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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

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

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미술계에서 저작인격권은 다소 생소한 권

리이다. 미술 시장의 발전을 위해 예비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미술 저작물

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저작인격권은 이러한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제3자로 인한 저작

물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미술 분야의 발전 및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혹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관련 

연구들은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문제에 

대해서는 타 미술 저작물과는 달리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하게 되었다. 공공미술에는 저작자인 예술가 외에 공공미술의 생산

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소유자와 그것을 자신의 생활의 일

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장소의 이용자인 공중, 더 나아가 공공미술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공공미술은 타 미술 저작물에 비하여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

게 가지고 있기에 저작자 1인에게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미술과 관련한 저작인격권의 쟁점을 공공미술의 소유자와 저작자의 측면

에서 분석해 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소유권과 저작인격권, 그 중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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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지권과의 충돌,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업무상저작물, 위탁저작물과 공동창작의 경우, 공공미술

에 대한 저작인격권 귀속의 문제, 마지막으로 저작인격권에 있어 공중의 의의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편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술계 

내외에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쟁점과 관련하여 예술

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공공미술의 제도의 

사후관리 매뉴얼화를 제안하고, 표준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경우, 국내외 공공미

술 관련 계약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예시는 공공미술의 예술가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자에게 자

신이 소유한 작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작

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공중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

여 공공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공공미술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의 새로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와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방안이 입법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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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

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

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포기가 불

가능한 일신전속성을 띠고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가 아

닌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매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즉, 음악 저작

물의 악보나 어문 저작물의 원고는 저작물이 표현된 매체이며, 이러한 매체의 

파괴 혹은 훼손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술 저작

물의 경우 표현된 매체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훼손이나 파괴는 곧 

저작물의 훼손, 파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훼손은 저작자의 인격

적 이익과 직결된다.2  

특히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경우 환경과 시간, 반달리즘

(vandalism)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은 빈번히 위협받

는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미술의 완성은 예술가의 미적 기여로만 평가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관람자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루어

진다. 나아가 이렇게 완성된 공공미술은 미술작품과 장소의 소유자, 지역사회

                                                      
1  저작권의 본질을 재산권으로 볼 것인지 인격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과 

인격권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18세기 이
래로 독일을 중심으로 여려 학설들이 주장되었는데, 현재는 저작권에 재산권과 
인격권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博英社, 
2007, p.322. 

2  이상정, 김형렬 외,『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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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 그리고 건축과 같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

진 주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다

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2011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는 ‘미술작품’으

로 변경되었으며, 미술작품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 예술품과 분수대 등 미술 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이라 명

시하여 공공미술의 개념을 법 제도 영역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다

양한 관주도의 공공미술 사업과 민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공공미술은 그 규모와 설치 장소의 특성, 사후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에 위치하는 타 미술 저작물에 비해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한다면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어 결국 전체적인 공공미술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공미술에서 공중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제3자이나 공

공미술이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임을 고려할 때, 지나친 저작인격권의 보

장은 이러한 공중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공공미술이 위치하는 

장소는 그 소유자뿐만이 아닌 공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중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에서는 공중이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저작인격권의 귀속과 권리 행사의 문제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미술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공공미술

에 대한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타 사적 영역에 위치한 미술 저작

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저작자·소유자·공중 간 권리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 또는 제도나 실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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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인격권의 제한은 예술의 형태, 분야와 상

관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이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조항은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어 사례별로 구체적인 적용 및 

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국내 저작인격권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미술과 구별되는 공공미술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미술에 대

한 저작인격권의 쟁점과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법적, 제도적, 그리고 표준계약의 측면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권, 특히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미술계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부분의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

권 침해 사례가 소송으로까지 연결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으로 인해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3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선행 연구로 이동기·박경신(2011)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문맥적 동일성(contextual integrity)’ 개념을 사용하여 장소특

정적 미술에 있어 장소의 이동은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4 또한 계승균(2011)

은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속

하는지에 대해 ‘도라산역 벽화 철거사건’ 및 해외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

                                                      
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4  이동기, 박경신,「[장소특정적 미술] 에 대한 동일성유지권」,『법학연구』, 제27

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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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이상정(2012)은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에 관해 국내외 판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자 입법 시 고려할 기준을 제시하였다.6 또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보고서(2012)에서는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하여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7 이 외

에도 구본진(2010)은 저작인격권 보호 수준에 관한 세계적 추이에 대한 분석

과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한 인식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보

호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 및 입법안을 제시하였다.8 이처럼 미술 저작

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술 저작물 파괴와 동일성유지권 혹은 

저작인격권 전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으며, 대부분이 저작인격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한편 저자인격권 제한과 관련한 연구로 김혜선(2014)은 저작물 이용의 활

성화를 위하여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저작인격권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와 저작인격권에 있어 공정이용원칙의 도입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9 박준우(2012)는 저작인격권의 본래 취지에 대한 검

토를 통해 동일성유지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독점규제법의 적

용, 권리남용이론의 적용, 동일성유지권 규정의 개정 등을 논의하였다.10 또 유

대종(2006)은 저작물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권

리행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원리를 재발견하고 구축해 나

                                                      
5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창작과 권리』, 통권 제62호, 2011. 
6  이상정,「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계간 저작권』, 제100호, 

2012, pp.71-90. 
7  이상정 외, 앞의 책. 
8  구본진,『미술가의 저작인격권』, 景仁文化社, 2010. 
9  김혜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인격권 제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  박준우,「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 제39권, 2012,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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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1 

일반적으로 공공미술은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퍼

포먼스,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커뮤니티 아트 등의 과정을 중시하는 프

로젝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디어 또는 정보의 독

점이 문화 예술 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공미술의 범위 역시 저작권법의 범주에서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로, 오브제 중심의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 작품’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장소특정적일 뿐만 아니라 장소일반적 공공미술까지 

모두 포함하며, ‘새 장르 공공미술’이더라도 유형의 결과물이 존재할 경우 모

두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미술과 법에서의 용어 사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이 문제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법적으로 저작자의 경우에는 예술가, 미술가, 작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예술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작가

는 저자(author)의 성격을 가진 실제 창작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칭할 때

에만 사용한다. 소유자는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경우로, 공공미술 사업을 후원

한다고 그 저작물을 모두 후원자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후

원자는 구별하여 사용한다. 저작물의 경우 작업, 작품, 공공미술 등 상황에 따

라 혼용하기로 한다.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는 국제적으로 저작인격권 조항의 기준이 된 베른

조약의 저작인격권 제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중 

프랑스는 저작인격권이 처음 등장한 국가로 가장 폭넓게 저작인격권을 보장하

고 있으며, 독일은 저작인격권을 처음으로 입법화한 국가이다. 영미법계 저작

                                                      
11 유대종,『著作權 濫用의 法理에 관한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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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미국은 가장 제한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미

국과 함께 공공미술의 제도적 흐름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저작권

법이 제정된 국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제2장에서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특

성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이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제한

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 조약 및 각 국가별 저작인

격권과 그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관련한 국

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그 제

한은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저작인격권과 관

련한 현대 공공미술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술사나 미학

적 측면에서의 공공미술의 정의나 담론, 쟁점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

한 정의와 분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또한 공공미술의 소유자와 저작자의 

측면에서 저작인격권의 쟁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주로 공공미술 작품의 사후관

리, 특히 변경·이전·철거에서 따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의 형태로 발생하는 점

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

물미술작품 제도와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저작인격권

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공공미술 시장에서 사

용되는 표준계약서의 검토를 통해 저작인격권 개념의 명시와 저작인격권 조항

에 대한 제안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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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제한 

제１절 저작인격권의 개관 

1.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발전 

예술가는 자신의 사상·감정 등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따라서 작품의 완성 여부와 소통의 시기, 형

태는 작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은 이러한 

작가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저작물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인격의 

표현이 그의 의도와 다르게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

의 내용을 이룬다.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각 국가마다 입법례가 다양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인격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을 인

정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외에 공표권까지 

포함하여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원작철회권, 원작접근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입법되었던 초기에는 저작재산권의 측면만 저작권의 내용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인권의 확장과 칸트(Immanuel Kant) 

이론의 영향으로 저작권법에 인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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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칸트에 의하면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기본적

인 것으로 인격에 대한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은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본

질적이고 태생적이다.12 이러한 인격적 측면의 강조는 1878년 Cinquin c. Lecocq 

판결에서 프랑스 대법원이 최초로 저작인격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13 이후 1901년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을 규정한 것을 시작으

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1928년 문화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고 한다) 로마협정 제6조의2 제1항에서 이를 명문

화하였다. 또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8조 제2항에서도 저작자의 정신적 이

익의 보호를 선언하여 저작인격권은 국제적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14  

한편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궁극적 혜택은 사회, 

즉 공익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15 따라서 종래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

해, 계약 위반 등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저작자의 인격

적 이익을 보호하였다.16 그러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와 저작물

의 국제적 유통 등으로 인하여 영국에서 1988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명문화하였고, 미국도 1989년 베른협약에 가입한 후, 

1990년 시각예술저작자의 권리보호법(Visual Artist Right Act of 1990; 이하 “VARA”

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전시의 목적으로 제작된 시각저작물”이라는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17 

                                                      
12  구본진, 앞의 책, pp.249-255. 
13 Cass. civ., 25 juin 1902, D.P.1093. I.5. 구본진, 앞의 책, p.95에서 재인용. 
14  오승종,『저작권법』, 박영사, 제2판, 2012, p.345. 
15  캐슬린 김,『예술법』, 학고재, 2013, p.55. 
16  김형렬,『著作人格權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8. 
17  오승종, 앞의 책,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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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인격권의 성질 

가.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 

저작인격권의 성격은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

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에 저작인격

권이 포함된다고 하는 학설과 일반적 인격권과는 구별되는 특성 내지 이질성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데, 전자를 일체설, 후자를 분리설이라

고 한다.  

일체설은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하나의 개별적 인격권

이며 따라서 독립된 권리가 아닌 일반적 인격권의 범주 내에서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 그러나 일반적 인격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

인 데 반해 저작인격권은 권리의 주체가 저작자에게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대상은 인격 그 자체이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에는 저

작자의 인격으로부터 독립한 저작물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해 저작인격권은 저작

물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19 

일체설을 주장하는 학설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나, 헌법 제10조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으로서의 권리의 본질까지 다른 것은 아

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체설은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전형적인 저작

인격권 외에 새로운 종류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도 생각할 수 있어 저작자의 인

격을 보호하는 데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0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일

체설이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1 

                                                      
18  구본진, 앞의 책, p.75. 
19  오승종, 앞의 책, p.348. 
20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p.325. 
21  박성호,「인격권의 침해-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변호사: 법률실무연구』, 제27

권, 1997, p.310.;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pp.325-326.; 이해완,『저작권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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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

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

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이 규정은 강제 규정이므로 저작

자가 저작인격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법적으

로 효력이 없다.22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 협회 등에 

의해 신탁관리 될 수 없다.23  

다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

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문화유산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24  

이러한 사후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규정 기간은 제한이 없이 영

구적이지만, 생전과는 달리 침해 여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맞춤법 표기법이 바

뀜으로 인한 수정이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한 것 등은 그 성질 및 정도

                                                                                                                                       
사, 전면개정판 2판, 2012, pp. 247-248; 구본진, 앞의 책, p.76.;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22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
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
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23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 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
될 수 없다”. 

24  허희성,『(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上, 2011,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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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25  

3. 저작인격권의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 의해 수정·변경되거나 파

괴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지·보존되는 작품의 수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 온전히 공중에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

과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안정성을 부여하여 저작자에게 더 적극적인 창작 활

동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작인격권

은 인류 경험에 대하여 재구성하고 재이미지화 한 문화적 창작물을 후세로 전

달하도록 하여 계급·민족·연령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결속을 가능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26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지나친 강조는 문화적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절

정에 위치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즉, 작품을 개인 인격의 발현으로 보고 그 

인격 발현을 이유로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작품의 심미적 가치가 오로

지 미술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의 심미적 이성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작인격권은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예술가의 판단을 작품이 시장 영역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절대화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27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지나친 강조는 또 다른 창작이나 작

품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방해하여 전반적인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

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소유

자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2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26 Cotter, Thomas F, "Pragmatism, Economics, and the Droit Moral," NCL Rev. vol.76, 1997, 

pp.84-85.; 유대종, 앞의 책, p.11. 
27 이상돈,『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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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중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인격권은 오로지 저작자인 예술가 개

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저작인격권의 과도한 보장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 권리와 의무의 대칭적 분배

라는 가치에 위배되기에 제한되어야 한다.28  

저작인격권을 제한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작물의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저작물이 특정 개인 인격의 발현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어

떠한 형태로든 역사적 문화 유산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사회의 문화 구

조 등이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독창성은 완전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울 수도 없다.29 또한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저작물의 가치는 개인

의 인격의 발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소통을 통해 

생성된다. 공공미술은 이러한 ‘공공성’이 더욱 강조된 분야로 특히 요즘 공공

미술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1인의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과의 소통

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미술의 저작자는 공중을 대변하는 개인이거

나 공중 자체가 저작자인 경우도 많다. 또한 그 저작물은 사회적 소통의 과정

에서 도출한 것으로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공공미술이 저작자와 소유자 그리고 그 공공미술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혹 장소의 소유자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각각의 다양

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분쟁의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

다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저작인격

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

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하

여 적절하게 저작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28  위의 책, p.108. 
29  유대종, 앞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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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저작인격권의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1886년 성립된 최초의 다국간 조약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21일 가입하여 협약은 1996년 8월 21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프랑스 중심의 ‘droit d’auteur’ 시스템과 영국 중심의 ‘copyright’ 시스

템이 결합된 것이었다.30 최초의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았

으나 1928년 로마 개정에서 유럽의 자연권론의 영향으로 제6조의 2로 신설되

었다. 제1항에서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의 명

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31  

이 조항에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개변’이라는 요건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외에 권리의 

포기나 양도를 금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음에서 살펴볼 미국이나 영국의 입

법례에서와 같이 저작인격권의 포기나 양보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면적인 포기나 양도의 인정은 저작인격권 제

                                                      
30  저작인격권에 관한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을 칭하는 용어

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droit d’auteur’, 독일의 ‘Urheberrecht’, 이탈리아의 
‘dritto d’autore’와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copyright’가 있다. 전자는 작가
의 권리(author’s right)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하여 ‘copyright’는 복제권으로 번역되어 창작의 촉진을 위해 복제할 권리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작인격권을 
적용·해석하고 있다. 구본진, 앞의 책, p.93. 

31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6b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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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는 필요할 것

이다.32 베른협약에는 저작인격권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가맹국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이다. 

2. 대륙법계 

가. 프랑스 

1) 저작인격권의 내용 

19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인격의 산물

인 저작물과 저작자의 유대를 존중하고 이러한 비재산적 이익을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이 성문화된 것은 1957년 「문학·예술의 소유권

법」에서였다.33 프랑스법 저작권법 제111조의1 제1항에서는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창작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

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무체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한 뒤, 이어 제2

항에서는 “이 권리(저작권)는 이 법전의 제1편과 제3편에서 규정한 정신적 인

격적 성질과 재산적 성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4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예술가의 생래적인 권리들 중 일부이고,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이다. 35  프랑스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은 작품을 예술가의 인격적·정신적 분신으로 간주하고 예술가적 정

                                                      
32  이상정 외, 앞의 책, p.36. 
33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의 제1부 문학·예술의 소유권

법(Première parti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부분을 편의상 프랑스 저작권법이
라고 한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달주,『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1. 

34  서달주,『프랑스 저작권법』, p.5. 
35  이상정 외, 앞의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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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 저작권법 제121조의1에서는 저작자의 성명, 저작자의 지위 및 그

의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인 ‘성명·자격 존중권(droit au respect de son 

nom, de sa qualité)’을, 제121조의2에서는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 

방법과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공표권(droit de divulgation)’을 규정하고 있다. 뒤

이어 이용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 대해 저작물의 철회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수정·철회권(droit de repemtir ou de retrait)’과, 제121조의5에서 시청각저

작물의 최종본의 원본에 대한 수정 금지와 제121조의7에서 소프트웨어 저작자

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개변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우리나라의 동일성유

지권에 해당하는 ‘저작물 존중권(droit au respect de son oeuvre)’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랑스의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인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함을 명시

하고 있다.36  

2) 저작인격권의 제한 

프랑스는 저작인격권을 최소한의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예나 성망을 

해할 것을 저작물 존중권, 즉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제121조의3에서는 공표권과 관련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였을 

경우, 대리행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나 상속인의 부재 등의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철회권의 경우에도 양수인의 손해를 

사전에 보상할 때에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동저작물, 소프트웨어, 시청각저작물 등의 항목에 관하여는 저작자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동저작물

의 경우에는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창작된 다른 기여 부분을 

맡은 당사자들이 미완성된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

                                                      
36  이상정 외, 앞의 책,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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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개변을 반대할 수 없다. 공무

원의 저작물의 경우, 개변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상급관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초과한 철회

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잡지나 정기간행물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복제 

또는 그 이용행위가 부정 경쟁의 성질을 가질 경우 권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항에 명시된 제한 외에 원칙론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

지권의 침해의 요건은 판례를 통한 법원의 해석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유권자의 보호, 공공의 안전 등의 가치가 있

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원작의 각색 혹은 패러디 

등의 파생 저작물의 경우와 건축물, 응용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실용적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37 

3)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례 

대표적인 판례로는 Lacasse et Welcome c. Abbé Quénard 판결이 있다. 38 

Lacasse라는 예술가는 목사로부터 프레스코화 제작을 위임 받았으나 주교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작품의 완성 후, 주교는 취향을 이유로 작품을 

페인트로 덮어버리도록 요구했고 이에 저작자가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주

교의 동의 없는 위임이었다는 이유로 주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안에서 

저작물의 완전한 파괴는 동일성유지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화가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는 

1948년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rd)가 제작한 오페라 볼리바(Bolivar)의 무대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1950년 오페라의 초연 이후 1952년 다시 개막하였을 

                                                      
37  Zhang, Jing, "Restrictions on Moral Rights – a Comparative Study on It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in Civil Law and Common Law Jurisdictions" , Master of Laws, University of 
Toronto, 2012, pp.30-32. 

38  Lacasse et Welcome c. Abbé Quénard , Cour d’Appel de Paris, 1 re ch. April 27. 1934; 
D.H.1934. 385; Gaz. Pal. 1934.2. 165. 구본진, 앞의 책, p.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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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그가 제작한 무대 중 제2막 3장 “The Crossing of the Andes” 부분이 생략되

어 있었다. 레제는 극장을 상대로 그의 동의 없이 무대를 없앤 것은 저작인격

권 침해임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레제의 주장에는 

동의하였으나 오페라는 예술가와 제작자가 오페라의 표현에 대한 권리를 가지

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대를 돌려놓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단, 

이후의 공연에서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였다.39 

레제와 비슷한 사례로 살바도르 달리(Savador Dali)의 연극 의상 디자인 사

례가 있다. 달리는 연극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연극의 연출자가 그 의상에 

액세서리를 달도록 하였다. 이에 달리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 연출자의 행위가 공중에게 달리의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부인하

였다.40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프랑스 대법원이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극의 관중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원고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판례로는 Bonnier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건

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축한 사건에서 동일성유지

권의 침해를 부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인 회사는 

저작자인 건축가에게 첨단기술 산업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요청하였

고, 건축가는 커다란 유리 홀을 디자인하였다. 그런데 건물주는 후에 사무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위의 유리 홀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것을 결정하

였다. 법원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① 건축물의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저작자

가 동일성유지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 ② 건물주는 새로운 수

요에 맞게 개축할 권리가 있다는 점, ③ 건물주가 처한 상업적 상황 때문에 

                                                      
39  Léger v. Reunion des Theatres Lyriques Nationaux, (1955) 6 R.I.D.A. 146 (Tribunal civil de la 

Seine). Merryman, John Henry, Elsen, Albert Edward 외,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5th 
Ed, Netherlands: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p.428.에서 재인용. 

40  Cass, 1 civ, 5 March 1968, 382, RTD com 1969, 492. 박준우, 앞의 책, p.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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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이 긴급했다는 점, ④ 개축에 의한 외관의 변경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41 이 밖에 프랑스에서 저작인격권은 공공의 안전, 기타 공공의 질

서를 위해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도의 침목을 재료로 만든 공원 조각

을 정부가 파괴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각은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다.42  

판례를 정리하자면 프랑스 법원은 저작인격권의 침해 판단에서의 ‘변경’

은 단순한 ‘표현 형식의 변경’이 아닌 ‘표현에 담겨 있는 사상의 변경’이라는 

취지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표현 형식의 변경이 공중에 대하여 

사상의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다. 또한 공중이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사상에 관심이 없는 경우, 저작물의 

실용적인 목적이나 소유자의 권리와의 비교형량에 따라,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다 큰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독일 

1) 저작인격권의 내용 

독일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1902년 시행된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

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Tonkunst; LUG)」제9조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조건부 내지 무조건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 취득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 자체에 그 제명 또는 저작자의 

명칭을 부가, 생략 또는 기타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신의성실상 허용되

                                                      
41  Bonnier c Sté Bull, Cass, 1 ch civ, 7 January 1992, (1992) 152 RIDA 194. 박준우, 앞의 책, 

p.60.에서 재인용. 
42  Trib. Adm. Grenoble, Feburary 18, 1976-Sieur Roussel c Ville de Grenoble, January 1977 

RIDA 116. 위의 책, p.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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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함으로써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관련 규정을, 

제11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 한 그 발표에 

대하여 배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공표권 관련 규정을 두었다. 이

는 직접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석상 세계 최초

의 저작인격권 관련 규정으로 평가된다.43  

1907년에는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Photographie; KUG)」이 입법되

어 창의적 작가의 인격권을 가리키는 말로 ‘Urheberpersönlichkeitsrecht’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후 1965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서 저작인격권이 포함

되었다.44 현행 저작권법은 1965년 9월 9일 「저작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Urheberrechtsgesetz)」에 모태

를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의 정신적, 인격적 관계에서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를 보호한

다. 동시에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상당한 보상의 보장에 이바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절의 2에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보

장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서 원작접근권과 제41조 제1항에서 원작철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5 

독일 저작권법 제12조 공표권(Veröffentlischungsrecht)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이나 그 

본질적 내용 또는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

자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 전달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저작

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13조 성명표시권(Urheberschaftsrecht)에서는 ‘저

                                                      
43  이상정 외, 앞의 책, p.74. 
44  구본진, 앞의 책, pp.115-116. 
45  박익환,『독일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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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는 저작물상 자신이 저작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와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

를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떤 표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Änderungsrecht)은 제14조에 “저작자는 저작

물상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왜곡 혹은 여타 침해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한 제39조의 ‘저작물의 변경’에서는 무단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저

작자가 신의성실에 비추어 그 승인이 거부될 수 없는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변

경은 허용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제한 

독일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해석론상으로 저작인

격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인격

권 제한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즉,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이 

근거를 활용하여 저작물의 성질, 침해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적용하여 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

물의 내용이나 그 제목을 개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의성실에 비추어 

반대할 수 없는 개변은 허용된다는 언급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신의성

실’ 등의 용어의 해석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46 저작인

격권의 양도와 포기에 관하여 판례는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

자에 의한 개변의 동의 내지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포기는 가능하다고 해석하

                                                      
46  김경숙,「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제72호, 2012,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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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는 법문에 근거한 것이다.47 

3)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례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유명한 판례인 1912년의 ‘바위섬의 사이렌

(Felseneiland mit sirenen) 판결’은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였다.48 화

가인 원고는 피고의 저택 계단에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벽화를 제작하였다. 누

드로 그려진 인어는 감상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지만 

몇 년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화가에게 의뢰하여 나체의 인어에게 

옷을 입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림을 공중이 보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서명

을 그림에서 제거하였고 덧칠한 부분을 덮어서 감추었다. 이에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 침해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화가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법

원은 추가적으로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

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여,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한 경우에는 예술가의 동일

성유지권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소유자에 의한 저작물 파괴에 대한 또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조각가

이자 예술가인 오토 헤르베르트 하제크(Otto Herbert Hajek)는 1972년과 1973년

에 걸쳐 피고(ADAC)의 본관에 예술적인 구조를 가진 저작물을 설치해 주었

는데, 1977년 피고는 개축과 증축을 함으로써 작품의 일부를 제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의해 파괴된 원고의 작품 전체를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물론, 소유자가 통례적으로 예술 저작물을 완

전히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소유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

여 존속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술적 특성(고유성)을 침해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술가의 인격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보통,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47  김경숙,「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p.325. 
48  RGZ 79, 397.401. 구본진, 앞의 책, p.1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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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은 예술가는 처음부터 자신의 저작물에 발생 가능한 

운명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49 

독일 판례를 보면 건축저작물과 관련하여는 저작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건

축물의 사용과 소유자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건축물의 유

용한 목적의 보호를 위한 변경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변경은 저작자인 건

축가의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 법원은 2차 세계대전으

로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유로 변경된 형태로 재

건하는 것을 승인하였다.50 비슷한 예로 프리데나우 시청이 재건축 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로 변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변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51 반면 Eden-Hotel 사건에서 호텔 소유주는 1개 층을 증축하려 하였으

나, 법원은 이러한 추가로 인한 건축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호텔 소유주의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2 즉, 독일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제한은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는 ‘이익형량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영미법계 

가. 영국 

1) 저작인격권의 내용 

영국은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불리는 「앤 여왕법(the Statute of 

                                                      
49  LG München, NJW 1982, 655 - Hajak/ADAC.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

권」, pp.147-148.에서 재인용. 
50  OLG Nürnberg UFITA 25(1958 I) 361. 구본진, 앞의 책, p.120에서 재인용. 
51  LG Berlin Schulze Rspr. LGZ Nr. 65, 6 f. 구본진, 앞의 책, p.120에서 재인용. 
52  LG Berlin UFITA 1931, 258. 구본진, 앞의 책, p.1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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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을 제정하였으나 당시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며, 저작

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56년 전면 개정에서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최소한의 저작인격권

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53 1988년 11월 전면 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에서는 

제1부 제4장에서 성명표시권에 해당하는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right to be identified as author or director, 제77조),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는 저작

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right to object to derogatory treatment of work, 제

80조), 저작물의 허위 귀속(falses attribution of work, 제84조)와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비공개권(right to privacy of certain photographs and films, 제85조)을 규정하

고 있다. 영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재산권만을 의미하며 저작인격권은 이

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의 권리로 다루어진다.54  

공표권(right of disclosure)의 경우 CDP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미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권리는 1732년 Miller v. Taylor 사건

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례 따르면 작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나 포기의 명

확한 표시 때에만 이러한 공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55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보호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보호되는 영화의 감

독은 이 조에서 정하는 상황에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서 확인되

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그의 저

작물의 훼손적 취급(derogatory treatment)에 대해 반대(항의)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취급(treatment)’이라 함은 미술 저작물에 있어서 어떤 추가(addition), 

삭제(deletion), 변경(alteration), 개작(adaptation)을 말한다. 또한 저작물의 취급이 

                                                      
53  구본진, 앞의 책, p.125. 
54  김형렬,『著作人格權에 관한 硏究』, p.34. 
55  구본진, 앞의 책,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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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왜곡(distortion) 또는 절제(mutilation)의 경우만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

한 왜곡이나 저작자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하는 경우(prejudicial to the honour or 

reputation)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된다.56  

한편 영미법계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CDPA 제87조 제2항에서서는 “저작인격권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항에서 현존 또는 장래의 저작물의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 포기를 인

정하고 있어 계약 등의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다시 말해 표준화된 계약 약관에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

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규정된 목적과

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극소수의 성공한 저작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협상의 여지도 없이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받아들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7  

2) 저작인격권의 제한 

CDPA 제79조에서는 성명표시권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성명표시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쇄 서체의 디자인, 컴퓨터에 기인된 

저작물에서는 보장되지 않으며, 직무 저작에 있어서는 제11조 (2)에서 규정한 

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

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또는 법인이 저작자로 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 등,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은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한 예외는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컴퓨

                                                      
56  CDPA Part 1, Chapter 4, 80(2) (b).  
57  정상조,「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계간 저작권』, 제33호, 1996,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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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기인된 저작물이나 시사 보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직무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영화감독이 저작물 또는 영상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저작자 또는 영화감독이 사용자 또는 영상 제작자의 저작물 이

용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58 

3)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례 

Tidy v.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사건에서는 원고인 유명 만화가

가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이 주관하는 전시회에 출품한 공룡 

만화 시리즈를 피고인 박물관 측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The Natural History 

Museum Book of Dinosaurs”라는 책에 만화를 실은 것이 문제되었다. 책에 실린 

만화의 복제는 그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크기가 원작의 약 1/7로 줄어 실렸으

며, 이에 원고는 박물관과 출판사를 상대로 원작을 훼손하여 동일성을 침해하

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에서 규정하는 

‘훼손적 취급’은 저작자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하는 경우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제된 작품이 크기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감정

을 일으켰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원

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원작의 훼손되었다는 예술가의 주장은 작가의 견

해이고 ‘객관적 사리분별 기준(objective test of reasonableness)’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59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원고인 두 명의 디자이너는 폴리머스(Plymouth) 시

위원회에서 플리머스 돔의 광고를 위한 리플렛과 브로슈어 디자인하였고, 이 

                                                      
58  CDPA Part 1, Chapter 4, 82(2). 정상조,「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 

p.51.에서 재인용. 
59  Tidy v.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 39 I.P.R. 501 (Ch. 1998). Bird, Robert C., 

Ponte, Lucille M., “Protect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under the U.K.’s New Performances Regulations”, BU Int'l LJ, 
vol. 24, 2006,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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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되었다. 1994년 폴리머스 시위원회는 

Denham에게 돔을 광고할 리플렛을 다시 요구하여 새로운 리플렛이 1994년과 

1995년에 배포되었는데 이전의 주요 이미지는 복제되었으나 드로잉은 많이 변

형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려면 작가로서의 명성이

나 명예를 침해하는 손상이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원작자가 이 변형으로 

고통 받았는지 여부가 판명되기에는 불충분하며, Denham이 원작에 충실하게 

재생산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60  

정리하자면 영국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은 저작

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하는 것이 되며, 그 동일성 상실의 판단은 작가의 주관

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

품의 재생산이나 복제에 있어서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작에 ‘충실’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미국 

1) 저작인격권의 내용 

미국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저작권 자체가 저작자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저작권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사항은 명예훼손, 

불공정 경쟁, 사생활보호, 계약법, 공정이용의 원칙 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

며, 이는 미국이 베른협약 가입을 미루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61 그러나 국

제적인 저작권 거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은 198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였

                                                      
60  Pasterfield v. Denham [1999] FSR 168. (Plymouth County Ct.). 정상조,「영국에서의 저작

자-저작권의 귀속 주체」, pp.242-244.에서 재인용. 
61  구본진, 앞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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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베른협약이행법(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 

BCIA)」을 제정하였으나 베른협약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이 미국에서 시행되지

는 않도록 하였다. 미국은 1990년에 들어서야 연방저작권법 제106조A에서 시

각예술저작자의 권리보호법(Visual Artist Right Act of 1990; 이하 “VARA”라고 한

다)을 제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VARA에서는 ‘시각예술저작물(work of visual art)’의 범위를, 이를 정의하는 

방법과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VARA에서 정의하는 시각예

술저작물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인데 시각예술저작물이란 회화, 드로잉, 판화 

또는 조각으로 단일작품(single copy)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일련번호가 부여

된 200개 이하의 한정판 복제물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오로지 전시 목적을 위

하여 제작된 정지사진(still photography image)을 말한다.62 또한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과 업무성 저작물(any work made for hire)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63 

VARA는 앞서 살펴본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성명표시

권(right of certain author to attribution)과 동일성유지권(right of certain authors to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는데 먼저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그 저작물

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자신이 창작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에 대하여 저작자

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prejudicial to his or her honor or 

reputation) 저작물의 왜곡(distortion), 훼절(mutilation) 또는 그 밖의 변경

(modification)의 경우에 자신의 이름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자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며, ‘인정된 지위를 

가진 저작물(work of recognized stature)’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62  17 U.S.C. §101. 
63  Mucinskas, Kristina, "Moral Rights and Digital Art: Revitalizing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U. Ill. JL Tech. & Pol'y, 2005,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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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ly negligent)로 인한 파괴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64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나 VARA의 

규정에는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는데 Carter v. Helmsley-Spear, Inc. 사건에서 법원은 Webster 

사전을 인용하여 먼저 ‘명예(honor)’는 “명성 또는 대중으로부터의 존경(good 

name or public esteem)”으로, ‘명성(reputation)’은 “가치 있거나 훌륭하다고 평가 

받는 상태(the condition of being regarded as worthy or meritorious)”이며  ‘손상

(prejudicial)’은 “타인의 평가로 인한 손해나 손상(injury or damage due to some 

judgment of another)”이라고 정의하였다.65  

한편 이러한 권리는 VARA 발효일 이후에 창작된 경우에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에만 존속한다.66 또한 저작인격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시각예술저작

자의 저작인격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그러한 포기

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

물과 그 저작물의 이용을 명백히 확인하여야 하며, 포기는 그렇게 확인된 저

작물과 그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영국과 같이 저작인격권

의 포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조건 없는 포괄적인 포기를 규정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7 

2) 저작인격권의 제한 

앞서 살펴본 시각예술저작물의 정의에 있어 이를 단일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로 제한한 것은 시각예술저작물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반영했다고 할 

                                                      
64  17 U.S.C. §106A (a). 
65  Carter v. Helmsley-Spear, Inc. 861 F.Supp 303 (S.D.N.Y. 1994). 
66  17 U.S.C. §106A (d). 
67  17 U.S.C. §106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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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가급적 원본에 한정하여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VARA는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 등 구체적 유형의 저작물을 

범위에서 제외하여 저작인격권의 대상을 순수 시각예술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

다.68  

성명표시권의 제한과 관련하여는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 묘사, 초상 또는 

그 밖의 이용의 경우에 성명표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9 또

한 이러한 이용으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문, 

서적 등에 VARA의 보호를 받는 회화나 조각의 사진을 게재하더라도 저작자

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표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조건으로는 시각저작물의 변경이 시간의 경과나 소재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저작물의 변경이나, 조명 및 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존이나 전시(public presentation)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의도적이거나 중

대한 과실의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70 

VARA의 경우 공공미술, 그 중에서도 건축물과 관련한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113조에서는 시각예술저작물이 건축물

에 일체화되었을 때, 저작물의 제거 시 작품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고 있다.71 이 중 전

자의 경우 VARA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저작물을 건축에 설치하는 것을 동의

하였거나 VARA 효력 발생일 이후 설치한 작품의 경우, 건축주와 저작자 간에 

문서로써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된 행위

를 저작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의 있는 시도(a diligent, good faith 

                                                      
68  17 U.S.C. §101. 
69  17 U.S.C. §106A(c)(3). 
70  17 U.S.C. §106A(c)(1),(2). 
71  17 U.S.C. §1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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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를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건축주가 저작물을 건축물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통지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지서

를 수령한 저작자가 그 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저작물을 

직접 분리하거나 또는 그 분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동일성유

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72 

미국의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

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을 공정이용원칙(fair use doctrine)으

로 규정하여 제106조A의 저작인격권 또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

각예술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의 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73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을 전적으로 저작

재산권에만 적용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미국 저작권법과 차이가 있다. 

3) 저작인격권 제한의 판례 

조각가인 John Carter, John Swing, John Veronis는 건물 로비에 조각품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1991년에 건물주와 체결하였다. 계약상 

원고들은 설계, 색상, 모양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계약에

는 예술가들은 저작물에 있어서 디자인의 저작권 표시 및 자신들이 저작권자

인 것, 당해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건물주와 분배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예술가들은 매주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건강 수당 및 보험 

수당을 받음과 동시에 계약 기간 최초의 2년간은 매주 받는 대금 지급으로부

                                                      
72  17 U.S.C. §113(d)(2) 건축주는 자신의 ‘성실하고 신의 있는 시도’를 증명하기 위해 

저작권청장에게 등록된 저작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이러한 통지를 저작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3  임덕기,『2차저작물 작성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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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 이후 계약기간은 1993년 1월과 12월에 1년씩 연

장되었으나 계약 상대의 파산으로 새로이 건물 관리를 맡게 된 Helmsley-Spear, 

Inc.가 작품을 철거할 계획을 통보하자 작가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인정된 지위’를 근거로 원고 승소판정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에서

는 계약상의 요소를 평가하여 원고들이 독립 계약자라기보다는 근로자였으며 

이 사건 조각품은 업무상저작물이기 때문에 VARA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4 

‘인정된 지위’와 관련한 판례로 Scott v. Dixon 사례가 있다.75 Scott은 Dixon 

뒷마당에 앞뒤가 40피트, 위아래가 10피트, 무게가 6000파운드 정도 나가는 백

조를 설치하였으나 Dixon은 집을 매매한 후 건설회사에 용역을 주어 백조를 

옮겼다. 그러나 이후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조각은 녹이 슬고 뒤틀려 손상되

었고 이에 작가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작품성은 일반적

으로 전문가 증언을 기초로 판단한다”라고 하며 작가가 오직 그 지방에서만 

유명할 뿐이었고, 모든 작품이 다 유명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백조 조각은 일

반인이나 평론가의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백조 조각의 유명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조각이 

‘인정된 지위’를 가진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Scott의 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정된 지위를 가진 경우에도 일시적인 작품은 VARA의 적용 범

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Pollara v. Seymour 사례에서, Pollara의 작품은 전문

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작가는 1,800달러를 보수로 받고 일회성 

행사를 위하여 높이가 10피트 길이가 30피트에 달하는 그림을 제작하였다. 이

에 대하여 법원은 Pollara의 작품이 행사를 선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보존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74  Carter v. Helmsley-Spear, Inc., 71 F.3d 77 (2d Cir. 1995). 
75  Scott v. Dixon, 309 F.Supp. 2d 395 (E.D.N.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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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인 Pillara가 자신의 작품이 인정된 지위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

했다고 보아 법률상 VARA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76 

장소특정적 미술과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가 있다.77 1999년 원고인 조각가이자 환경예술가인 David Phillips가 

피고 Pembroke Real Estate, Inc.와 보스턴 Eastport Park에 약 27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으로 조각가는 전반적인 조경 설계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1년, 피고는 보행의 편의와 공간의 활용을 위해 

원고의 작품 몇 개를 이동하거나 철거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일성유지권 침해

로 소를 제기하였고, 특히 장소특정적 미술은 ‘통합 예술(integrated art)’의 하나

로 의도한 장소에 설치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메사추세

츠 주 대법원은 VARA의 공공 전시에 대한 예외조항에 따라 피고의 손을 들

어주었다.78 그러나 제1순회항소법원은 “VARA가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식하고 

보호하는지 아니면 장소특정적 미술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지”를 문제의 사안

으로 파악하고 VARA가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장소특정적 미술은 VARA의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공공미술과 관련한 판례로 Kelley v. Chicago Park District가 있다.79 

1984년 설치 작가 Chapman Kelley는 시카고 공원에 야생화로 이루어진 2개의 

거대한 타원 형태의 야생화 화단을 공공미술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4년 공

원 측은 미관상의 이유로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하였고 이에 작가는 동일성유

지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해당 정원이 시각 예술품임은 인정하였

으나 타원 형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fixe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VARA의 보호 범위에 들지 않

                                                      
76  Pollara v. Seymour, 206 F.Supp. 2d 333 (N.D.N.Y. 2002). 
77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 E3d 128, 129 (1st Cir. 2006) 
78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819 N.E.2d 579 (Mass. 2004). 
79  Kelley v. Chicago Park Dist., No. 04 C 07715, 2008 U.S. Dist. LEXIS 75791, at *18 (N.D. Ill. 

Sept.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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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판시하였다.80 

미국의 판례를 정리해 보자면, 특히 공공미술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예술

가보다는 작품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작권과 소

유권 사이의 충돌로 인한 미술 시장의 축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저작인격권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판례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충돌에 있어서 재산권을 우선시하며 VARA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이고 광범위한 예외 조건을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각예술저작물 

중에서도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작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치되는 장

소의 소유권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이 타 시각예술저작물에 비

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17 U.S.C. §102(a) 미국은 저작권 보호대상의 요건으로 그 표현이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fixed in any tangible medium)’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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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제한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여 현재의 

성명표시권으로 볼 수 있는 귀속권(제14조)과 공표권(제15조), 그리고 동일성유

지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상유지권(제16조), 변경권(제17조) 등을 보장하였으

며, 이후 저작인격권은 1986년 현재와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을 내용으로 하도록 전면 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저작인격권은 영구히 존속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1957년 저작권법 제29조), 현행법은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4조). 정리하자면, 저작권법 제정 당시의 저작인격

권에는 저작인격권의 내용에 대한 개념과 존속기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시의 벌칙에 대한 규정만이 존재하였고, 현행법과 같이 각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 방법 등

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81 현재 우리나라 저작

권법은 제 11조 내지 제13조에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

고 있다.  

1. 공표권  

가. 공표권의 내용 

저작자는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 공표권, 즉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한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

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

                                                      
81  구본진, 앞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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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의 두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및 제25호). 또한 독일과 프랑스처럼 명문화되어 있지

는 않지만 공표를 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82 

 공표권의 취지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이 저작자

의 명성, 지위, 권익 및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저작자의 전권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기대에 반하

여 저작물이 공표된다면 이는 저작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표를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저작자의 인

격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3 다시 말해, 공표권은 형식상

으로는 무단 공표를 금지하고 공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표를 허락하거나 공

표 조건을 부과하는 소극적인 권리이지만 그 실질은 저작물의 완성 여부를 결

정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고유한 권리인 것이다. 공표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되고(제39조 내지 제42조), 저작권의 제한을 받는 저작물

의 기준(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

락 기준(제50조, 제51조)이 된다.84 

한편 공표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배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표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공표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표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되는데, 부적합한 공표도 공표로 봐야 한

다는 견해가 통설이다.85 그 근거로는 저작물은 국민들에게 이용되어야 그 효

용가치를 발휘하고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정당한 권리자는 

공표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7조) 등으로 보상받을 

                                                      
82  오승종, 앞의 책, p.349. 
83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p.330. 
84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p.329. 
85  정상조,『著作權法 注解』,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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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 불법적인 발행을 공표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면 공표는 항상 적

법한 경우에만 성립함으로 공표권 침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저작

권법 제137조 제1호에 따른 ‘부정 발행자’의 처벌에 대한 조문이 무의미해진

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의사에 반한 공표는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공표권의 ‘일회성’이라는 성질상 다시 공표권을 주장하

지 못하게 된다는 점, 공표로 인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제한 등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공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

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86 

나. 공표권의 제한 

앞서 언급했듯이 공표권은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87  그러나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다시 공표권에 

기하여 그 저작물의 공표를 금지한다면 저작물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

하거나 불법적인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

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88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또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

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

                                                      
86  이상정 외, 앞의 책, pp.90-92.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공표권은 미공표의 저작

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원화는 이미 원고의 풍속화집 등에 공표된 저
작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공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88  오승종, 앞의 책,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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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이 경우 전

시 이외의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서적 등에 게재한 형식 등으로 저작물을 공

표하는 것은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89 이 외에도 미공표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에도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

표된 경우에 그 원저작물 또한 공표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그러나 여기에서 2차적저작물의 제작만으로는 공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

니다.90 

한편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

나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

다.91 건축저작자와 건축주 사이에 소유권 및 모든 권리의 양도를 약정하였으

나 건축저작자의 공표권에 기하여 건축주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을 

금지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

하였거나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여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성명표시권  

가. 성명표시권의 내용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89  오승종, 앞의 책, p.354. 
90  김혜선, 앞의 책, p.64. 
91  대법원 2000. 6. 14. 자 99마74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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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다.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

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다.92  

성명표시권은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자신의 창작 의도와 전혀 다른 등대

가 건축되어 그 등대가 자신의 등대 도안을 기초로 건축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신문에 원고의 등대 도안을 기초로 등대를 건축하였

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저작자가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하였던 사례에서, 법

원은 “이러한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성명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권리뿐 아니라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였다.93 이

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으로 인한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명표시권은 공표권과 달리 최초의 공표 시만이 아닌 공표 후에도 계속

하여 적용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으로 표시하거나 무기명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것 등은 모

두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94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

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또한 표시 방법에 있어서

                                                      
9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판결.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합77724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한

국 저작권 판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pp.13-21. 그러나 “등대의 사진과 함
께 원고가 그 등대의 도안을 그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만
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등대도안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였다거나 등대도안을 공표함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
였다. 

94  오승종, 앞의 책,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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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림의 낙관(落款)과 같이 원본에 표시하거나 인

쇄·출판물에 있어서와 같이 책이나 유인물의 말미에 표시하거나 혹은 공연이

나 공중 송신 등을 함에 있어서 사회자나 보도자가 구두로 발표하거나 실명 

등을 기록한 기록물을 배포하는 것도 모두 성명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다.95  

서울고등법원은 저작자의 저작물 중 아호와 낙관 및 가로 세로로 그어진 

선이 함부로 삭제된 채 축소되어 인쇄되어 있는 복제물을 다시 그대로 복제하

여 전국에 다량 배포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96 또한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미술 작품

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타일 장식의 벽화로 제작하며, 각 벽화의 작

가란에 ‘작가 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 표시란을 두지 않은 사안에

서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97 

나. 성명표시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의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라 함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저작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종전의 성명의 표시를 하면 되고, 이용하기 전에 따로 요청이 있다면 그

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98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매번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

용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다만, 저작

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

작물의 이용 목적 및 태양이 저작자의 명예나 권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성명

                                                      
95  허희성, 앞의 책, pp.127-128. 
96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56665 판결.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98  허희성, 앞의 책,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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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생략이 공정한 일반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또는 저작자가 신의에 

반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이용을 목적으로 한 복

사의 경우나 호텔 등의 매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경음악의 사용 시에는 저

작자명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본다.99 

그런데 성명표시권 제한규정은 공표권과는 달리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

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공표권의 경우 공표 동의가 추정되거나 공

표가 간주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성명표시권의 경

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

한 경우에 추정, 또는 간주되는지 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느 정

도의 엄격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100 성명표시권이 제한되는 경우

는 실제로는 음악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연주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와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저작자 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느껴

지지 않고 오히려 관행화 되어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중 엄격한 해석을 지지하는 견해가 주류이다.101  

그러나 성명표시권의 제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

위를 좁히게 되면 이용자들의 이용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

여 결국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방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지나

친 성명표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규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태양뿐만 아니라 성명표시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102 

성명표시권 제한과 관련한 판례로 한 광고에서 허준 OST에 포함된 곡을 

                                                      
99  오승종, 앞의 책, p.360. 
100 김경숙,「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p.334. 
101 오승종, 앞의 책, p.361. 
102 오승종, 앞의 책,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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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작곡한 저작자의 승낙 없이 방송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화면 

왼쪽 하단에 ‘허준의 OST 음반 중에서’라고만 표시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표

시하지 않은 사안을 들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와 

같은 것은 방영시간이 매우 짧고,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타내어 광고의 목적인 제품 자체를 부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

는바, 광고의 구성요소인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그 곡의 작사, 작곡자의 실명, 

이명 등을 광고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이러한 광고의 성격상 기대하기 어렵고 

상업광고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그 음악의 작사가나 작곡가, 가수 등을 모두 

표시하지는 않는 것이  광고  제작의 일반적인 관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03 

또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진작가인 원고는 웹사이트에 자신의 저작

물인 풍경사진들을 게시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765×510 픽셀(pixel) 크기(인쇄할 

경우 약 27cm×18cm)의 사진작품들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로봇을 이용하여 원고 사진 저작물의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또

는 그보다 큰 이미지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였

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복제권, 전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

권의 침해 주체가 되려면 조문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이어야 함을 지적하

였다.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다음, 링크 

행위자는 이런 이용을 한 자가 아니므로 성명표시권 침해 주체가 아니라고 보

았다.104  

앞의 사진 저작자의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가 문제된 

                                                      
1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2가합76269 판결. 
10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박준석,「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

크 등에 따른 복제, 전시, 전송 관련 저작권침해 책임」,『민사판례연구』, 제33
집 上, 2011, p.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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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가 피고의 웹사이트

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썸네일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검색된 썸네일 이미

지와 함께 그 이미지를 수집한 웹사이트 주소를 출처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진의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목적 및 형태, 인터넷의 개방성 정보 접

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성명표시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05 

3. 동일성유지권 

가.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공공미술에 있어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

이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권리이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저작

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변형, 조작, 왜곡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무리 고쳐진 내용·형식·제호가 원래

의 것보다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자나 탈자 정정의 수준이 아닌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않는다.106 이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을 구체화

한 것이므로 저작물로 구현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완전성 혹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문화

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권리이다.107  

정리하자면 동일성유지권의 입법 취지이자 기능은 ① 직접적 기능인 사회

                                                      
105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 
106 이상정 외, 앞의 책, p.99. 
107 허희성, 앞의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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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에 대한 담보 기능과 ② 간접적인 문화재 보호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평가 담보 기능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개하여 이용에 제공하더

라도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됨으로써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

는 등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즉,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를 통해 저

작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108 두 번째로 

문화재 보호 기능을 살펴보면, 저작물이 창작되면 그것은 저작자 개인의 재산

인 동시에 문화적 소산이기도 하므로 제3자에 의한 임의 변경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유지권은 국민 공유의 문

화유산인 저작물의 내용 등에 동일성을 유지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09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만으로 동일성유지권 침

해로 보는 입장과 명예나 성망의 훼손으로 이를 연결시켜 판단하는 입장이 있

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동일성유지의 침해 성립의 범위

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등과 함께 변경의 경우 동일성유지

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명예와 

성망의 훼손과 연결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일성유지권은 첫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

지하는 권리와 둘째, 저작물의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

다. 먼저 제호에 관하여는 여기에서의 제호는 저작자가 붙인 제호를 의미하며 

후에 제3자에 의해 붙여진 호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호 자체만으로

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

다.110 두 번째로 내용 또는 형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용 목적이나 형태로 보

                                                      
108 이상정 외, 앞의 책, p.105. 
109 허희성, 앞의 책, p.131. 
1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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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순한 오류의 정정 수준을 

제외하고는 저작자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진집에 실려 있는 사진 38

점을 접사 촬영하여 전시하는 과정에서 사진작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하를 

뒤바꾸어 전시하거나, 사진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원래의 방향과 달리 전

시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111 

그러나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는 방향

으로만 기능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의 생성이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 확보 등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이다. 저자가 자신의 작품에 변형조차 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작품의 미학적 가치가 오로지 저자의 

사상과 표현적 행위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인식을 전제한다.112 특히 공공미술

과 관련하여 옥외에 설치된 조각품 등은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제기

되며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에 원작자의 협력을 받

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다른 예술가의 자문에 의한 보수 혹

은 임의적인 보수를 하게 되면 원작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를 통하여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법원은 광고 조형물의 설치 이후, 원본의 고정

식 광고판의 한계로 인하여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광판으로 교체함

에 따라 저작자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원반 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에 의해 조형물

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변형하는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시

                                                                                                                                       
발행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
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11 서울고등법원 1999. 12. 21. 선고 99나7796 판결. 
112 이상돈, 앞의 책,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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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13 

나.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대해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의 경우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다만 본질적인 내

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시 한번 예외에 대한 예외를 두

고 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즉,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경우에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만 변경’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좁고 모호하다. ‘부

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복제의 기술적인 수단에 의한 경우, 연주·

가창기술 등의 미숙, 방송 등의 기술 수단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채색 인쇄물이 원작의 색채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나 입체

적인 조형물을 평면으로 인쇄할 경우에 입체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극장용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함에 있어 일부 절단되는 것, 영상물의 내용

에 따른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데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다음과 같다. 건축저작자인 원고가 설계한 해운대 

등대 도안에서 원고가 제시한 재질이나 꽃잎의 크기, 폭 등의 전체적인 비례

를 피고가 임의로 변경하는 등 원고의 창작의도와 전혀 다른 등대를 건축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에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변된 내용이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

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변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본질적인 변형이 이루

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1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30. 선고 2004가합4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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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등대도안과 

실제로 건축된 등대의 차이는 해상에서 등대로 건축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정

도의 변경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등대도안의 이용을 허

락한 이상 이러한 정도의 변경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등대의 재

질 등을 변경한 것은 등대가 해상에서 파도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도의 변경은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3호에 정해진 저작물

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안에서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다.114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본래의 취지를 바꾸거나 왜곡할 정도”가 아니면 “동일성을 해함으로써 원고

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115  즉, 판례에 

의할 때 ‘본질적인 내용’이란 본래의 취지, 저작자의 창작의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4461 판결. 
115 서울지방법원 2000. 1. 21. 선고 99가합42003 판결(‘민주저널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글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자신의 당보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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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공미술과 저작인격권 

제１절 공공미술의 개념과 역사 

1. 공공미술의 정의와 범주 

현대의 공공미술은 전통적인 기념 동상이나 기념조형물 외에도 대지미술, 

도시 미관을 위한 조형물과 행동주의 퍼포먼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과정

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미술을 아우른다. 이러한 경향에 따

라 공공미술이라는 명칭 외에도 그 목적에 따라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공동체 예술),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참여미술(participatory art), 공

공디자인(Public Design), 공공사업 (public work), 도시디자인(urban design), 환경디

자인(environmental desig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116 이러한 공공

미술의 영역과 범주의 확장은 그 정의와 의미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며 예술가

의 권리 측면에서도 적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혼란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카메론 카르티에(Cameron Cartiere)는 공공미술이 건축, 도시

계획과 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

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사의 맥락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116 ‘커뮤니티아트’는 다양한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연극, 영화, 음악, 예술교육, 

문학 등의 광법위한 예술영역에 대중이 예술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활동
을 일컫는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빈번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형태
를 띤다. ‘참여미술’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
으로, 미술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미술과는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 ‘공공디자인’은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도시의 공적 영역에 대한 디
자인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미국의 ‘공공사업’이
나 영국의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과 유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
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2013,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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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117 즉, 공공미술의 범위 안에는 영구적인 작업, 일시적인 작업, 정치

적 행동주의, 퍼포먼스, 대지미술, 커뮤니티프로젝트, 스트리트퍼니쳐, 기념물, 

플롭아트(plop art) 등이 모두 혼재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동시에 장소특정적인 

기념비 형태의 작업과 같이 하나의 공공미술 안에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여러 

층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맬컴 마일스(Malcolm Miles)는 공공미술이 두 가지 부류로 극단화되

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설명

한다. 첫 번째 부류는 19세기 기념 동상 형식의 연장으로 사회적, 예술적 관습

을 적당하게 아우르고 있는 공공미술이고, 또 다른 부류는 미술을 행동주의

(activism)나 사회적 참여(engagement)의 한 형태로 보고 그런 시각에 맞추어가

는 흐름으로, 이러한 분류는 공공미술을 미적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데올로기

적 자각 과정의 동반자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118 

이러한 공공미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는 공공미술의 입지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도 권리의 귀속 주체

를 판별하거나 동일성유지를 위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119 따라서 공공미술의 정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인격권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합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미술을 단순히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조형물로 정의할 수는 없다.120 미술이 ‘공공(public)’의 개념을 끌어안기 위해서

                                                      
117 Cartiere, Cameron, "Coming in from the Cold: A Public Art History," The practice of public art, 

Taylor & Francis, 2008, p.9. 
118 마일스, 맬컴, 박삼철 옮김,『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Art, Space 

and the City』(1997), 학고재, 2000, p.141. 
119 동일성유지권에서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

이 된다. 
120 존 윌렛(John Willett)은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1967)에서 공공미술(public 

art)이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조형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당시 공공미술의 범위가 개방된 장소에 놓여지는 오브제 중심의 조형물에 



 

49 

 

는 작품의 미학적 측면이나 완성도와는 별개로 공공의 영역, 공공의 소유, 공

공적 의미의 표현 등 ‘공공’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공성’은 공

공미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1 

이와 같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공미술이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미술로, 

공중의 관심과 연결되어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122 다

시 말해 공공미술이란 공중을 위하고, 공중을 향하며, 공중의 참여를 통해 완

성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123 이와 비슷한 논지로 버지니아 마크시모비츠

(Virginia Maksymowicz)는 이상적인 현대 공공조각으로서 “과거와 같은 기념비

적 성격이 없는 것, 조각 자체를 일상생활에 통합시킬 수 있는 것, 본질적으로 

예술가 개인적인 진술을 피한 것, 비미술인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대중 및 소통의 개념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면 공공조각은 ‘공공’적으로 존재하기를 멈추게 된다고 지적하

였다.124 

이러한 공공미술의 정의는 예술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또한 확장시킨다. 

즉, 예술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미적 표현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주체를 넘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공중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

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마크시모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Willett, John, Art in a City, Liverpool University Press and the 
Bluecoat, 2007, pp.228-229. 

121 전혜숙,「리차드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특수성 (Site-Specificity)」,『현대미술사
연구』, 제10권, 2000, p.78. 

122 문화관광부의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띤 미술, 즉,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으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공공성이란 하나의 정의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술과 공공성의 창조적 만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공공미술은 열
려있는 개념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경욱, 양현미 
외,『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2006, p.22. 

123 이러한 공공미술의 정의에서 ‘대중(mass)’이라는 용어보다는 능동적 의미가 강조
된 ‘공중(public)’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하여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24 Maksymowicz, Virginia, “Through the Back Door: Alternative Approaches to Public Art,”Art 
and the public sphere, 1992, 전혜숙, 앞의 책, p.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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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는 “공공조각을 만든 예술가는 자신이 우선 한 사람의 시민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기 표현을 위한 여지가 거기에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125 즉, 공공미

술의 예술가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놓이는 작품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것 외

에 다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실제로 공공미술을 생산하고 그 과정

을 수행하는 작가는 더 이상 1인의 예술가가 아닌 다수로 구성된 집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 제작에 있어 공중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목

표로 하는 공공미술에서 예술가는 기획자, 교육자, 코디네이터 그리고 행정관

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이러한 예술가의 역할을 

‘경험자로서의 예술가’, ‘보고자로서의 예술가’, ‘분석가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행동가로서의 예술가’로 나누었으며, 예술가는 네 단계의 스펙트럼의 한 지점

에서 일할 수도 있고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126 또한 

레이시는 공공미술의 바람직한 상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비전에 충실할 때보

다는 자신의 구상을 공동체의 구상과 통합시킬 때 확보된다고 주장하며, 이러

한 공공미술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로 명명하고 “전통

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

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하였다.127 

한편 공공미술의 정의와 달리 그 범주나 영역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인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일스 역시 공공미술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

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라고 정의하였지만, 오브제 중심의 

작업 외에도 공공영역에 개입하는 미디어아트(media art), 큰 규모와 오랜 시간

                                                      
125 Armajani, Siah, “The Artist as Citizen “Shaping the New Sculpture of the Street””, New York 

Times, 1985, 전혜숙, 앞의 책, p.79.에서 재인용. 
126 Lacy, Suzanne, 이영욱·김인규 옮김,『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1994), 문화과학사, 2010, pp.245-250. 
127 Lacy, 앞의 책, pp.51-5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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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과정미술,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데 목적을 둔 공동체 

미술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벽화 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까지 공공미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가 시대

의 흐름과 새로운 유형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며, 인터넷

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28  

정리하자면 공공미술은 공중의 관심과 연결되어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미

술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에 있어서도 작품의 소유자와 

저작자 이외의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공중의 권리를 고

려하여 권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에 있어서 이러한 

공중의 측면에 대한 강조는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 행사에 있어서 주요한 제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의 소유자가 작품의 이동이

나 변경 시 공중의 이해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2. 공공미술의 역사 

공공미술의 다양한 의미와 범주의 확대는 시대의 흐름과 국가 공공미술 

사업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였으며, 이는 주로 서구의 공공미술 정책과 제도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공미술 정책과 제도에 따른 연대기적 구분

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성격의 공공미술 제도와 사업이 혼재

하여 있다.129 따라서 공공미술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공공미술 제도나 

                                                      
128 마일스, 앞의 책, pp.21-28. 
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와 문화관광부(2006)에서는 공공미술의 역사를 서구의 

공공미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따라 ①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1930~1950년대), 
② 건축 속의 미술(1950~1960년대), ③ 공공장소 속의 미술(1960~1970년대), ④ 도
시계획 속의 미술(1970~1980년대), 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1980~1990년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 속의 미술’ 단계의 건축
물미술작품 제도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단계의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이 동
시에 시행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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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등장에 따른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도 공공미술과 이를 향유하는 공중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30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변화하였다.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주를 이루었던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은 수준 높은 현대미술 작품을 개방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공중을 미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계획으로 인한 단조로운 도시에 대한 

치유책으로 공공미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131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GSA)의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의 ‘공공

장소에서의 미술 프로그램(Art-in-Public Places Program), 지역, 도시, 국가 차원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Percent for Art)’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제도이다.132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에서의 공공미술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

히 그 설치 장소가 개방적이라는 것에서 오는 공중의 자유로운 물리적 접근에 

지나지 않았으며, 미술작품 자체가 가진 공공적 의도보다는 그것이 놓일 장소

의 원래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더욱이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장소나 공중은 부차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장소는 자율성을 가진 작품에 있어 

                                                                                                                                       
김경욱 외, 앞의 책, pp.28-33. 

130 권미원은 미국 근대 공공미술의 역사를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미원,「공적 발언으
로서의 미술」,『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2009, pp.176-191. 

131 연구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이라는 용어를 장소 의식이 있는 미술을 단
순히 공공공간에 놓인 플럽아트(plop-art)와 같은 작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NEA가 이 용어를 단순히 공공장소에 미술작
품을 가져다 놓는 방식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에 사용했기 때문에, 권미원
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를 장소에 대한 의식없이 공공공간에 놓인 작품을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77. 

132 GSA와 NEA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전자는 연방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운
영한다면, 후자는 지역정부나 지역공동체가 발의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것이
다.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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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이나 심미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좌대나 배경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중은 엘리트적 입장에서 교육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다.133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은 공중에 대한 교육이

나 도시 환경의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자율적 성격의 미술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 미술관의 확장에 불과하며, 예술가의 

자기만족적 프로모션이자 후원자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라는 것이다.134 정리하자면 이 시기의 공공미술은 장소를 실제 사용하고 향유

하는 공중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공공성’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공공미술

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단계는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로 1970년대에 후반부터 본격화

된 도시재개발 정책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시설계를 위한 미술(Art in 

Urban Design)’ 혹은 ‘도시 재생을 위한 미술(Art as Urban Revitalization)로 불리는 

정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공공미술은 도시계획 과정과 결합하여 

거리 시설물, 건축적 구조물, 환경조형물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135 .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이 장소를 실제 사용하는 공중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과 장소, 공중, 미술작품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생겨난 

변화로, 공공미술이 공중에게 보다 가깝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장소

는 단순한 설치 공간 이상의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즉, 공공미술에 ‘장소특정

적(site-specific)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도입된 것이다. 

미국의 NEA는 1974년 공공미술이 “해당 장소에 적합할 것(appropriate to 

                                                      
133 이 시기 인기있던 작품들은 국제적인 입지를 다진 작가들의 것으로, 헨리 무어

(Henry Moore),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알렉산더 칼더(Alexznder Calder) 등으
로 대표되는 모더니스트 작가들이었다. NEA의 후원에 의한 최초의 작품은 알렉
산더 칼더의 <그랑 비테스 La Grande Vitesse> (1967)[그림 1]이다. 

134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79. 
135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런던의 카나리 와프(Canary Wharf) 

프로젝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Hall, T. & Iain R., “Public Art and Urban 
Regeneration: Advocacy, Claims and Critical Debates”, Landscape Research, vol.26, iss.1, 
20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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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mediate site)”을 강조하였다.136 이는 장소의 조건이 결정적이지는 않더라

도 최종 미술작품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가

진 것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137 더 나아가 NEA는 1970년대 말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하여 대지미술, 환경미술뿐만 아니라 인공조명

과 같은 비전통적 매체까지 받아들였으며, 시각예술 및 디자인 프로그램

(Visual Art and Design Programs)은 시각예술가와 디자이너의 협력을 장려하기도 

하였다.138 그러나 이 결과 공공미술은 순수미술의 형태보다는 건축 및 환경디

자인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공공미술의 미적 가치를 사용 가치로 평

가하는 기능주의적 특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공공미술의 미학적 가

치보다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공공미술이 장소에 있어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공공미술의 도구화 경향과 공공성의 부재는 

‘공공’을 표방하는 공공미술이 정작 자본을 가진 소수의 관심과 취향만을 강

요하며, 일반 공중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가 <기울어진 호(Tilted Art)>(1981)[그림 2]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

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능주의에 물든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비판이었다.139 

뉴욕의 연방정부 건물 앞 광장에 설치되었던 이 작품은 시민들의 시야와 보행

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1989년 철거되었는데, 여기에서 세

라는 그의 작품이 장소특정적 미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놓인 장소와 절대로 분

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결합이라는 전제에서 작품의 ‘위치 변경’을 반대했으

                                                      
136 권미원, 김인규·우정아·이영욱 옮김,『장소 특정적 미술 One Place After Another』

(2004), 현실문화연구, 2013. pp.102-105.; Lacy, 앞의 책, p.29. 
137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80. 
138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81. 
139 리처드 세라는 이 작품의 설치 몇 년 전, 당시의 공공조각의 추세를 거부함을 명

학히 하였다. “나는 구조가 모호하거나 도시 디자인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그런 
조각에는 흥미가없다…어떤 용도도 오용일 뿐이다(any use is misuse)” Serra, Richard, 
Richard Serra, Interviews, Etc., 1970-1980, Hudson River Museum, 1980, p.128. 권미원,
『장소특정적 미술』, p.1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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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품의 이동은 작품의 파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라의 장소특정적 미술은 공중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의 장소

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삶을 방해하여 자신의 비판적 

관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장소특정성이 미술작품

과 장소 그리고 공중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에 있어서 공공성의 정의와 비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부재

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140 

세 번째 단계인 ‘공공 관심 속의 미술’은 세라의 <기울어진 호>가 철거될 

무렵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술과 장소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사회적인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장소에 실제 존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공

성’을 가진 공공미술 형식의 조건이 되었다. 공공미술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

한 강조는 공공미술의 의미나 가치가 매체 자체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예술가와 

공중 간의 협업,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장소의 

의미는 일종의 사회적 실체, 즉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지게 되었다.141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계의 공공미술은 이전과

는 달리 미술과 공중, 특히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공동체와의 공통의 관심사를 통한 공중의 참여와 상호작용으

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매체나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오브제 중심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미술의 형식을 벗어나 과정이 중

                                                      
140 이와 관련된 것은 Brooks, Eric M., “ “Tilted” Justice: Site-Specific Art and Moral Rights 

After U.S. Adherence to the Berne Convention”, Cal. L. Rev., vol. 77, 1989, pp.1431-1482.; 
Horowitz, Gregg M., “Public Art/Public Space: The Spectacle of the Tilted Arc Controversy”, 
The Journal of Aesthetic and Art Criticism, vol. 54, no. 1, 1996, pp.8-14.; Hoffman, Barbara, 
“Law for Art’s Sake in the Public Realm”,  Colum.-VLA JL & Arts, vol. 16, 1991, pp. 39-96. 
참조. 

141 권미원,「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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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되는 장·단기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중은 실제 창작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그 구상단계에서 완성까지 주요한 창작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공공미술의 시작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1972년 신설되었던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이 서울시에서 의무화된 시기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기념

조각’에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형’으로 변화한 시기이다.142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

환경 미화 차원에서 모더니즘 조각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공

공미술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양적 성장은 공공미술의 ‘공공성’

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양적 성장과 ‘공공성’에 대한 

고찰은 2000년대 미술계뿐만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

심으로 연결되어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 이나 ‘공공 관심 속의 미술’ 단계로 

볼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제２절 공공미술의 사유화와 저자의 확장 

1. 공공미술의 재원(財源)에 따른 사유화(私有化)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공미술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 

                                                      
142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대중이 공공 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접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시기에는 주로 학교 설립자의 동상이 대부분이었으
며, 해방 이후 1960년에서 1970년대에는 애국선열의 동상과 민족 주체성의 강조
를 위한 기념 조형물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예술가의 미적 가치관의 표현이나 
의식의 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미적 의도를 가진 근대적 의미의 공공미술
의 시작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등장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호,
「공공미술과 법제: 2011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조사」,『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12, p.9.; 김이순, 문혜영,「이념을 위한 공공미술에서 공존을 위한 
공공미술로-한국 공공미술의 패러다임 변화」,『예술과 미디어』, 제13권 제1호 , 
201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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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원을 조달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 또는 민간 단체이다. 공공미술

에 있어서 재원은 타 미술 저작물에 비해 그 수행 및 완결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미술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공공 관심 속의 미술’은 연대기적으로 구분된 단계이지만 

현재에도 다양한 단계와 형태의 공공미술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나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의 경우, 재원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이는 공공미술이 개방된 공간이나 주변의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그 크기와 재질이 결정되고, 작품의 완성까지 여러 행정적 과정을 거쳐야 하

며, 설치에 있어서도 작가 외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의 경우,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고급화 정책(gentrification)과 맞물리면서 재원을 지원하

는 주체는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민간 기업, 투자자, 정부나 지자체 관료가 되

었고, 공공미술은 이들에게 문화산업의 ‘상품’으로 활용되게 되었다.143 즉, 공

공미술은 기업의 사회 공헌, 장소 마케팅, 도시 재정비 사업 등을 목적을 위해 

공원 건설, 작품 기증, 예술가 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수단화되었다.144 이와 

같은 공공미술의 상품화는 후원자의 재정 지원의 목적과 예술가의 미학적 목

적과의 차이로 소유자와 저작자 사이의, 혹은 소유자와 공중 간의 갈등을 불

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장소를 제공하

는 등 공공미술이 사유화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특히 공중이 일

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학교, 병원, 사옥, 주거단지, 은행, 호텔 로비 등의 

준-공공공간(pseudo-public private place)에 공공미술이 위치한 경우 문제가 빈번

                                                      
143 Mulcahy, Kevin V., “The Public Interest in Public Cultur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21, no. 1, Routledge, 1991, p.245-246. 이슬기,「공공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변
화 및 도시공간 속 장르의 변화양상 고찰」,『미술사학보』, 제39권, 2012, p.336.에
서 재인용. 

144 이슬기, 앞의 책,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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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발생한다.145  

한편 공공미술 사유화의 또 다른 원인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이다. 146 

『2012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건축물미술작품은 총 설치금액 

620억 원에 619점의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민간부문에 의해 설치된 작

품은 492점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였으며 공공부문에 의한 작품은 118점

으로 전체의 19.1%에 불과하였다.147 이러한 제도에 의해 사유화된 공공미술은 

그 작품의 성격에 대한 선정이나 사후관리가 사실상 소유자의 책임이 되며, 

여기에서 공공미술이 갖는 ‘공공성’은 개방된 장소라는 장소의 특징에서 기인

한 것으로 공중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유화된 공공미술은 그 재원 지원 및 설치의 목적이 상업성과 

결부하게 되면 작가의 선정에 있어서 이미 공중에게 잘 알려졌거나 홍보의 수

단으로서 효과적인 성공한 작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자칫 일부 미술

계와 소수 예술가들의 경제적 특권을 고착화하고, 지배층이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와 취향을 강요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의 선정과 설치 과정에서 공중을 외면하게 되면 재

원을 조성하는 기관·단체와 공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에 위치한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의 <스프링 Spring>[그림 ]이다. 이 작품은 설치를 전후하여 문화계 내에서 많

은 반대와 비난을 받았다. 일례로 ‘문화연대, 문화우리, 미술인회의, 민족미술

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2006년 2월 ‘서울시의 청계천 조형물 작가 

                                                      
145 이슬기, 앞의 책, p.335.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빌딩 앞에 

있는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꽃이 피는 구조물- 아마벨을 추억하며 
Flowering Structure –In the Memory of Amabel>(1997)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1997년 
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하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자는 
논의가 팽배했으나, 작가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려 원래 있던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김종근, 이주연, 심상대,「초점/포스코 센터의 ‘아마벨’ 철거 논란을 보
며」,『미술세계』통권 제177호, 1999, pp.30-38. 

146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관련하여는 제4장 제2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147 예술경영지원센터,『2012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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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대한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스프링>의 선정 및 제

작 진행 과정을 비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장소성에 무지한 외국 작

가를 선정하였다는 점과 그 선정 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이에 

따른 한국 공공미술의 식민화에 대해 경고하였다. 특히 35억 원이라는 거액의 

설치 비용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KT에서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액 부담하였다.148 이러한 작품의 선정과 설치 및 후원의 이면에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세계적인 랜드마크화 하

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와 그 재정을 조달함으로써 문화적 기업 이미지의 홍

보를 꾀한 KT의 상업적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확장된 관객: 대중(mass)에서 공중(public)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단계의 공공미술에서 관객은 단

순한 ‘향유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관객을 ‘대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국

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중(mass)이란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며, 엘리트와 상

대되는 개념으로 수동적·감정적·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다.149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공 관심 속의 미술’ 단계 혹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에
                                                      

148 김정희,「“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2호, 2008, 
pp.200-201. 

149 http://stdweb2.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중’을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미술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중’과 ‘공중’
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일반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공중’을 사
용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정의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사회학 분야에서는 ‘대중’과 ‘공중’을 구분하여 사용
하고 있는데, ‘공중’이라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언급된 존 듀이(John Dewey)의『공
공성과 그 문제들 Public and its Problem』(1927)에서는 이를 “사적 개인들이 자발
적으로 모여 형성한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공공미술의 특성
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학적 의미의 ‘대중’과 ‘공중’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공중’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와 설명은 조맹기,「칸트의 공중(the 
public)과 그 공동체 회복」,『언론과 법』, 제11권 제11호, 2012, pp.221-229.참조.;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증보판 법령용어사례집(상)』, 2003,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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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 의미의 대중이 아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예술가에

서 관객으로, 오브제에서 과정으로, 생산에서 수용으로 이행시키며 특수한 관

객 집단의 직접적인 참여, 이상적으로는 협업을 통해 저자성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50 관객은 작업의 구상에서부터 생산의 핵심으로 존재하며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이끌

어내어 공론을 만들며 이들의 관심과 쟁점은 미술의 주제로 채택되고, 이에 

따라 관객 스스로 미술 제작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객들의 비

판적인 관점이 작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관객은 작업의 창조성을 규

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151 다시 말해 관객은 공중(public)이 된다.  

공중이란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체

이다. 즉, 공중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

기 어려운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

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52 이 공중을 구

성하는 개인은 대중이나 군중을 구성하는 존재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그들 중 일부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과 그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적 자아가 활성화’

되어 ‘스스로를 공중으로 만든’ 것이다.153  

존 듀이(John Dewey)는 한 사회의 발전에 공중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

장하면서 공중이 완전한 능력을 갖춘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

는 보다 중요한 점은 개인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공중의 문

                                                      
150 권미원,『장소특정적 미술』, p.173. 
151 이영욱,「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과 그 비판」,『美學』, 제61집, 2010, p.118. 
152 이준웅,「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언론정보

연구』, 제46권 제2호, 2009, p.14. 
153 위의 책,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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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하여 그들이 집합적으로 토론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4  ‘공공 관심 속의 미술’에서의 공공미술은 공중에게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의 계기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현대의 공공미술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목표로 공중 스스로 문제

를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객의 의미를 

‘대중’에서 보다 이성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공중’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공중은 공공미술의 실행에 있어서 예술가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객을 넘어서 저작자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작금의 공공미술에 있어서 공중

의 저작자로서의 입지와 역할은 저작인격권의 귀속과 행사에 있어 중요한 문

제이다. 이와 관련하여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３절 공공미술 관련 저작인격권의 쟁점 

1. 공공미술의 소유자와 저작인격권 

가.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 

공공미술에 있어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재원과 장소를 들 수 있다. 이 

중 재원은 공공미술의 실현뿐만 아니라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다시 말해 작품의 사후관리에도 그 제작과 설치 못지 않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원을 지원한 후원자와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유자

가 일치하게 될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작자의 

권리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공미술

의 수정·변경이나 이동 혹은 철거 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간과하게 만

                                                      
154 이준웅, 앞의 책,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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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비용과는 무관하게 저작권은 소유권과 

대등하게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할 수는 없다.155 

공공미술 재원의 측면 외에도 소유권이 저작인격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주

된 원인으로는 그 소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크게 제도와 공공미술의 내제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먼

저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공공미술 작품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타의에 의한 이러한 작

품의 소유는 결국 적절한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

조에서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

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실제로 작품 관

리 목록의 부재나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한 기금제의 도입으로 원치 않는 공공미술에 대한 소

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공미술의 경우, 그 소유권이 설치되는 장소와 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공미술은 그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이루

어진다. 미술 작품은 특성상 개인의 취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공공미술의 이전은 새로운 소유자의 취향에 부합하지 

                                                      
155 공공미술의 소유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

용·수익·처분할 권리인 소유권을 갖는다.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으로 공공미술의 소유자 또한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처분할 수 있다. 권영준,「저작
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
1호, 2010,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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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취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의 개발

이나 용도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공미술의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

작자가 저작인격권, 그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공공미술은 그 복제본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방된 장소에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특성 때문에 소유자의 무단 변경·철거 및 파괴는 저작

자의 정신적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공미술에 대한 평

가가 저작자의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작품 그 자체가 공중에게 작가를 인식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된다면 민법 제211

조의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을 보유하

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중시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소유자에게 작품에 대한 취향이나 작품의 필

요성을 강요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소유권 행사와 관련

한 부득이한 경우 혹은 공공미술에 내포된 사상이나 내용적인 이유로 저작물

을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156 

                                                      
156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치욕적 기념물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하여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또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작품을 어떻게 취급할 지도 문제도 비슷한 예이다. 이와 관련하
여 1967년 미국 일리노이 에드워즈빌(Edwardsville)시에는 새로 건축되는 시청건물 
옆면에 시민위원회가 선정한 에드워드빌의 초기 정착민을 주제로 한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하였다. 20년 후 지역민들은 “니그로(Negro), 일리노이 초기 주지사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노예의 상징”으로 묘사된 형상에 대하여 아프리카계 미국
인을 천편일률적이고 인종비하적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
였고, 작품의 일부를 다른 형상으로 변경하였다. Merryman 외, 앞의 책, p.443.; 이
상정,「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계간 저작권』, 통권 제97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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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이다. 이는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동일

성유지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 공중은 더 이상 왜곡된 형태

로도 저작물을 감지할 수 없으며,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것보다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 저작자에게 더 강한 모독일 수도 있다.157 

다시 말해 저작자는 단순한 변경으로 인한 나쁜 평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그 장소에 전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성망은 더 이

상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작품의 유실은 전체적인 작품을 통한 예술가로서

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특정 작품이 없어지고 나면 저작자가 

당해 작품의 창작자였다는 것,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158 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파괴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대상이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재산권 체

계 전체와의 조화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59  

특히 공공미술과 같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은 그 공개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평가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일반 여론에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저작자가 받는 

충격이 타 저작물에 비해 더 클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160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미술의 경우, 그 규모와 재질 등으

로 인해 작품의 철거나 이동이 완전한 파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의 파괴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적용한다면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파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

                                                                                                                                       
pp.63-64. 

157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pp.144-145. 
158 이상정,「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p.61. 
159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p.145. 
160 이상정 외, 앞의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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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161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과 소유권이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작가는 30여 년 동안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생태와 평화문화운동을 벌여왔다. 그는 2005~2007년에 통일

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구내에 폭 2.8미터, 길이 100여 미터가 되는 대형 벽화

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통일부는 작가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모두 철거하

였고 철거 과정에서 벽화의 일부가 훼손되었다[그림 4]. 통일부의 철거 이유는 

작품이 정치 이념적 색깔이 가미된 민중화를 떠올리게 하며, 일부 외설적이고 

혐오스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이 작품은 설치 이전

에 통일부와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저작인격

권 침해와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의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1심 이후 이 작품을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소각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 행위에 대

항할 수 없다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며 “만일 저작인격권자가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 양도 후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유보하고 소유권의 행사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를 추급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물의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작물 

보유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하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

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도 있다”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 보호하는 ‘저작

물의 동일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

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

고 설명하였다. 저작물의 폐기와 관련하여는 궁극적인 폐기 행위를 저작인격

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폐기를 위한 손상, 절단 등의 행위는 

                                                      
161 허희성, 앞의 책, p.146.; 오승종, 앞의 책, p.378.; 서달주,『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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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이므로 폐기 행위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162 

이 판례에서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미술의 원활한 시장 유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인격권의 입장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향후 판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동일성유지권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

항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저작인격권 자체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저작인격권은 본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자신의 명성, 성망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용될 때 이를 보호하고자 함인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

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시장의 유통을 근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미술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유통’이라는 측면이 그 시장

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저작물의 동일성’이 그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미술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저작물 간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해석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표현된 조형

물 자체가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타 저작물에 비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쉽

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는 근거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접착 벽화라는 저작물의 성질상, 소유자가 저작물의 이동을 위해 

벽과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손상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향후 분쟁에 있어 저작자와 소유자의 

균형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6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작가가 예

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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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의 판례와 같이 동일성유지권에서 저작물의 파괴를 제외한다면 

‘유지’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문화 및 관련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도 합당하지 않다.163 또한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도라산 사례에서처럼 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변경 대신 파괴를 선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재 후보로서의 미술품을 지켜낼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은 그 파괴의 의도와 작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파괴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계약관

계 등의 해석을 통해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장소특정적 미술과 저작인격권 

앞서 살펴본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 원고에서 주장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이유 중의 하나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는 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의 

벽화는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에 해당하여 

작품이 위치한 특정 장소 또한 그 주요 구성 부분인 미술 작품”이라고 설명하

면서 “피고가 이를 철거하여 다른 곳에 옮긴 것 자체로 작품의 의미와 완전성

이 손상되어 원고의 창작 의도가 침해되고 작가로서의 명예도 훼손되므로, 개

변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다.164  

이는 앞서 살펴 본 리처드 세라의 주장과 흡사하다. 세라의 변호의 핵심

은 ‘장소특정성’이었으며 그는 청문회에서 작품이 그 장소를 위해 고안되고, 

그 장소에 설치되며, 그러므로 그 장소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존재하면서 그 

장소의 성격을 변경시킨다. 그것을 떼어내는 것은 작품이 존재하기를 멈추게 

                                                      
163 이상정 외, 앞의 책, p.170. 
164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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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였다.165 VARA 제정 이후의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판례 에서도 저작자가 주장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요소 또한 장소특

정성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서는 VARA가 장소특정적 미술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특정적 미술에는 VARA가 적용되

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공공 전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이유로 들었던 원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법원도 도라산역 사건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로 장소특정적 미술

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판단하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이 벽화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특정 공공장소에 설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각예술은 그 작품의 

의미와 설치 장소가 하나로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공간적, 역사적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라고 장소특정적 미술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간접적

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장소특정적 미술이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

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Phillips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소특정적 미술에 

                                                      
165 R. Serra, 1985년 3월 6일,〈기울어진 아크〉에 대한 청문회 기록 “The Matter of :A 

Public Hearing on the Relocation of ‘Tilted Arc’ at K.Javits Feder외 Building”, p. 43. 전혜숙, 
앞의 책, p.87.에서 재인용. 이 사건은 VARA 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의 측면이 아닌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판단하였다. 법원은 미술품은 
언어에 의하지 않는 다른 표현 형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예술적 표현이 정부에 귀속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세라는 자신의 작품을 
이미 6년간 광장에 전시하여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생각을 표
현하는 것을 보장하나 영구적으로 발언을 계속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시한 후에 설치 장소를 재설정하는 것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Serra v. United State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847 F.2d 1045, 1051 (2nd Ci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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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위 사례들

에서 모두 ‘장소’의 개념을 물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소특정적 미술의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공간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일 뿐

이다. 미국의 시각예술저작물이나 우리나라의 미술 저작물 모두 미술의 형태

나 스타일에 따라 구분하여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장소특정적 미술 

또한 미술 저작물의 광범위한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인격

권 적용을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미술 저작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과 같은 다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166  

그러나 장소특정적 미술에 있어 장소와의 분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주

장은 장소특정적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동일성유지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세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울어진 호>와 비슷한 호 형

태의 조형물이 연방 광장과 조건이 다른 여러 장소에 비슷한 방식으로 설치되

어 있어 그의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주장을 희석시켰다. 그 예로 <세인트 

존스 로터리 아크 (St John’s Rotary Ark)>(1981)[그림 5], <클라라 클라라(Clara, 

Clara)>(1983)[그림  6], <라 팔메라(La Palmera)>(1982-1984)[그림 7]를 들 수 있

는데, 이 중 <클라라 클라라>의 경우 원래 계획한 장소에 세우지 못하고 그대

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되어 세라의 주장이 저작인격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하였다.167 

더 나아가 장소특정적 미술의 내용과 그것이 설치된 물리적 장소가 직결

되지 않는 경우에 작품과 장소를 분리하는 것은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작

가의 의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공공미술의 경우, 

작품의 이동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은 먼저 저작물에 있어 ‘장소’

                                                      
166 Nordby, Rachel E., “Off of the Pedestal and Into the Fire: How Phillips Chips Away at the 

Rights of Site-Specific Artist”, Fla. St. U. L. Rev., vol.35, 2007, pp.188-189. 
167 전혜숙,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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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가지는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소’의 의미가 과연 ‘본질

적인 내용’에 속하는 것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장소

의 변경이 과연 저작자의 사상에 대한 오인을 가져오는지의 여부로 해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은 저작자가 아닌 공중에 의한 것으로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장소특정적 미술은 작품의 이동만으로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타 공공미술에 비해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를 엄격히 

검토하여, 예외 조항인 ‘부득이한 경우’를 더욱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성유

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공미술의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가. 업무상저작물과 위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대부분의 공공미술은 기업이나 국가를 통한 재원에 의해 실행된다. 이때 

비록 개인이 창작한 공공미술 작품일지라도 계약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예술

가가 국가·법인·단체 등과 근로·고용관계가 되면 그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

(work for hire)’이 되거나, 위임 또는 도급 관계의 경우에는 ‘위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피용자인 예술가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168 이때 고용주가 원칙적인 저작자로서 모든 저작권을 취득

하며, 따라서 저작인격권 또한 고용주에게 귀속되어 실제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격적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된다.169 이는 다양한 저작

                                                      
168 저작권법 제2조 제31항. “업무상저작물”은 법인ᆞ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
물을 말한다. 업무상저작물이 되기위한 요건으로는 크게 ①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에 있어서 기획을 해야 할 것, ②저작물 작성자는 반드시 그 법인 등
에 종사하는 사람, 즉 종업원이어야 할 것, ③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
어야 할 것, ④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어야 할 것 등 5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기태,『저작권법 총설』, 형설출판사, 2013, p.44. 

169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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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창작 방식에 있어서 고용주에게는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작

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해주고, 피용자에게는 고용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창작할 때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상당한 보수를 보장함으로써 이

를 통한 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

다.170  

한편 위탁 관계에 의해 작성한 저작물은 위탁을 받은 자(수탁자)를 수족

처럼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권리가 수탁자에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앞의 해석과 같이 위탁저작물에 있어서 수탁자를 저작자로

서 인정하게 된다면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남게 된다. 이때 위탁자는 저작물

의 변경이나 수정이 발생할 때마다 수탁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대부분은 업무상저작물의 형태

보다는 위탁저작물의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귀속 문제는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위탁 관계의 성질에 따

라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귀속을 유연하게 인정하여 법인 등

의 위탁자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저작자와 소

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저작인격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171 특히 국외 작가에 의한 대부분의 공공미술에서는 예술

가가 작품의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하고 실제 제작과 설치는 재원을 조성한 단

체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귀속은 매우 민감

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72 

                                                                                                                                       
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70 박현경,「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靈山法律論叢』, 제7권, 
2010, p.141. 

171 김경숙,「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2009, 
p.579. 

172 앞서 예를 든 청계천의 <스프링> 또한 예술가는 디자인과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7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 ‘롯티사건’이 있다.173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호텔 롯데는 롯데월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동물 캐릭터 도안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계열사인 대홍기획에게 동 도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대홍

기획은 신청인(A) 등 작가 10명을 선정하여 도안 제작을 위촉하였다. 대홍기

획은 계약 상에 소재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후 A의 도안을 채택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중간 과정을 상호 협의해야 하고 그 수정·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작품의 모든 법적인 권리(도안에 대한 소유권, 의장권, 상품권, 

상품화권, 저작권 등) 및 그 사용에 따르는 모든 법적 권리를 대홍기획에 귀

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A는 위 계약에 따라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기본 도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도안을 제출하였으나, 대홍기획은 여기에 불만을 표시

하고 재차 수정을 요구하였고 A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홍기획 측은 제3

자인 B에게 제작 변경을 의뢰하여 A의 도안과 유사한 너구리를 주제로 한 캐

릭터에 ‘롯티’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 등록을 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이 제작한 

롯티 캐릭터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양도하였지만, B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도안은 자신이 만든 너구리 도안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므로, 원저작자로서 여

전히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 모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 관계의 해석

상 저작권은 원초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

                                                                                                                                       
실제 제작 및 설치는 국내 감독 및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
트(이하 APAP)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외작가에 의한 작품은 작가가 해당 지역
을 고려한 디자인과 설계를 보고 APAP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173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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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저

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제2조제2호)는 ‘창작자주의’를 

전제로,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되고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

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인격이 그 작품에 표현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

며 저작물의 저작자가 수탁자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

닌 이유로는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

로써 주문자 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

다면 주문자 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

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원심은 해당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판단한 반면 대법원

에서는 위탁저작물로 판단하여 위탁 관계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있어서도 

고용 관계가 없는 이상 그 작품의 저작자는 창작자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결국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대원칙(창작자주의) 내지 법적 안정성을 유지를 위한 논리를 펼친 것으로 판

단된다.174 그러나 여기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닌 근거인 ‘묵시적인 동의’

는 실질적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묵시적 양도’ 혹은 ‘묵시

적 포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인격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신전속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면 ‘묵시적 동의’는 저작인격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이 사건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

닌 이유는 도안의 변경으로 인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으므

로 인격적·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175 또 다른 견해로는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 A

                                                      
174 김경숙,「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 p.585. 
175 도두형,「著作物同一性維持權이 미치는 範圍 <判例>」,『人權과正義』, 제2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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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안을 수정한 것이 아닌 제3자인 B가 그와 유사한 자신의 도안을 제작한 

것으로 두 도안의 작성 주체가 바뀐 이상 복제권 내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문제로 저작인격권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176 위의 학설은 모두 대법원과 

같이 저작자를 수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계약 관계의 해석으로부터 위탁

자가 저작자가 됨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상

업성이 강한 위탁저작물의 경우에 계약관계의 해석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성을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위탁자를 저작자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는 것이다.177   

공공미술의 경우 디자인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내포한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자의 미적 표현과 의도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순수미술

이며 저작자에게 있어 그 저작물은 유일무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러한 공공미술이 위탁저작물인 경우 업무상저작물성을 기준 없이 확대하여 적

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미술의 실현에 있

어 예술가의 기여도에 비하여 고용주가 재원 조달은 물론 제작까지 수행하는 

등 실제 비중이 큰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수탁자에게 저작인격권을 

귀속시킬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공공미술이 위탁저작물일 경우 계약 관계의 해석을 통해 저작자

와 위탁자 간 관계의 성질과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상저작물성의 확대 적용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분쟁 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동 창작의 저작인격권 

공공미술은 그 목적과 규모 등의 이유로 여러 예술가가 함께 공동 창작하
                                                                                                                                       

1994, p.89. 
176 이상정,「판례평석: 대법원 1992.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소위 롯티사건」, 

『창작과 권리』, 제6호, 1997, pp.18-33. 
177 김경숙,「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 p.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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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관객과의 협업을 통해 

저자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예술가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

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예로 2012 마을미술프로젝

트의 부산 사하구의「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에서 작가들과 지역민 10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를 제작하였으며, 강원도 철원의 

「Forever River」에서 주민들이 작품 <강의 노래> 제작에 참여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공공미술 사업에서의 저작자는 커뮤니티화 되어가는 추세이

다. 178  이러한 경우 공공미술은 법적으로 공동저작물로 정의되어 저작인격권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 주민 등의 집단의 참여로 이루어진 공

동저작물인 경우 영상 저작물과 같이 그 저작자를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

가 있어 저작인격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동저작물(joint work, work of joint authorship)’은 저작권법 제2조 제21항에

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이라 함은 단

순히 하나의 저작물을 함께 창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서 공동저작자 각각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179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

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

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

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180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1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pp.92-147. 
179 정상조,「저작권의 공동보유」,『법학』, 제40권 제2호, 1999, p.219. 
18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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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181 ‘전원 합의’를 규정한 것은 본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니

고 단독으로 행사되는 것인데 공동저작물에 있어서는 자신의 저작인격권 행사

가 타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저작인격

권의 속성상 당연한 공동저작자 간의 관계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

다. 또한 저작인격권의 행사에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요구되지만, 각 저

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182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

는 것은 쉽지 않다.183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영상 저작물이다. 영상물에는 관여하는 조직, 사람, 

제작 형태가 다양하고 많은 자금이 투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저작재산권을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만 두어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184 공동 창작의 공공미술의 경우에도 각각의 창

작적 기여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작인격

권의 귀속 주체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규

정을 두어 권리의 포기나 양도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우

리나라 저작인격권의 기본 성격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업무상저작물 등으로 취급하여 국가 기관이나 

공공미술 단체를 저작권자로 설정하여 권리의 귀속을 따지거나 계약 등을 통

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81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182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183 정상조,「저작권의 공동보유」, p.223-224. 
184 김혜선,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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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에 있어 공중의 의의 

저작권법상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의미

한다. ‘공중’은 저작물의 전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저작권법의 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공중이 어떻게 정의되고 

해석되는가에 따라 권리 범위 등이 상이해지고 저작권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185 또한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는 공중의 범위에 따라 공표

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보통 ‘불특정 다수인’은 ‘특정’ 또는 

‘불특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적 결합관계’(예를 들어 가족·친지 등)의 범위가 

주요 논쟁이며, ‘다수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다수’의 범위도 ‘상당’과 ‘다수’ 모

두 불확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다수인’이

라도 정도에 따라 공중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대상과 같이 동일 시

간, 동일 장소가 아닌 분산된 개별 접촉도 다수로 집적 되면 공중 접촉이 되

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공중인가 하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여 

사례별로 판단할 문제로 귀결된다.186 

한편 요즘의 공공미술에서 관객이 미술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미술에 대한 

향수를 증진시킨다는 통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팎에 있는 사람들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공적 쟁점에 주목하는 공공미술은 자연스럽게 해당 주제가 삶에 중요한 쟁

점이 되는 공중에게 집중하며 그 본성상 일반 공중이 아니라 자신의 추구하는 

쟁점의 주인공이 되는 특정 공중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미술이 공

중의 삶과 관련된 논점을 다루면서 그 논점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중을 작업의 목표로 삼고 실행되는 것이

다.187  이러한 공공미술이 추구한 의도의 실현 여부는 저작자의 표현이 아닌 

                                                      
185 김형렬,『著作人格權에 관한 硏究』, pp.97-98. 
186 김형렬,「저작권법상 ‘일반공중’의 개념」,『지적재산권』, 제8호, 2005, pp.42-49. 
187 장민한,「일반 공중 없는 공공미술의 두 흐름」,『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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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설정된 공중에 의해 판단된다. 즉, 여기에서 공중은 저작자 외에 그 작

품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 공중은 직접적으로 얽혀있지 않은 제3자이

나, 작품의 실현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공공미술에 있어서 공

중의 이해관계를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의 정의에 있어서도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미술이라는 

측면에서 공중의 이해관계는 무시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정부나 공공기

관에 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중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공중은 직·간접적으로 공공미술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중이라는 측면을 저작인격권에 반영하는 방법은 공중의 이해관계가 저작물

의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볼 때 저작인격권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중의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로잡힌 청중(captive audience)’과 관련한 저작인격권의 제한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로잡힌 청중’ 이론이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표현을 받는 자, 특히 원치 않는 표현(unwanted or 

offensive speech)을 받는 자(unwilling listener)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자의 표

현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자주 등장한다. 이 이론은 표현의 자유의 행

사 과정에서의 표현을 매개로 하여 표현을 하는 자와 표현의 수령자(recipient; 

listener, viewer)를 대립시키고, 후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여기에서 ‘사로잡힌 청중’이란 원

하지 않는 표현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으로는 ①개인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권리(자율권)(the right 

to make individual choices(autonomy)), ②휴식권(the right to repose), 그리고 ③감수

                                                                                                                                       
제1호, 2014, 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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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the right to be free from offence) 등이 있

다.188 

공공미술 또한 시각적 표현으로 사로잡힌 청중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공공미술에 있어 사로잡힌 청중은 원치 않는 미술 작품에 노출되어 있는 공중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각적 표현과 비교하여 시각적 표현은 단순히 눈을 돌림으로써 원하지 않는 

표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수령자를 사로잡힌 청중으로 보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 예로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사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의 스크린에서 누드필름의 상영을 금지하는 시 조례

의 합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눈을 돌림으로

써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공공장소에 적용되

는 사로잡힌 청중 이론의 한계를 재확인하였다.189  

그러나 공영버스의 광고게시판을 이용한 정치적 홍보의 사례에서는 법원

은 라디오는 꺼버릴 수 있지만, 광고 게시판은 그럴 수 없으며 승객들이 공영

버스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영버스의 승객들은 사로잡힌 청중들이라

고 판결하였다.190 공공미술도 그 크기가 건축적인 규모거나 설치 장소가 버스, 

전철 내부 등인 경우에 따라서 사로잡힌 청중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예술 창작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예술 활동의 자유에 의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191 따라서 공공미술의 수령자인 공중의 프

라이버시권과 저작인격권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나 철거 등에 대한 권

리의 제한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8 김배원,「미국헌법상 “사로잡힌 청중의 이론”」,『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pp.135-139. 
189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1975). 
190 Lehman, 418 U.S. at 302-303. 139. 김배원, 앞의 책, p.168. 
191 헌법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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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로잡힌 청중 이론을 아무 때에나 적용할 수는 없다. 자칫 예술

가와 관람객, 소유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사로잡힌 청중 이론을 근거로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설치 장소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192 예컨대 

장소의 본래의 성격이 공중의 집회나 교류를 위한 공공장소인지, 사적 장소, 

혹은 준-공공장소인지에 따라 저작인격권의 제한 정도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

며, 각 사례별로 저작자와 소유자, 공중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192 이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 Claudio v. United States, 836 F.Supp. 1230 (E.D.N.C. 1993)가 

있다. 작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로비에 나체 여성들이 그려진 캔버스
에 낙태에 대한 표현이 있는 작품 전시를 전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예
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에 관한 정치적 표현이라
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① 건물 사용과 관련한 정부 정
책이나 관행, ② 시설의 성격, ③ 표현 활동과의 호환성, ④ 허가받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원고의 작품에 대해 낙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작가
의 관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작가의 관점을 억압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
단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캐슬린 킴, 앞의 책, pp.439-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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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제１절 저작인격권 제한 시 법적 기준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문제 중 분쟁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부분

은 작품의 이동 및 철거 등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그러나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근거로 타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의 

균형 측면에서나 시장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사

례에 따라 소유자, 저작자, 공중이라는 각 주체의 권리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

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분쟁을 사례별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나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좋지 않다. 따라서 법적

인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소유자에게는 행동지침으로 작용하

여 분쟁의 사전 예방이 되고 저작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과 창작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193  

이러한 저작물의 철거, 특히 파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이 있다. 이 중 미국은 ‘인정된 지위’를 가진 작품에 한하여 명문 규정으로 파

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에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훼손 행

위 속에 파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 가능한 미술 작품의 저작

자에게 그 저작물을 제거할 합리적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

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또한 저작자의 생존 시에

는 원본 폐기를 저작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4  

스위스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원작품의 파괴를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

                                                      
193 계승균,「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p.158. 
194 이상정 외, 앞의 책,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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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고 있는데, 스위스 저작권법 제15조는 “원작품의 소유자는 그 작품의 별

도의 복제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저작자가 보존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에 대한 반환

의 제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파괴하지 못한다. 소

유자는 저작자의 반환 제의 시 당해 작품의 재료비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자는 원작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원작품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

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거나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설계도의 복제물을 요구

할 권리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5  

한편 파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향도 종래 

저작물 파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점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성질, 

파괴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소유자와 저작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입장

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6 저작물의 원활한 시장 유통과 이해관계

를 가진 각 주체간 권리의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철거나 파괴와 관련한 우리

의 입법례 또한 호주와 같이 훼손의 범위를 파괴까지 확대하는 대신 제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스위스의 입법례와 같이 작품의 유일성 등 보

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자체의 범위를 설정하여 행위의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미술에 있어 소유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제3자의 권리가 충돌할 경

우, 비교형량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 즉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

는 대상 공공미술의 창작성, 당해 저작자의 전 작품 중에서 당해 작품이 차지

하는 중요성(위치), 작가의 명성, 작품의 유일성, 작품이 동산이나 부동산에 포

함된 구성품인지 여부, 그리고 실용적 목적의 여부, 소유자가 개인인지 공공기

관인지의 여부,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인지 아니면 부주의의 결과인

                                                      
195 이상정,「스위스저작권법 개요」,『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1995, p.8. 
196 이상정,「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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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이 있다.197 즉,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개인이 소유하며 공공미술이 다른 

객체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실용적 목적을 띤 경우, 그리고 공공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복수의 작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작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일한 작품이면서, 그 

소유자가 공공단체인 순수미술의 처분과 관련하여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동일성유지권 제한  ←─────→ 동일성유지권 인정 

개인 인적 기준 공공단체 

실용적 측면, 위탁저작물 
물적 기준 

미적 측면, 독창적 저작물 

복수 작품 유일 작품 

불가항력, 공공의 안전 
행위 기준 

경제적·미적 논리 

공공 목적 개인 목적 

[표 1] 공공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의 판단의 기준198 

제２절 공공미술 제도를 통한 저작인격권 제한 

1.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 통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저작권법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을 지나치게 구체적으

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저작물의 창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의 

측면에서는 폭 넓은 기준의 제시를 통해 전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그 외의 분쟁 요소의 예방이나 권리의 제한은 공공미술 관련 제도나 

표준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공공미술과 관련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작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매뉴얼 설정을 통해 간접적으

                                                      
197 이상정,「소유자의 작품 파괴와 저작인격권」, p.60. 
198 이상정 외, 앞의 책, p.149.의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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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일종의 퍼

센트 법인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와 ‘새로운 장르의 공공

미술’의 형태로서의 공공미술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199 먼저 건축물미술

작품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

해 제정된 것으로,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 

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

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 특히 2011년 신

설된 선택적 기금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

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972년 신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권장 사항이었으

나 당시에는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

제적인 법 효력은 가지지 못하였다.201 그러나 ’86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 준

비를 계기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1988년 ‘건축법 및 건축법시

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권장 조항으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다. 1995

년 이 제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되어 다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으나 

1997년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 개혁 작업단이 이 제도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로 분류하여 완화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하였다. 이

                                                      
199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정책과 제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2년 보고서를 주

로 참조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p.27. 
200 https://www.publicart.or.kr/oldPublicart/HTML/system/system_synopsis.do?menuId=9. 
20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1972.8.14] [법률 제2337호, 1972.8.14.,제정] 제1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
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
화·조각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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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00년에는 건축물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

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현재는 0.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술계에서는 이 제도의 명칭에 남아 있는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공공미술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명칭의 개정이 필

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즉, 공공미술의 개념이 협소한 미적 장식 

개념으로 한정되어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건축물의 부수적인 장식물로 격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건축주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작품 선택으로 인

해 공중과의 소통이 결여된 미술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축물미술장

식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2011년 ‘건축물미술작품법’으로 

개정되었다.202 이러한 제도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권장시기 의무화시기 규제완화시기 기금제도입기 

연도 1972 1995 2000 2011 

미술작품 

(구 미술장식) 

설치비 규모 

건축비의 1% 이상  건축비의 1% 

(시·도 지역 및 

공동주택은 1% 

이하) 

건축비의  

1% 이하  

0.7% 수준 

(모든 건축물 

해당) 

 

ㆍ‘미술작품’으로 

용어 변경 

ㆍ기금: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0.7%  

제도도입  

및 변경목적 

예술가의 창작기회 

확대 및 도시의 

문화환경 조성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규제 완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 

[표 2] 건축물미술품제도(구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흐름203 

2011년 개정된 미술작품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용어의 변경과 선택적 

기금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에서 ‘미술작품’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

                                                      
202 최민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010.2, p.8. 
203 위의 책, p.3.;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p.29.,의 표 참조하

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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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 예술물과 분수대 등의 미술작품으로 인정할만한 

공공조형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다.204 이 중 공공조형물을 오브제 중심의 공공

미술이라고 해석할 때 ‘공공조형물’이라는 항목의 삽입은 실제 공공미술의 개

념이 정식으로 법제도의 영역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5 또한 작품

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 건축물미술장식법의 개정 

당시, 철거·훼손 시 조치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에서 작품의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 시에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

주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206  

이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작가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보다는 공공 자산으로서의 미술작품의 보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는 예외를 추가하여 미술작품의 소유권자인 건축주의 과실 혹은 의도에 의

한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의 경우에만 작품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조항은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의 목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법적으

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변경이나 건물의 증축 시 미술품의 변경사

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작품의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1년 개정된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207 이는 공공미술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20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
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205 김영호, 앞의 책, p.21. 
20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
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20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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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공공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공공미술포털에 따르면 2013년 이 제도에 의해 설치된 작품은 617점

으로 약 580억원, 2012년에는 총 619점으로 약 620억원이 넘는 규모이며, 제도

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조성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수는 2013년 말 누계로 1

만 4천여 점이 넘는다.208 문제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의해 설치된 공공미술

은 노후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방치되거나 폐기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0

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허용 연한에 따라 1995년 제도의 의무화로 인해 설치된 

미술작품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므로 동일성유지권과 관련

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간 340여 

점, 약 280억 원 가량의 미술작품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미술

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209 또한 이러한 건축

물미술작품은 소방, 위생, 안전시설에 비해 정기적 안전관리의 점검이 의무사

항이 아니며 인력 또한 부족하여 연한이 오래된 작품의 경우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소유자, 저

작자는 물론 공중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는 사후관리의 매뉴얼화와 둘째는 

공공미술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문 조직 설치 또는 위탁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후관리의 매뉴얼화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공공미

술 계약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

칙’을 두어 미술작품 관리대장, 미술작품 조사 결과서를 통해 공공미술을 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
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208 www.publicart.or.kr. 
2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건축물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2010,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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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 미술작품 관리대장에는 설치 위치, 작가 정보, 작품 분류, 규격, 

재료, 색상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진 촬영 또한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45 방향의 좌, 중, 우, 후면, 표지석, 특징부(3컷) 등 매우 구

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10 그러나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고려한다면 여기

에 설치 방법, 작가 의견이나 의도, 제작 업체, 보수 이력 등이 추가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

다. 특히 작가 의견(의도) 부분은 대부분의 공공미술이 내용적으로 설치 장소

와 연결되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며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이전이나 

설치된 장소나 건축물의 변경 시에도 작가의 의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미술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문 조직의 설립 또는 위탁은 부

족한 사후관리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미술을 적극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좋은 예로 미국 샌프란시

스코의 공공미술작품 관리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트케어

(ArtCare)’는 샌프란시스코예술위원회(San Francisco Art Commission; 이하 SFAC)

와 민간기구인 샌프란시스코화상협회(San Francisco Art Dealers Association; 

SFADA)가 공동으로 시 소유의 미술작품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재단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약 100만 달러 상당의 4000여점의 미술작품을 소장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시의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보조는 충분하지 않다.211 

이에 아트케어에서는 SFAC와 함께 가장 보수가 시급한 공공미술을 선정하여 

기금 모금활동 및 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에 소장된 공공미술

은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은 취득 10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지 않는 것이 정책

이나 작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에 결점이 있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210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890호, 2013. 2. 21, 전부개정] 
211 www.artcaresf.org. ‘아트케어’는 2013년 비영리단체로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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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작품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작품의 상태

가 훼손이나 파괴의 위험이 불가피할 경우 등의 조건에서는 작품의 교체·변경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212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공공미술포털을 구축

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한 미술작품과 기금, 그리고 공공미술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술작품

의 목록 및 통계의 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좀더 활용하여 사

후관리가 시급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수집 및 이와 관련된 표준 매뉴얼, 특

히 작품의 교체·변경·철거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트케어와 같이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문 기구의 설립과 

기금 모집을 통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유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 시

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공중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미술 사업과 저작인격권의 제한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공공미술사업은 초창기 민간에 의해 주

도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였으나, 점차 정부, 지자체 주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위

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공공미술사업은 2006년 문화관광부

(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미술추진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만들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

층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미술을 통해 개선하여 문화적 

                                                      
2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건축물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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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기획된 ‘아트 인 시티(Art in City)’ 사업을 실행하였고, 

2009년부터는 이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현재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형태의 공공

미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계

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213 

이러한 공공미술 사업에서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 또한 작품

의 사후관리이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되었던 ‘낙산 프로젝트’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보수 작업이 조금씩 이

루어졌지만, ‘해망동 프로젝트’나 ‘중흥동 프로젝트’와 같은 지방 프로젝트의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

지 못한 작품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미술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며 관람객에 대한 안전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문제점은 단순히 제작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재

나 관리 상의 문제로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적지 않은 경우, 시민의 악의적인 의도, 즉 반달리즘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손되기도 한다. 2006년에는 의재문화재단이 주최한 ‘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 

프로젝트’에서 프랑스 작가 제라르 콜란티에보(Gerard Collin-Thiebau)는 광주 시

민들의 개성을 뜻하는 우산 100여 개를 공터 하늘에 매단 작품 <우산 무지개

>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취객들이 작품 대다수를 훼

손하였다[그림 9].214 2002년에는 ‘미디어시티 서울 2000’전의 ‘서브웨이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이동기, 강영민 작가의 <서브웨이 코믹스트립>[그림 10]이 을

지로3가역에 2·3호선 환승 통로에 설치되었다. 이후 작품은 익살스러운 이미

지로 인해 보행자와 해외 언론의 호응을 얻어 같은 위치에 영구히 설치되었는

                                                      
213 문화예술위원회,『2012 공공미술연례보고서』, p.31. 
214 광주드림,「짓밟힌 공공미술」,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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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색적인 표현과 설정 등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다. 결국 이 작품은 시민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는데 작품은 책임 

여부의 불확실성과 비용의 문제로 복구되지 못하고 결국 철거되었다.215 

 이 외에도 발주처와의 갈등으로 작품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창

원시는 최정화 작가에게 ‘야철축제’와 ‘월드 퍼레이드 프리 페스티벌’을 위한 

설치 작품을 의뢰하였고, 작가는 창원 시청사를 200여 개의 알록달록한 색의 

천으로 둘러싼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였다[그림  11]. 그러나 설치된 지 이틀 

만에 “당초 예상했던 작품 모양과 다른데다 미술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를 전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

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며 창원시는 작품을 철거하였다. 이에 작가는 “창원

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철거했다”라며 원래대로 돌

려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술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청 청사

에 설치된 작품은 시 공무원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인데 시민이 볼 기회조

차 주지 않고 철거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작가의 작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가의 창작품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작품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작가에게 공식 사과하거나 위약금이든 위자료든 보상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216  

정리하자면 공공미술 사업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작품의 훼손, 철거로 인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의 경우다. 이러한 작품의 

훼손과 철거는 대부분이 제작 과정에 있어서 개방된 환경을 고려한 대비가 미

흡한 경우, 반달리즘이나 민원, 발주기관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미술 사업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표준계약서에 저작인

                                                      
215 한겨레,「지하철 벽화 아쉬운 퇴장」, 2002. 11. 20. 
216 연합뉴스,「창원시청 작품 철거..공공미술 논란」,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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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초기단계

에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작가들의 성실한 작

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을 통한 피드백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바로 

사업 시행 초기부터 보수 예산을 10%로 설정하고 2년이 지난 조성작품에 대

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로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지자체의 사후관

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로 명확

히 할 예정에 있다.217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의 경우에도 2005년

부터 9년동안 조성된 설치 작품 92점의 작품의 기획 의도와 가치를 지속시기 

위한 ‘작품 보존·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 보수작업

과는 달리 물리적 한계로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한 작품의 경우, 그 한계를 

인지하여 작품의 여러 기록을 디지털 컬렉션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공유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218 

또 다른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시민단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공공미술 시민보존단체 S.O.S!(Save Outdoor Sculpture!)를 들 수 있

다.219 S.O.S!는 교육자원으로 실외 조각작품 등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 프로그램으로 1989년 이래 미국 전역의 약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지

역 기관 등을 통해 그들 지역의 공공조형물의 역사 및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217 뉴시스,「‘마을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 강화합니다」, 2013. 10. 29. 
218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www.apap.or.kr. APAP에서는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 1, 2, 3회 APAP를 우선으로 하여, 공적/행정 문
서, 참여예술가와 작품 관련 자료, 진행 기록물, 공식 발행물과 언론보도 성과물, 
문서/비문서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을 실물과 디지털로 보존하여 향후 미술작품이 
철거되더라도 작품의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9 http://www.heritagepreservation.org/so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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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현재 걸스

카우트 등의 봉사 프로그램,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진행하며 시민

과 관련 기관 등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220 이러한 공공미술 사후관리와 관

련한 자원봉사와 교육프로그램은 공중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지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도

를 높여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미술

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미술 시장 및 문화 향수 증대로 연

결될 수 있다.   

제３절 표준계약서의 검토와 제안 

1. 표준계약서의 검토와 저작인격권 조항의 필요성 

미술시장에는 작품의 거래 계약 외에도 대여, 위탁, 전시 계약 등의 다양

한 형태의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현재 국공립 기관을 통한 표준계약서는 존재

하지 않으며 미술관, 갤러리 혹은 개인 등 각각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인 계약

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221 미술작품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일반

적으로 ① 작품세부정보 및 상태, ② 가격, ③ 운송 및 디스플레이 여부, ④ 

보험, ⑤ 지불시기, ⑥ 소유권 이전, ⑦ 기타(재판매의 규제와 조건, 세금관련 

조항, 에디션 작품 구매 시 에디션 개수 및 제한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작품의 관리 및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2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건축물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p.84. 
221 공연예술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뮤지컬 공연계약서’, ‘연극 공연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중문화예
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안하고 있다.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문화
체육관광부 보도자료,『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2014년 9월 24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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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222 이는 미술계의 계약

이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향으로 인해 계약서

의 내용이나 계약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223  

공공미술 계약의 경우 대부분 판매 등의 거래의 측면보다는 재원 지원과 

관련한 작품의 주문과 제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작품 제작에 

관한 협약에는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관련된 사항, 작품의 훼손, 도난 

및 손상과 관련한 보험 사항과 손상의 경우 보수의 주체 및 배상, 그리고 전

시와 관련한 작품의 관리 책임에 관한 협약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미술은 그 규모 등의 이유로 작가 개인이 작품의 제작을 전문업체 등에 위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이 명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작가가 작품을 제작

할 때 협력업체로 하여금 작품 제작의 일부를 이행할 수 있으나 주요 창작과

정이나 중요한 가치의 창조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하는 등의 조항

을 들 수 있다. 이를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 보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

한 귀속과 책임은 작가에게만 전속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유지권과도 간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는 대부분

의 계약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작품의 철거를 명시해 두고 있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계약서에는 저작인격권이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명시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작인격권 조항의 부재는 예술가

로 하여금 저작인격권이라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그러한 훼손 및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이라 

                                                      
222 한국예술경영연구소,『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보고서』, 문

화관광부, 2012, p.27. 
223 위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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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지라도 이러한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예술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작품의 사후관

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공미술 계약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합당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공공미술의 이용과 시장의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저작인격권 조항과 관련한 제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계약서에서 저작인격권의 명시는 공공미술의 

이용과 거래의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

비 문화유산의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미술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주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① 작품의 예

상 수명의 정의, ② 동일성유지 의무, ③ 장소의 개변과 작품의 이동 및 철거, 

④ 사후관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작품의 예상 수명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예술작품의 정의 조항

이나 용어의 정의 조항에 삽입할 수 있으며, 작품의 예상 수명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조 (예술작품의 정의 및 개요)224 

① “작품”은 최소 [5]년 이상 설치 장소에 유지∙운영 될 수 있는 것이

                                                      
224 표준계약의 예시 중, [ ] 안의 내용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각 계약의 사례별 변

경이 가능하며, ‘소유자’, ‘작가’, ‘작품’의 정의나 용어 또한 계약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표준계약의 구체적 조항은 Americans for the Arts, Agreement for Commission 
of Public Artwork between Artist and Non-Agency-Private Entity, 12. 2008.와 Crawford, Ted, 
Business and legal forms for fine artists, 4th Ed., Allworth Press (New York), 2014.을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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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이는 “작품”의 “예상 수명”으로, 유지·관리 기간으로 작

용한다. 

공공미술의 경우 보통 영구작품과 임시작품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둘의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작품의 최소 설치 기간이나 예상 수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 작품의 예상 수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

로 사후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예상 수명 기간 이후의 작품의 처분

에 있어서 소유자가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작품의 예상 수명과 관련한 예로는 미국 아틀란타시를 들 수 있다. 아틀

란타시의 공공미술 유지보수 매뉴얼에서는 작품의 수명(Life Span of Artwork)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225 여기에서는 작품의 수명을 4개의 카테고

리로 구분하여, 단기작품(temporary)은 그 수명을 설치 후 5년, 중기작품

(midspan)은 설치 후 15년, 장기작품(long-term)은 설치 후 50년으로 규정하였으

며 마지막 카테고리로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영구작품(permanet)과 장소와 통합

(integrated)된 작품을 명시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작품 수

명에 대한 정의는 예술가와 소유자 모두에게 저작물의 교체나 철거 시점에 대

하여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예술가에게는 교체나 철거 시 작품의 회수나 

기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유자에게는 예술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명분

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의 의무는 표준계약서상 예술가의 권

리 조항이나 저작권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 (동일성유지의 의무) 

                                                      
225 City of Atlanta Office of Cultural Affairs Public Art Maintenace Standards, 10. 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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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자”는 “작가”로부터 서면 허락 없이 임의로 “작품”을 수정, 교

체, 혹은 파괴할 수 없다. 단, “작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사후관리) 조항을 따른다. 

② 만약 “작품”에 변경이나 훼손이 일어날 경우, “작가”는 서면으로 자

신의 작품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소유자”는 이

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명판을 철거해

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일성유지권의 명시는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인

식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는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도록 하여 양측 모두 작품의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

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이 조항에는 ②항과 같이 작품의 동일성 훼손으로 인

한 예술가의 성명표시권 행사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소의 개변과 작품의 이동 및 철거는 사후관리 조항이나 작가

의 의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예술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 (장소의 개변, 작품의 이동 및 철거) 

① “소유자”는 “작품”의 본래적 의미나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장소”의 개조나 변경을 “작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소유자”

는 “장소”의 개조나 변경 시, “작품”의 주요 의도와 관련된 내용의 동

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조 ①에서 정의한 “작품”의 예상 수명 기간 내에 “작

품”의 이동 및 철거 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가”에

게 통보하여 상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소유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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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다. 단 “작가”가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하며, 이 경우 “소유자”는 “작품”의 이동에 있어, 설치 당시 “작

가”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③ “작품”의 이동, 철거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작가”에게 통보 후 [90]일 

이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 “소유자”는 “작품”을 이동이나 철

거할 수 있다. 단, [90]일 동안 “소유자”와 “작가”는 “작품”의 이동과 철

거와 관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④ 건축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나 법 규정 변경으로 인한 “작품”의 불가

피한 변경, 이동, 철거는 “작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만약 “소유자”가 “작품”이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작가”와의 상의 없이 “작품”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함일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⑥ 이 조항으로 인한 “작품”의 변경, 이동, 철거는 저작인격권상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중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작

가” 간에 합의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공중을 저작인격권이나 소유권의 

제한 요소로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미술이란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작품이 설치된 장소의 개변이나 작품의 이동은 

그 작품이 장소와 연결된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거나 작품의 향유를 불가능하

게 하여 장소의 실제 사용자인 공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작품

이 설치된 후, 작품 주변을 환풍구나 수목 등으로 가리는 등의 개변은 공공미

술 작품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공공미술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따

라서 이 조항에서는 각 주체의 권리의 균형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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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에 있어 비교적 약자인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언급과 이를 보호

하는 측면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항은 중요하지만, 계약에 구

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소유권과 저작권

의 균형 측면에서나 공공미술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개변이나 작품의 이

동과 관련한 절차를 명시하고, 소유자가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성실한 노

력 등을 계약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나 

손해배상 규모의 판단의 근거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의 책임과 관련하여는 설치 후 기간에 따라 그리고 

파손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의 책임 귀속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작품”의 설치 완료 후 사후관리의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단,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하자보수의 책임과 비용은 “작가”가 

부담한다. 

② “작가”는 “작품”의 설치 시, 구체적인 사후관리 매뉴얼을 “소유자”에게 

제출한다. 

③ “소유자”는 규칙적인 “작품”의 사후관리가 “작품”의 동일성유지에 필

수적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가 제

공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④ 제[1]조 ①에서 정의한 “작품”의 예상 수명 내에 “작품”의 일부가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작가”가 제공한 사후관리 매뉴얼에 의거 “소유자”의 

판단 하에 “작품”의 보수 및 복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작가”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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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1]조 ①에서 정의한 “작품”의 예상 수명 내에 “작품”의 상당부분이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작품” 복원이나 철거와 관련하여 “작가”와 

상의한다. 단,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치명적인 파손의 경우 “작

가”와 상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나 폐기 

시 “작가”에게 통보한다. 

⑥ 제[1]조 ①에서 정의한 “작품”의 예상 수명 이후 “소유자”는 작품의 이

동, 철거,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작가”에게 통보하며, “작가”는 “작품”

을 기록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작가”가 부담한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작가가 제공하는 사후관리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작가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사후관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앞서 정의한 작품의 예상 수명은 사후관

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미술의 경우 ‘장소’에 대해 계약에서 그 위치 등을 구체적

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 이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작품의 이전 설치 

등의 경우에 ‘장소’의 용어가 계속 언급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특히 장소특정

적 작품의 경우 장소의 변화나 이전 등이 작품의 의미를 변화시켜 공중에 대

한 공공미술의 역할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매뉴

얼 등에 장소의 어느 부분이 작품에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언급하는 것도 향후 

장소의 개변이나 작품의 변경, 사후관리 시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표준계약서 상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시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

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저작자와 

소유자, 공중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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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저작권법이 목

적으로 하는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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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현재 국내 미술계에서 저작인격권은 다소 생소한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을 후세로 전달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인해 저작물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저작물을 그 제작 의도대로 유지시켜 예술가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

고, 작품의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저작자인 예술가 외에도 공공미술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미술의 소유자와 그것을 

자신의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장소의 이용자인 공중, 더 나아가 

공공미술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보호하는 것은 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권리의 형평성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킨다. 또한 공공미술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소유자로 하여금 자

신의 재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시장

의 발전과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즉, 타 미술 저작물과는 달리 공공미

술에 있어서는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이 여러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적

절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공공미술의 특징을 공공미술의 사유화와 공중의 저자

화를 통한 저자의 확장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공공미술에 관한 

저작인격권의 쟁점을 공공미술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은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에 있어 가장 문제

시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장소특정적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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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대표적인 판례인 ‘도라산역 

벽화’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저작물의 파괴와 장

소특정적 미술을 동일성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보

다는,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조건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적

용하는 것이 문화재 후보로서의 미술작품을 보호하고, 장소특정적 미술을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또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있어 기준은 저작자의 사상에 대한 

오인을 가져오는지의 여부이며, 이는 공중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의 쟁점인 저자의 확장은 공중과 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공공미술의 본래적 의미가 공중과의 소통을 위한 미술이라고 

정의할 때, 공중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지만 공공미술의 저작인

격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그 제한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새로

운 장르의 공공미술’에서 공중은 그 역할과 입지가 저자로까지 확대되었으므

로, 저작인격권에서 공중의 의의와 저자성의 공유로 인한 공중의 공동창작과 

관련한 저작인격권의 귀속 및 권리의 행사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실제 

공공미술의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저작물과 위탁저작물이 매우 중요한 이슈

이기에 이를 롯티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쟁점의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

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즉, 입법적 측면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제한의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공공미술의 정책 및 제도의 측면과 표준계약

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공미술의 동일

성유지권 침해가 적절한 사후관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

으며, 제도적인 면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 조직의 설립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위탁 등의 방법을 통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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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공미술에 관련된 각 이해주체 간 권리의 균형을 고려하여 저작

인격권을 제한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표준계약상에 저작인

격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준계약서에서 저작인격권은 공공미술의 이

용과 거래의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저작자나 소유자 모두에게 구체적인 사

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예상 

수명에 대한 정의, 동일성유지 의무, 장소의 개변과 작품의 이동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방법에 대한 언급이 필요

하며 이러한 계약 조항을 삽입할 때 공공미술에 있어 공중의 중요성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작품을 소장한 

소유자도 저작인격권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며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중

요한 작품의 유실이나 훼손을 가져오기도 한다. 모든 미술 작품이 미래 문화

유산의 후보임을 고려할 때 저작인격권에 관한 강조와 그 권리의 확대는 긍정

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은 타 미술 저작물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

계를 가진 주체들의 권리가 얽혀 있는 분야이며, 또한 그 권리들 모두 저작인

격권과 대등하게 중요한 권리들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에서는 각각의 이해주체

들의 권리 균형을 고려하여 저작인격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공공미술 분

야의 발전이나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공공미술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인격

권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형태와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방안이 입법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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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 <그
랑비테스 La Grande Vitesse>(1969) 

[그림 2]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 <기울어진
호 Tilted Arc>(1981) 

[그림 3] 클래스 올덴버그 Claes
Oldenburg <스프링 Spring>(2006) 

[그림 4] 2007년 설치되어 2010
년 철거되어 폐기된 도라산역
벽화 일부.

[그림 5]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 <세인
트 존스 로터리 호 St John’s Rotary
Ark>(1981) 

[그림 6]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클
라라 클라라 Clara Clara>(1983) 



 

115 

 

 

 

 

  

 

 
 

 

 

 

 

 

 

 

 

 
 

 

 

 

 

[그림 7] 리처드 세라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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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철거 전 모습

[그림 10] 이동기, 강영민 <서브웨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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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mitation of 

Artist’s Moral Rights in Public Art 
 

Park, Juyoung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copyright law system has stated ‘moral rights’ distinguished 

from the economic component of a created work. The purpose of the 

moral rights theory, or droit moral, is to protect creator’s personal 

expression and spiritual embodiment within the work. However, artist’s 

moral rights are not a familiar concept in Korea.  

A created work can be a cultural heritage in the future. Recognizing 

this importance, moral rights allow the works to be protected from 

distortion or destruction by the third party. Moreover guaranteeing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artist will helpful to motivate artistic creation. It 

is because this kind of protection vitalizes the art market and allows the 

fields of art to develop more sustai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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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moral rights in public art and creative 

works of art are related on the expansion of moral rights. This thesis, 

however, will refer about a necessary of limitation of moral rights 

especially in the public art. That’s because in public art, interests of many 

parties coexist: the interests of artists who create public art, the owner 

who raises funds for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public art, 

architects and city planners whose existing works are affected by the 

new work, and citizens whose lives are influenced by that art works. 

A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rt and other art works is another 

reason why we have to limit the ‘moral rights’ in the field of public art. 

Public art can be resembled with public goods so it has such a gap with 

other fields of art. In this context, the authorial personality is not the sole 

dominion of the author, and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give a full 

power to public art works. 

This thesis critically examines and discusses existing contemporary 

legal doctrine and its practical examples to accommodate or even 

adequately define the issues in the context of public art. Through 

studying the previous cases, I have presented practical solutions for 

balancing difference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se practical suggestions will make artists clearly realize what 

their rights are. It will also give the owner of the art work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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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nk seriously about their responsibility of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art work. In addition, the awareness on moral rights will allow the 

public to enjoy public art more safely. Moreover these solutions would 

eventually lead to the vitalization and sustain growth of the public art 

market.  

With the rapidity and diversit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new 

forms of public art began to appear. This has yielded new issues 

concerning moral rights, but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yet to come 

up with appropriate answers for these issues. The new issues will 

continue to emerge and therefor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study and discussion on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would be important. 

 

Keywords : Public Art, Moral Rights, The Right of Integrity, Public Art 

Policy, Public Art Maintenance, Commissioning Agreement of 

Public Art 

Student Number : 2009-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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