자는 동의가 된 모든 계약 조건들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인 과정들에 대한 대략적인 계약서를 만들 것이다. 양쪽이 다 서명한 계

약서를 갖고, 선급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

하라.  

 

이 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계약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책을 만

들고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신이 계약서로 약속을 했고, 그 계약서에 서

명함으로써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계약

서에 서명하기 전에 읽고 확실히 이해하라.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계약 조항과 용어 

 

각 외국 출판사의 계약서는 길이와 복잡성이 다양하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저작권자의 기

본적인 계약 조항들에 대해서 제공할 것이다. 

 

1. 저작권 소유 회사와 당신의 회사의 공식적인 이름과 주소   

2. 작품(책, 오디오, 비디오)의 제목과 저자 

3. 번역하려는 언어와 번역본이 팔리게 될 지역. 많은 경우는, world-wide rights이 적

용된다. World-wide rights는 번역본을 세계 어느 나라에나 팔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나라나, 세계의 특별한 지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 몇몇 경우

는 사역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거나, 영리 추구만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특별한 시장으로 제한 될 수 있다. 

4. 독점, 비독점 계약. 비독점은 저작권자가 같은 제목에 대해서 같은 언어로, 어느 출

판사나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회사가 독점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회사만이 책을 출판하거나 다른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는 말이다. 독점계약은 자동적으로 다른 형태로(오디오 버전이나, 축약된 문고판 

등) 출판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이 이런 부가적인 계약을 포함

하고 있어야 다른 형태의 제작이 한다.  

5.  작품안에 특별한 자료가 포함된 경우. 보통 계약은 작품의 본문만 의미하고, 그림

이나, 사진, 커버의 다른 특이한 것이나,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를 

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



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저작권자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소유주

가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

았을 수 도 있다. 그런 경우, 저작권자는 당신에게 그 자료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적

절한 사람을 가르쳐 줘야 한다. 

6. 출판기한. 출판 마감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번역하고, 편집하고 인쇄하는 

기한이다. 보통 저작권자들은 12 개월에서 18개월을 주지만, 출판기한은 다양할 수 

있다. 출판 기한내에 출판할 수 없다면, 저작권자에 연락하여 지체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연장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을 잃을 수 도 있다. 

7. 번역과 출판의 질. 이 조항들은 당신이 원작에 비견되는 품질의 책을 만들뿐 아니

라, 우수한 번역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번역은 원작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문법적으

로 정확해야 한다. 저자나 저작권자는 번역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인쇄되기 전의 번역 원고를 3자에게 검토 시킬 수도 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작품

이 허락 없이 편집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저작권자들은 출판된 책 한부

를 요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적 각색이나, 다른 변경사항이나 요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책을 출판하기 전에 외국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Copyright 표시가 번역본의 copyright page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외국 출판사는 

특별히 계약을 맺는 책에 대한 저작권 표기에 대해 계약서 상에 자세히 명기할 것

이다. 그렇지 않다명, 원작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해야한다. ( copyright 기호 . 저

작권을 받은 해. 저자의 이름).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원 출판사의 주소와 이름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이 모든 정보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9. 계약을 맺은 작품의 로열티는 저자와 저자권자에게 지불한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 선급금과 로열티 방법-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선급금-저작권자는 계약 기간동안에는 다른 누구와도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책을 정말로 출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충분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해도, 저작권자는 그 책이 번역되고 있는 동안 사업적 

측면에서 보상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명되는 계약건에 대해 “미리 

지급되는 인세” 로 생각하면 된다. 이 “미리 지불되는 인세”는  예상되어지는 인세

로 인세를 지불하는 처음부터, 필요하면 다음해에도 공제가 된다. 이 선급금 금액

은 협상 가능하며, 그 책의 예상 판매 정도, 가격, 잠재적 시장의 규모 등과 관련이 

있다. 선금금은 책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라도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        

           

         2) 실제 인세율-로열티는 보통 소매가나 도매가의 %로 표현된다. “소매정가”는 



그 책이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는 금액이다. “도매가”는 출판사가 어떤 고객들, 서

점이나, 배본 업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 적용되는 할인가이다. (3장에 더 자

세한 로열티 계산법이 나와 있다.) 

  

b. 일시 지불법 - %에 기초하여 선급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 제한 수량에 

대한 일시불로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 방법으로 협상이 되었다면 계약서상에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명기될 것이다. 저작권자는 인쇄업자에게 인쇄

부수의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중에 더 출판하기를 원한

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선급금이나, 로열티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10. 판매 보고. 보고서에는 인쇄 부수, 판매 부수, 소매자가, 재고를 명기해야 한다. 판

매보고와 인세 보고는 6개월이나 매년(계약된 대로) 보고 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의 로열티가 미리 지급된 선인세보다 작으면, 그 기간내에 지불해야 하는 부가

적인 인세는 낼 필요가 없다. 일단 선인세를 초과하는 금액이 벌린 후부터, 계산 후 

정해진 며칠 이내로 인세를 저작권자에 지불한다. 선인세 이후 인세를 벌었든 못 벌

었든, 일시불로 지불했든, 정해진 기간동안의 판매 보고서를 외국 출판사에 보내는 

것은 계약 요구 사항이다.  인세 보고를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11. 계약 기간. 계약이 유효한 기간. 이 부분은 또한 갱신되거나, 다른 계약으로 재협상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어떤 계약서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정해진 기간내에 츨판해

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12. reversion이나 계약 양도. 이 조항들은 당신이 저작권을 잃을 수 있거나, 저작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잃는 경우는 당신의 회사가 사

업을 안 한다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책이 절판 되어 일어나는 것을 포

함한다. 당신의 회사를 출판권을 인수 받을 다른 곳에 팔 때, 일어날 수도 있다. 계

약의 양도는 계약을 맺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 증정본- 초판과 재판 발행 때 무료로 저작권자에게 증정하는 번역본. 이것은 저작

권자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안에 출판할 의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다. 보통 저작권자는 기록을 위해 한부를 보관하고, 저자에게 새책이 나왔음을 알

리기 위해 나머지를 보낸다. 

14. 재고-어떤 저작권자들은 일정 기간 후에도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경우, 특별

한 인세율이나 저작권 소유권 복귀를 적용한다. 이 책들은 보통 할인 정책으로 재

고를 없앤다. 저작권자가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조항



에 대략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15.  계약서의 반환. 계약서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를 돌려 보낼 날을 지정할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선인세와 함께 그 날짜 안에 계약서를 돌려 보내야 한다. 계약

서를 돌려 보내는 것이 지체된다면,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지체되는 이유를 설명하

고 언제쯤 돌려 보낼 수 있을지 알려줘야 한다. 상황이 변해서 그 책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알려서 미결된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한다.         

  

부차적 권리들 

 

부차적 권리는 원작과 같은 포맷으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외에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권리이다. 부가적 권리는 자동적으로 번역 저작권 계약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런 권리들 중 어떤 것은 출판사가 같은 책에 대하여 몇 가지 종류(대형 시장, 북클럽, 포

켓용, 대형 판형)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저작권자가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부가적 권리에 대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 

 

당신이 부가적 권리를 얻는다면, 저작권자는 이 책을 팔려는 신중한 시도를 하거나, 시장에

서 그 권리를 사용하려 한다고 기대할 것이다.  

 

1. 일차 연속물에 대한 저작권- 번역본이 책의 형태로 출판되기 전에 홍보용으로 정기구독

물이나, 저널, 신문에서 하나 이상의 발췌를 허락하는 권리.   

 

2. 이차 연속물에 대한 저작권 – 번역본이 책의 형태로 나온 이후 번역본을 정기구독물, 저

널, 신문에서 하나 이상의 발췌를 허락하는 권리.   

  

3. 부차적 저작권- 제 3의 기관(당신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저작권을 주는 것. 일반

적인 단행본이나, 작은 책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판형은 초판 양장판이 출판된 다

음해 출판된다.   

 

4. book club 저작권- 북클럽에 부차적 저작권을 주는 것은 그 북클럽이 스스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북클럽의 멤버들에게 그 책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 선집, 발췌문, 축약판의 저작권- 작품의 발췌, 각색 또는 축약에 대한 저작권. 출판사가 

시리즈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작품의 전집에서 발췌하길 원한다면, 저작권자가 전집이나 선

집에 나오는 작품의 총 수에 비례한 인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6. 교육에 대한 저작권- 교육용 시장에서만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 



 

7. 대형 판형 권리- 계약된 인세율에 의해 대형 판형으로 책을 출판할 권리 

 

8.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비영리적 출판에 대한 저작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책을 

내거나, 녹음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런 경우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무료이며, 비영리 

자선 단체에 주어진다. 

 

9. 드라마 상영에 대한 저작권- 영화, TV, 비디오, 라디오, 무대 연극이나, 책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드라마로 묘사하는 것과 관련된 부차적 저작권 

 

10. 드라마 형식이 아닌 녹음, 공개 reading  

 

12. 상업적 권리- 작품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격, 상황의 이용에 대한 부차적 권리들. 그림, 

옷, 달력, 장난감, 게임, 이색적인 상품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하는 권리. 

 

13. 기계적인 재생산의 권리- 저작권을 얻은 작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microfilm, 

microfiche, filmstrip, phonorecord, compact disc, cassettes tape 등으로 재생산 할 수 있

는 권리 

 

14. 전자 재생산에 대한 권리- 작품을 전자 정보나 복구 시스템에 저장하여 생산하거나, 재

생산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특별히 위의 저작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권리에 대한 일부나 전부라도 부차적 저작권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3장: 계약 이후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저자나,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는 계속된다.  그들은 당신에게 출판

하고, 그들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허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은 작품과 관련

된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책임이 있다. 당신이 영리적인 출판사이든, 사역을 하는 출판사이

건 저작권 계약은 사업이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권자와의 의사 소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출판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로열티의 지급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고,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지연과 출판 일정 변화 

계약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책의 품질, 내용, 출판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나 변

화가 생기면 저작권자와 연락하라. 

 

작품의 출판 

책이 인쇄되면, 계약서에 명기 된대로 증정본을 보내는 것을 기억하라. 작품과 관련된 운송

비의 계산서나 커버레터를 같이 보내면 도움이 된다. 어떤 출판사들은 홍보용 책자와 새 책

의 홍보를 위한 카달로그 등을 보낸다.  

 

로열티 계산 

첫 해의 판매가 끝나고 판매 보고를 할 기간이 되면, 판매량을 평가하고, 저작권자에게 보

낼 인세를 계산해야 한다. 저작권자는 보통 이 가이드 북의 예제에 보여지는 것처럼 계산할 

것이다. 당신이 일시 지불에 근거하여 인쇄 부수에 대하여 정직하게 일시불로 지불하는 계

약을 맺는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인세 계산 방법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1. 기본적인 로열티의 계산 

보고 기간 동안(분기별, 6개월, 1년 등 계약서에 쓰여진 기간에 따라 다름)의 팔린 부수

를 정하라. 

소매정가에 팔린 부수를 곱하라.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명기된 인세율을 곱하면 된다. 

     

    그 결과가 판매량에 기인한 로열티 금액이다. 당신의 통화를 계산하고 있는 그 날의 환

율에 의해 U.S. 달러로 전환한다. 만약 그 금액이 선인세보다 많다면, 선인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선인세보다 인세가 적다면, 아직은 로열티



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은 각 책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선인세는 원래 지불한 책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

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책의 선인세를 남는 인세로 공제할 수 없다.  

     

다양한 경우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의 예제들을 참조하라. (이 예를 위해 한국의 원을 

사용하겠다.) 

 

예 1: 선인세 공제 

지불한 선인세가 $500였다.  7800원의 책을 900부 팔았다고 가정하자. 

 

900   판매 보고 기간에 팔린 부수 

X    7,800\    책 가격 

7,020,000\   총 판매 금액 

X         5%   계약서상의 인세율 

    351,000\   지불해야 하는 인세 

   

351,000 \ / 1280( US$1로 환전할 때 환율) = $274.22  

이 예에서는 인세가 선인세가 $500 이하이다. 따라서 이 보고에 대한 돈을 보낼 필요가 없

다. 다음해에 $225.78(선인세 $500-$274.22 =$225.78)를 남아 있는 선인세로 사용할 것이

다.  

 

또는 7800원짜리 책을 2300부 팔았다고 가정 할 때, 

 

2300  판매 보고 기간에 팔린 부수 

X      7,800\    책 가격 

17,940,000\    총 판매 금액 

X          5%     계약서상의 인세율 

     897,000\     지불해야 하는 인세 

 

897,000\ / 1280 ( US$1로 환전할 때 환율) = $700.78 

이 예에서는 인세가 선인세 $500을 넘는다. 따라서 당신은 저작권자에게 $200.78 

($700.78-$500= $200.78 ) 을 보내야 한다. 

 

예 2. 일단 당신이 보고해야 하는 기간에 선인세를 공제하고 나면, 다음의 판매기간에 선 

인세를 또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위의 예처럼 1988 년에 2300부를 팔고 지불해야 하는 인세에서 $500을 공제한 후, 1999

년 에 더 많은 책을 팔았을 때, 선인세 $500은 이미 지난 해에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판매 부수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500  새로운 판매 보고 기간에 팔린 부수 

X     7,800\   책 가격 

3,900,000\   총 판매 액 

X         5%    계약서상의 인세율 

    195,000\    지불해야 하는 인세 

 

    195,000\ / 1280 (US$1로 환전할 때 환율) = $152.34 

이 예에서 지난해의 보고에서 이미 선인세를 공제 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총 인세는 

$152.34 가 된다. 

 

2. 도매가에 의한 계산 

 

도매가에 의해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계약서상에 명기 되었을 때, 유일한 차이점은 계산할 

때, 소매 정가 대신 도매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다양한 도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매가에 대해 팔린 부수로 계산할 수 있다.  

 

소매가에 의한 방법과 똑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소매정가 대신 도매가를 적용시키면 된

다. 모든 종류의 다른 할인가로 계산을 한 후, 모두를 합하라. 

 

예 3.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도매가로 책을 팔 경우 

 

소매정가로 $5.00에 팔지만, 영업하는 사람에게 20%를 할인해준다면, 당신은 $4.00을 판매

가로 정하여 인세를 지불한다. ($5.00 - 20% = $4.00)  

같은 책을 북클럽에 40% 할인해 준다면, 당신은 $3.00을 판매가로 정하여 인세를 지불한

다.($5.00 - 40% = $3.00)  

그 다음 예 1과 2에서 보여준 계산법대로 판매가를 (소매 정가 대신) 사용해서 계산하라.  

 

3. multi 인세율에 의한 로열티 계산 

이 과정은 당신이 일정한 부수에 대해 일정한 인세율로 지불하고, 그 다음의 부수에 대해서

는 다른 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팔린 모든 부수에 대해서는 세번째 인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도매가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해진 판매 부수에 대해서 모두 계

산 하고, 모두를 합하면 지불해야 하는 인세가 된다. 



 

예 4. 계약이  팔린 부수의 5000부까지는 5%를 적용하고, 그 다음(5001부)부터는 7.5%를 

적용시키기로 되어 있을 때. 

 

이 장의 첫부분에 나온 기본적인 계산 법을 사용하라.  이 예에서는 U.S. 달러를 사용할 것

이다.  

 

5000     판매 보고 기간에 팔린 부수 

X     $10.00     책 가격 

$   50,000.00    총 판매 액 

X          5%    계약서상의 인세율 

$     2,500.00    지불해야 하는 인세 

 

2000 판매 보고 기간에 5000부 이외에 팔린 부수  

X        10.00      책 가격 

$     20,000.00     총 판매 액 

X          7.5%     계약서상의 인세율 

$       1,500.00     5000부 이상의 팔린 부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인세 

 

$      2,500.00    처음 팔린 5000 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인세          

+$    1,500.00     5000부 이상 팔린 부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인세 

=$    4,000.00      총 지불 해야 하는 인세 

                 (공제해야 하는 선인세가 남아 있다면, 공제하라.) 

 

인세 보고 

 

판매 보고 기간에 지불할 인세가 없거나, 인세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

에게 보고서를 보내 그 책의 현재 상황과 그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신이 계속 계약서상의 의무에 응하도록 해서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잃지 않

도록 한다. (많은 계약서가 기한을 지나치든지, 인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잃고, 자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다는 것을 명기한다.) 

 

각각의 저작권자는 그들 자신의 특별한 부가적인 인세 보고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지침

을 따르도록 주의 하라. 

인세 보고서나 cover letter에 U.S. 달러의 금액이나, 환율 정보를 제공하여 당신의 통화에

서 U.S. 달러로 환전한 금액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각 책마다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책을 요약한 문서를 추가하기 원한다면 그

것은 좋지만, 저작권자는 각각의 책에 대해 판매량, 공제된 선인세, 벌어들인 인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신의 인세는 그 책과 저자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고, 잘못 지불 될 수도 있다. 

 

로열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1. 당신의 회사이름, 주소, 저작권자에게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사람 이름. 

2. 책 제목과 저자 – 저작권자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영어로 된 타

이틀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3. 계약일, 또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계약번호. 

4. 번역본의 출판일 

5. 지급한 선급금(U.S. 달러로) 

6. 판매 기간(예. 1998. 1. 1-1998. 6.30) 

7. 보고할 초기의 재고. 

8. 판매 기간 동안에 인쇄된 부수 

9. 정확히 팔린 부수, 판매가, 인세율, 계산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인세 

10. 그 책에 대한 선급금을 뺀 나머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다른 책들에 대해서 선인세를 공제하지 말라. 저작권자는 정해진 책에 대해서 어떻

게 인세가 계산되어 어떻게 선급금이 공제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11. 그 기간의 끝에 남은 재고. 

 

명심할 것: 그 책에 대해 재고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다음 보고 기간내에 그 책의 재

판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가 2번 이상 재고가 없

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당신이 그 책을 계속 출판할 의사가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책이 절판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은 귀속이 된다. 그러므로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저작권자와 항상 의사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계약

기간 내에 재판을 찍을 생각이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공식적으로 귀속 되도록 

알려 주어라. 

 

저작권 보호와 법적 규제 

세계 주변의 저작권 보호와 적절한 규제 조항은 저작권 소유자나 출판사, 저자들에게 

굉장한 관심 사항이다. 기독교 출판계의 성장으로 미국내의 국제무역에서 저작권을 가

진 제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의 창의력의 성공은 불행하게도 미국

책이 해적판으로 번역되어 출판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많은 경우에 국제 저작권법이 시행 됨에 따라 저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왔으나,  이런 

적절한 법이 더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해적판을 찍는 출판사가 특정 언어에 대

한 독점 계약을 맺은 출판사와 시장을 공유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이 이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싸우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계약과 저자권법을 지키는 것은 저자들이 계속 그들의 작품이 외국어로 계약이 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자가 자신의 책이 고쳐지거나 형편없이 번역되어 그들

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

들이 기독교 출판 공동체가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저작권을 주는 것을 멈출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질 뿐 아니

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들을 통해 전달된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

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자들은 계약 이행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업과  전세계에 질 높은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는 우리의 소명에 대한 

영적인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 지침서의 과정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은 국제 기독교 출판권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것이다. 

 

 

 

 

 

 

 

 

 

 

 

 

 

 

 

 

 

 

 

 



용어 사전과 부록 

 

용어                 정의                                                  

Advance Payment    책이 팔릴 때 벌릴 예상 인세에서 미리 지불하는 선인세      

              

Agemt              한 작품에 대해 저자나 출판사, 저작권 소유 회사를 대신 하여 사업적

측면에서 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           

 

Complimentrary      무료로 제품을 제공 받는 것                                 

 

Contract           저작권이 주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기록한 법적 문서 

 

Copyright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보호로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의 허

락 없이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 

 

Exc;usive        유일한 사람이나 회사. 예: 독점 option은 당신만이 정해진 기간동안 그 

작품을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독점 계약은 당신의 지역내에서 당신만이 그 작품에 대

한 법적인 출판 계약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Licensee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을 맺는 출판사나 기관    

 

Licensor         작품을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저작권을 관할하는 소유자         

 

License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된 권리를 주는 법적인 문서  

 

Multiful Submission  저작권 소유주가 같은 언어군의 몇 출판사에 한 작품을 동시에 주는 

것 

 

Net(Nett)  한 기관이 서점, 배본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할인가로 파는 것. 도매가로 표

시된다. 

 

Non-Exclusive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나 회사가 아니라는 의미. 다른 회사역서 그 작품을 

검토 하고, 사용하고 계약할 수 있다. 

 



Option 더 깊이 그 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정해진 기간. 당신이 first option을 

받았다면, 당신이 결정하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 소유주는 다른 누구에게 저작

권을 팔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나 세번째 option은 first option을 가진 출판사가 계약을 하

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으로 계약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Proprietor  출판이나, 다른 목적 복사하거나 어른 언어로 출판되는데 허가를 해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  Proprietor는 저자나 그 작품의 제작자나, 출판사, 그 작품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제작자의 에이전트일수도 있다. 

 

Retail  보통 서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는 책에 표시된 가격 

 

Revert or Reversion  저작권 계약의 상실. 보통 정해진 기간에 대한 책이 절판되거나, 계

약서상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Review Copy  출판사가 출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받는 책 

 

Royalty  작품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돈. 로열티는 작품의 판매가에 인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판매부수를 곱해 그 총액을 그 작품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

에게 지불한다.   

 

Royalty Rate 작품의 사용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판매가의 %. 

 

Royalty Report  저작권을 얻은 작품의 출판, 판매부수, 로열티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Subsidiary Rights 저작권 계약을 맺은 작품을 원작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얻는 권리 

 

Territory  계약의 권리가 주어지는 지리적인 지역 

 

Work 저작권 권리가 주어지는 책이나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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