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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술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아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제도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아트의 창작, 보존 및 이용 허락의 과정에서 

관련 저작권이 충분하게 보호 받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론 및 담론을 살펴보고 

저작권법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국내 대법원의 판례

는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해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법으로 적용 검토하였다. 나아가 퍼포먼스 아트의 법률적 분쟁

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문제 국면을 도출하고 퍼포먼스 아트의 저

작권을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퍼포먼스 아트의 경우 미술저작물과 연극저작물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현행 저작권법상 특정한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이

러한 한계점은 기록과 보존이라는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퍼포먼스 그 자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것은 퍼포먼스 아트

의 일회적인 특성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그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퍼포먼스 아트의 보존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와 간극

이 존재하지만,  여러 부수적인 기록의 유형으로 파편적으로나마 영

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된 저작자의 권리를 분석 했다. 

그 중 퍼포먼스 작가에 의한 ‘재연’(re-performance) 내지 ‘위임된 

퍼포먼스(delegated performance)’는 그 특성을 살리는 기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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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또한 내재적인 

특성에 따라 퍼포먼스 아트의 고유한 저작권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퍼포먼스 아트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의 개념과 판결 논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포먼스 아트는 그 특성상 그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저작권 논쟁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은 표현 방식

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관념적인 부분에 근거한다. 현재까지는 아

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저

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쟁점들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 원본성의 논쟁에 엮인 저작권자의 권리에 

주목하였다. 과거의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법적인 보호로 간접적인 

효과에만 머무르는 판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퍼포먼

스의 실연은 그 자체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 용어가 중첩되고 조항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

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비영리 미술 

저작권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법률 서비

스의 제공과 비용 부담을 줄여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에게는 표준 계약서를 지침으로 하는 전



문적인 계약 체결을 보편화하여 보호책을 마련하고, 저작권 등록제

도 및 법정 제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퍼포먼스 아트를 소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르

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재연과 위임된 퍼포먼스는 다양

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있

으며, 첨예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술과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퍼포먼스 아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걸맞게 공정한 저작물 사용 환경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욱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주요어: 퍼포먼스 아트, 행위미술, 저작권, 현대미술 기록, 현대미술 

보존, 티노 세갈,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학번 : 201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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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외 주요 미술 기관들은 퍼포먼스 아트에 대한 논의와 소

장에1)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퍼포먼스 아트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反)제도적이었던 60

년대 퍼포먼스 아트의 분위기와는 달리 현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시대별 작가들은 제도권과 함께 호흡하며 퍼포먼스 아트 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뉴욕현대미술관에서부터 개최되었던 퍼포먼스 아트 

관계자를 위한 워크샵에서는 80명의 예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

물들이2) 참석하여 비물질적인 작품의 수집, 보존 및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술

관들은 퍼포먼스 아트의 부서를 따로 확장하여 공간을 새로이 구축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퍼포먼스 아트는 현대미술의 주류로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성장 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술관에서도 하나

의 주요 부서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퍼포먼스 작

1) Orden, Erica. “Collecting Smoke,  How does a museum acquire art that 
vanishes the moment its made?”, New York Magazine, 2008, 출처 

http://nymag.com/arts/art/features/53146/, 2018.4.25.

2) 위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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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재연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퍼포먼스와 연관된 발전

된 실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활동의 모델로서 예술가는 창조자의 역할로 존재하며 퍼포먼

스에 관한 지시를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예술가의 부재 시에도 퍼

포먼스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페러다임은 퍼포먼스의 역사

적인 인물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를 포함하여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에 반영되고 있으며, 예술적 수행을 통한 결과

물의 저작자 지위(authorship) 및 소유권(ownership)의 보호와 관

련한 복잡한 미적, 법적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인 질문들을 일으킨

다. 

  이러한 질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행위 예술의 독창적인 

형태 또는 영상 및 사진 문서 등을 통한 행위 예술에 관한 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심 등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최근 위의 활동과 관

련한 자료들은 갤러리, 아트 페어, 경매 등의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으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의 비중이 성장하면서 경제적 가

치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술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각 예술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퍼포먼스 아트’ 

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지닌 학계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용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 아트와 같이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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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연극, 소

설, 회화와 같이 하나의 내러티브(narrative)을 담고 있다고 판단3)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는 언어나 문자를 사용

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열려있고 분명 하나의 내러티브가 존재

하지만 연극과 소설과 같이 각본, 등장인물과 배경이라는 확고한 환

경보다도 하나의 무용 안무처럼 창작과 동시에 소멸되는 특성을 지

녀 무용과 비슷하게 실연 그 자체에 중심된 법적 제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퍼포먼스 관련 부족한 선례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

어도 명확한 판결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우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에서의 퍼포먼스 아트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법원과 

작가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연구나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저작권법 아래 퍼포먼스 아트가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론 및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분쟁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국내법으로 적용 검토하여 이에 발생

하는 법과 미술적 논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도출된 요점에 대한 방

안을 고민하여 퍼포먼스 아트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퍼포먼스 아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3) 최정환, 「무용저작권의 보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p. 

150, 재인용 조상혁, 「안무가의 안무참여방식에 따른 저작권의 인정과 그 효

과」, 『무용역사기록학』, 무영기록학학회, 제53호 (2014),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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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법 및 구성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저작권은 

반드시 주목해야할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술 시장 저변의 확대 

그리고 예술 창작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연구되어야 할 저작

권의 연구 중 특히 퍼포먼스 아트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전무하다시피 하다.

  퍼포먼스의 특성은 작품에 따라 즉흥적일수도 있고 일회적일수도 

있지만 유형체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특징만으로 창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하나의 무

형 저작물로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작

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퍼포먼스 아트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국내에는 없지만 미국

에서는 퍼포먼스 이론가4)와 법률계5)에 의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공연예술에 관련한 저작권 법 연구만이 

상당히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퍼포먼스 아트 관

4) Philip Auslander, "Legally Live: Performance in/of the Law", The MIT 
Press, Vol. 41, No. 2 (Summer 1997), pp. 9-29; Courtney R. Davis, "So, 

Sue Me: Legal Actions as a New Staging Ground for Performance A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rts in Society: Annual Review, Vol. 12 

Issue 1, (2008), pp. 26-30.

5) George S. Donat, "Fixing Fixation: A Copyright with Teeth for 

Improvisational Performers", Columbia Law Review, Vol. 97, No. 5 (June 

1997), pp. 136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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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저작권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퍼포먼스 아트에 특정한 연구가 

미진한 까닭에도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작가론의 유형으로 퍼포먼스 아트의 ‘수행성’(강소정 

2012), ‘재연’ (신지원 2016), (이진주 2018)과 ‘관계성’(이혜인 

2016), (주혜진 2018)등에 주목한 학위논문 연구가 대부분이다. 퍼

포먼스 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중심으로 구성된 학위

논문(정윤선 2011)과 매체별 특성을 연구한 학위논문(채성희 

2010)이 있는 실정이다. 퍼포먼스의 예술적 기록 유형에 관해서는 

현대미술에서 작가, 행위, 기록의 문제라는 주제로 조광석(2010)의 

학술지논문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동시대에 나타나는 ‘live art'의 재

연을 통한 기록 유형은 배제되어 있다.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과 보

존을 위해 거처야 할 윤리적 및 이론적 담론을 내재한 연구가 아닌 

퍼포먼스 역사적 유형별 고찰이기에 기록의 문제에서 이에 관한 실

무적 제언은 부재하다.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로서는 2014년도에 문화관광연

구원에서 진행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

방안>6) 연구가 있지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크게 나뉘어져있고 

아직 퍼포먼스 아트라는 특정한 범위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마련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공연예술 저작권법 관련 선행연구는 

시각예술 분야보다는 더 탄탄하게 수립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공연예술 저작권법 또는 이에 관한 기록에 따른 저작권법에 대한 

6) 양혜원,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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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7), 학술지논문,8) 국내외 사례 및 판결문도 쉽게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퍼포먼스 아트와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로 먼저 

퍼포먼스 아트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개념적 고찰을 하여 퍼포먼

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작권 개요

를 기반으로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를 다뤘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성 종류 분류인 미술저작물과 연극저작물의 정의들을 파악하

고 이를 근본 삼아 공연예술과 퍼포먼스 아트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 에 가능 했다. 

  이를 통해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의 중요성이 더불어 확대되었고 

이의 본질에 대한 고찰로 인하여 자연스레 기록과 보존 문제에 아

울렀다. 퍼포먼스 아트의 현장성(live art)을 소장하고자 하는 콜렉

터들과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과 ‘현장성’을 

초석으로 하는 퍼포먼스 아트에서의 퍼포먼스 그 자체는 현실적으

로 보존이 될 수 없다. 그 현장을 기록한 자료들은 부속물인 형식으

로 하나의 재현의 도구로서 또 다른 연구나 새로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

7) 오은실,「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1); 정윤선,「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1).

8) 이호신,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4(1), (2013), pp. 249-268; 이재원, 나윤빈, 권혁인,「공연예술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한국예술경영연구』, 36, (2015); 정영미 『공연예술저작권의 

이해』(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김재리,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현재성: 컨템

퍼러리 무용의 실천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제444호, (2017), pp. 

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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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들은 각각 내재하는 특성과 다양한 생산주체를 가질 수 있다. 

퍼포먼스 아트의 순간성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은 퍼포먼스 

아트 작품의 그 자체의 저작권과는 분별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야

기할 수 있으며, 그 사진, 영상, 미술저작물 등의 기록 종류에 따라 

저작권은 다양한 측면으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퍼포먼스 아트에 있어 확인되는 실제 사례를 조사하

였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에서 적당한 사례는 없기에 해외 

사례에 집중하였다. 해외 사례도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이 발표된 것

이 아니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 및 법원판단을 정리를 하였음

으로 연구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의 정책개

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우리 저

작권법과 해외 판례에 기초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법적 쟁점들

을 도출하여 미술계 시각을 반영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소송 사건을 제외한 특수한 사례로 티노 세갈(Tino 

Seghal)의 비물질적이고 반(反)기록적인 작품도 참고하였다. 동시대 

미술시장에서 그의 작품은 시각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보존되고 유통되기에 이에 소유권 문제와 저작권법으로부

터 보호 받기가 힘들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또한 실

연자를 고용함으로 이런 이해관계에서는 창작성 기여에 따른 권리

도 고려하여 퍼포먼스 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소송 사례에서 

나타나는 퍼포먼스라는 저작물과 다양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의 간

극을 국내 법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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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4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본바탕으로 퍼포먼스 아트에 필연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작권 인식도 조사 및 교육, 미술저작

권 전문기구 설립과 서비스, 퍼포먼스 아트 관련 법정제도 마련 과 

표준계약서의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술

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아트에 관한 기록과 보존 방법도 고찰하고 비

물질적인 특성도 고려하여 저작권 분쟁에서 저작권의 적당한 보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논의

하고 이에 대한 귀결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수단을 제

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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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퍼포먼스 아트와 저작권

1. 퍼포먼스 아트의 전개와 개념적 고찰

1) 역사와 전개

  퍼포먼스 아트는 1909년 필리포 마리네티(Filippo Marinetti)가 

최초로 작성한 <미래주의 선언 Futurist Manifesto>9)으로부터 출

발하여 불안한 사회상황 아래서 미래주의의 이념인 내셔널리즘 및 

식민지주의 운동을 결합시켜 예술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910년 초기 미래주의 퍼포먼스의 선언은 실제적인 ‘퍼포먼스’보다 

시간적으로 앞섰기에10) 1913년 발표된 <버라이어티 연극 선언 

Variety Theatre Mani-festo>은 웅변술을 연극의 새로운 특징으로 

확대하면서 연극의 공식 이론을 정식화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 속에서 미래주의자들은 애국적 군국주의와 전쟁을 격려하고 

전통적인 시각 중심적 사상과 예술의 상업화를 지적하였다.11) 사회

적 이념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퍼포먼스를 선택하

면서 예술의 독자적인 매개채로서 20세기 중반에 완전히 확립되었

9)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필리포 마리네티(Filippo Marinetti)가 출판한 

<미래주의 선언 Futurist Manifesto>글이 파리의 대중 일간지인「피가로 Le 
Figaro」에 인쇄되면서 파리의 대중을 상대로 기성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가치에 

도전을 하며 착수하였다. 

10) Roslee Goldberg,『행위예술-퍼포먼스 아트: 미래파에서 현재까지            

Performance art: from futurism to present』(1988), 심우성 옮김(동문선,    

1991), pp. 20-23.

11) Goldberg(주 10), p.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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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영향은 러시아에서도 <미래주의 선언>이 출판되면서 제정 러

시아와 초기 입체주의 예술가들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아방가르드

에 전파되었고 이후 다다이즘(dadaism) 또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베를린에서의 다다이즘의 퍼포먼스 아트는 당대의 미학과 정신성을 

결합하려는 표현주의를 비판하는 반예술적인 자세였으며 예술의 정

치적 세속화라는 수단으로 반대하였다. 이처럼 다다이스트들은 반전

운동과 공산주의가 융합된 입장을 전개하였다.12)

  반면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에서 시작한 바우하우스(bauhaus)

는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합쳐 하나의 조형학교로 설립하였고 건

축을 주축으로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이념으로 갖추었다. 무대예술

을 학제적인 교정 과정의 기초로 삼아 오스카 슐레머(Oscar 

Schlemmer)의 지도아래 최초의 퍼포먼스 강좌를 제공한 것이다.13)

슐레머는 기계 및 물질화에 대한 두려움을 희극적인 표현으로 대응

하며 유희 안에서 감성과 이성, 합리성과 비합리성, 모순과 부조리, 

현실과 이상 등의 이분적인 관점의 균형을 조율하고자 하였다.14)

이렇게 슐레머의 예술 범위의 경계에 대한 거부 자체가 퍼포먼스를 

소환하게 되면서 퍼포먼스 아트는 바우하우스의 활동의 중점이 되

었다.15)

12) Goldberg(주 10), pp. 102-103.

13) 두산백과사전, “오스카 슐레머”,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1356&cid=40942&categoryId=3  

3457, 2018.6.1.

14) 위의 웹사이트

15) Goldberg(주 10), p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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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바우하우스는 1924년 경제적 침체 및 우파 정부의 압박으로 

패쇄 역경에 직면하면서 작센안할트주 데사우(dessau)로 이전하면

서 시립 바우하우스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데사우기 시기로 명명되

는 이 시점부터 바우하우스 퍼포먼스는 국제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

지만 나치 정권 하에서 1933년 문을 닫을 무렵, 바우하우스의 '총체

예술작품 total works of art' 원칙을 강화하는 연계로 바우하우스의 

퍼포먼스 아트는 하나의 독자적인 매체로써 그 중요성과 의의를 확

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퍼포먼스 아트는 30년대 후반 유럽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망명자들과 함께 시작하여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적인(surrealism) 

의도하지 않은 행위와 우연성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작가들은 제도

적인 매개체를 초월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환경적 

전시를 선보였고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액션페인팅(도 1)

이 시도되면서 완성품보다 작품을 표현하는 행위 과정에 예술적 의

미를 두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우발적 사건(happening)이 일상적인 사건의 

맥락 안에서 독특하게 발생한다(event)는 뜻에서 퍼포먼스를 해프

닝과 이벤트라고 일컫다. 따라서 해프닝은 불시에 ‘우연히 생긴 일’

이나 극도로 일상적인 현상을 묘하게 조성하여 야기되는 예술적 경

험을 강조한다. 

  이 명칭은 1959년에 알렌 카프로(Allan Kaprow)가 뉴욕의 루벤 

화랑에서《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열여덟의 해프닝 6 Parts 18 

Happenings》(도 2) 리사이틀을 개최하게 되면서 대두되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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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대중의 참여가 비중을 구

성하며 최초의 퍼포먼스로 아트로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의 본질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관객에게 위임되었다.16)

  195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의 퍼포먼스가 나란히 전개하면서 많

은 예술가들은 현실에서의 정치적 문제의 많은 부분이 위기에 부딪

힐 때 예술가들은 마냥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를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수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식의 부상으로 60년대 초까지 예술가들은 다다

이즘의 표현 활동과 신체의 동작을 통하여 기성화된 예술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면서 유럽 중심으로 공격적인 플럭서스(fluxus) 성향의 

이벤트를 전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브 클랭(Yves 

Klein),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피에로 만초니(Piero 

Manzoni)가 있었다.17)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란 전위음악연주회는 4분 

33초 동안 그 어떤 연주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주회에 모인 청중

들의 소음으로만 완성된 해프닝의 선구적 사례로 1962년에 출현한 

플럭서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18) 초기 60년대 뉴욕에

16) 이 퍼포먼스는 개최 전부터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매일 리허설이 진  

행되었고, 연기자들은 카프로우에 지시에 따라 동선과 시간 등을 기억하며 각  

동작의 장면을 조작된 퍼포먼스로 구성하였다. 

17) Goldberg(주 10), pp. 211-212.

18) 두산백과, “행위 예술”,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551&cid=40942&categoryId=

32856, 20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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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용가들이 우연성에 대한 즉흥적인 해프닝 및 플럭서스

(fluxus)의 이벤트를 자신들의 작품에 적용하고 실험하여 퍼포먼스

에 색다른 영향을 더해주었다. 

  따라서 60년대 예술가들은 비연극적인 수행을 해프닝에 연이어 

이벤트라 명명하였으나 60년대 말에는 미술의 정보적 측면을 순환

한 개념미술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퍼포먼스 아트’라는 명칭이 통

용되기에 이르는 계기는 도구로써의 ‘신체’가 그 역할을 하였고 ‘라

이브 아트’ 또는 ‘보디 아트’라고도 인식되었다. 

  개념미술은 제도 비판과 체제 전복 목표를 두고 전통적 예술에 

대한 관념을 방임하면서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19)에 중시하며 시간, 공간과 물질의 가장 직

접적인 표현형식이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의 개념을 물질화하

는 수단으로 퍼포먼스 아트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20)

  이후 퍼포먼스 아트는 다양하게 특징 지워지며 대중적인 미술 주

류로 정착하였고 비디오를 매체로 시간적인 경위를 강조하는 비디

오아트, 즉 미디어아트로 통합적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70

년대 퍼포먼스 아트가 주요 미술 형식으로 점차 성장하면서 작가들

은 전통적인 제도나 방식에 반발하였고,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들에

서는 퍼포먼스 아트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퍼포먼스 아트는 완결된 결말보다는 수행 과정에 

19) 두산백과사전, “개념 미술”,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7580&cid=40942&categoryId=

33048, 2018.5.27

20) Goldberg(주 10),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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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며 정해진 의미 전달보다는 자발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제

안되는 여러 가지 소통 가능성과 의미의 다양성이 강조되었다. 때문

에 의미나 정신성의 고찰보다도 사회적 고찰을 담론하는 수행 과정

이 새로운 의미로 부각 되었다. 여러 가지 장르가 결합된 모습의 퍼

포먼스 아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은 퍼포먼스를 

영화, 회화, 사진, 조각 등과 연결하였고 퍼포먼스 아트의 문맥으로 

수행하는 무용가와 음악가들 또한 많아지면서 미술로서의 형식적 

확장을 현재까지도 보여주며 발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퍼포먼스 아트의 중심은 초기에 시인이 있었고, 유럽

에서 미국으로 그 중심 무대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무용, 음악으로부

터 신체를 통한 ‘퍼포먼스’가 부각되었다. 이후 퍼포먼스 아트는 전

통적인 예술의 형식을 부정하면서 개념미술의 영향으로 제작된 물

질적 완성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이 구성되는 제작 단계를 

중시하였다. 

2) 개념과 이론적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포먼스 아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모

더니즘의 단선적 전개에 대한 안티테제로 제기되면서 포스트모더니

즘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고 실천하는 혼합예술로 존재하기에, 그 개념 또

한 총칭하기에 까다로운 모호함을 지니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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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서구의 ‘시각예술’은 전통적인 매체에 의한 이념으로 19세

기까지 미술영역을 지배하였지만 이에 관한 강한 반론이 제기되면

서 신체와 행위가 현대적 의미의 시각예술로서 그 영역을 차지하여 

인간의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확장하였다. 더 

나아가, 당시의 퍼포먼스 아트는 하나의 생명체의 신체는 기성예술

에 맞서는 수단으로 미술과 삶의 경계선을 지워 삶과 예술의 통합

을 특별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22)

  퍼포먼스 아트는 개념적 해석을 강조하며 예술의 장르와, 구분체

계, 규범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의 우연적 행위와 사건 위주로 의미

를 구성하고 물질적 결과물로 완성되지 않는 새로운 실험적 예술 

형태중 하나 인 것이라23) 주장된 바 있다. 더 나아가, 퍼포먼스 아

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면, 미술과 삶이 일체가 되어 의도와 계획

은 있어도 수정과 변형의 대상으로 예상된 ‘결과물’은 없으며 신체

의 표현, 음악, 장소, 언어, 관객의 참여 등의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져 표현이 되기에 창작과정 경험 자체가 그 정의가 되는 것

이다.

  이 예술은 시공간의 신체, 공간, 사운드, 빛 등을 포함하여 여러 

매체와 장르를 자유롭게 조합하며 이러한 제한이 없는 소통의 오브

제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관객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표현한다. 그

렇기에 퍼포먼스 아트는 탈경계성과 신체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과

21) 윤진섭, 『행위예술 감상법』(대원사, 1995), p. 6.

22) 신지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반복된 퍼포먼스」(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  

  교, 2016), pp. 8-9.

23) 강소정, 「길버트와 조지의 퍼포먼스 작업에 나타나는 수행성 연구」(석사학  

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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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관계성을 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회성의 특성으로 전개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네 가지의 이론적 특성이 확인되

는데 이 각각의 특성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

스 아트 안에서 공존하며 의미지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 특성들은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고찰해 보았다. 

  첫 첫째, 퍼포먼스 아트는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사진, 영상 등 

각 예술 장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의미 지어지는 탈경계성의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퍼포먼스 아트의 출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주

의자, 구성주의자, 다다이스트 또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작가인 동시

에 시인이고 선동자들이었다. 그들의 사상은 먼저 퍼포먼스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후 작품으로 묘사되었기에 당시대의 퍼포먼스는 시, 

문화, 건축, 희곡, 영화, 음악, 시, 공상, 연극 등을 참조하여 앞서 

강조했듯이 삶과 예술을 융합할 수 있는 매체로써 기성예술에 대항

하는 공격이었다. 퍼포먼스는 선언을 통해 대중에게 일차원적인 소

통으로 전통적인 예술매체로 실현할 수 없는 포괄적인 예술의 테두

리로 관습적인 ‘시각’중심주의 예술에 반박하며 그 외의 오감인 청

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예술에 도입하여 다채로운 감성과 경험을 

유인하는 퍼포먼스를 제시하였다.24) 이러하듯, 퍼포먼스 아트의 탈

경계성은 신체를 통해 여러 장르로의 모색을 가능케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신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퍼포먼

스 아트는 무용과 음악,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이 퍼포먼스 아트에 

결합되는 등 여러 장르의 융합을 통한 확장된 형태로 탈경계성의 

24) 신지원(주 22), pp.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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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이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 이후 신체를 매개체로 수용하는 퍼포먼스가 본

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신체는 하나의 실체25)로서 주목받으

며 ‘신체성’이라는 특성은 급부상하며 인식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동

안 배제되었던 신체와 행위는 퍼포먼스 아트 안에서 독특한 매개체

로 작가가 구성한 환경 속에서 퍼포머와 관객에게 동등하게 분배된 

권력을 갖는 공동주체로 작품의 연장선인 동시에 작품의 일부분으

로 그 과정을 만들어나가며 작품의 의미창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

다고 한다.26)

  퍼포먼스 아트는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Maurice 

Maerleau-Ponty, 1908-61)의 이론과 같이 ‘신체’를 통해서 세계를 

접하고 작품에 체화된다. 즉, 신체는 대상으로 지각되는 사물이 아

닌 사물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아트는 행

위자와 관객의 신체를 매개로 일어나는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퍼

포먼스 아트에서 신체는 단순한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관계를 맺

고 있으며, 이는 작품이 구조적으로는 반복이 가능할 지라도 동일한 

반복은 생성될 수 없는 일회성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셋째, 퍼포먼스 아트는 열려진 예술 형식으로 대본에 의해 무제한 

되풀이 되는 공연이 아닌 행위에 있어서의 ‘일회성’으로 정리되어, 

이러한 작품은 미래주의 이후 실험적인 성격을 띤 라이브 아트(live 

art)로도 설명되어지는 부분이다. 퍼포먼스 작품은 보편적인 시공간

25) 이진주,「티노 세갈의 작품의 수행성과 비물질성에 대한 연구」(석사학위 논  

문, 홍익대학교, 2018), p. 21.

26) 이진주 (주 2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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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소멸’ 속에서 존재를 드러냄으로

써 ‘현재’를 강조하며 반복의 불가능으로 인해 ‘행위’ 자체는 절대성

을 갖으며 그것만으로도 작품의 타당성을 가지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27)

  넷째, 이중 가장 분명하고 필수적인 특성은 ‘관계성’이라 할 수 있

겠다. 예술적 규범과 장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퍼포먼스 아트는 

‘퍼포먼스’는 신체의 동작으로 하나의 표현 구성 요소 일뿐, ‘아트’는 

그 동작이 수행되는 과정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 아트는 작품의 의미를 전통적인 시각예술과 같이 단선적

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작가 혹은 퍼포머와 관객이 동일한 시공간에

서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해프닝, 즉 현장성의 사건으로 존재한다. 

어느 예술분야에서나 관객은 곧 그 예술의 무대이며 현재에 와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관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행위적 

개입을 통해 동시에 작품의 행위자도 되기도 하고 작가의 예술도구

가 되기도 한다. 참여자로써의 주관적 실천과 개인적 경험과 그 특

정성에 의해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의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기에 퍼

포머와 관객의 관계에서는 열린 구조로서 모든 해석에 열려있다. 전

시와 감상이라는 벽이 허물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시하여 작

가와 관객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28)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아트는 예술가의 권위를 내려놓고 창조적 

행위가 작가 개인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닌 관객들이 작품의 

27) 채성희,「퍼포먼스 예술의 매체별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학교, 2010), p. 15.

28) 강소정(주 2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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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 되어 해석하면서 외부세계와 만나게 되는 과정에 함께하는 

주체로 인식하며 작품에 참여시킨다. 관객은 단지 수동적인 관람객

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작품을 수행하는 직접

적인 역할로 관계 지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역사와 특성을 적용했을 때, 퍼포먼스 아트는 비재현

적이고 일회성이 강한 공연 형태의 예술이나 작품 전시를 총칭하는 

예술 장르인 것이다. 개념미술의 관념을 회화나 조각 등 전통적 장

르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표현의 감정을 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시

간의 흐름 안에서, 작가의 또는 작가와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통하

여 실행하는 예술행위로 정의가 된다. 그리하여 퍼포먼스 아트는 작

가의 감정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인 동시에 

작가의 예술적 관념과 사상,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필요성을 사건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2. 저작권 개요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저작

자’란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2호). 결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저작물

을 이용하고 감상하려는 일반 공공의 필요성 충족이라는 필요성에 입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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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29)

[표 1]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은 위의 [표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성된다(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인격

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이 저작자의 정신

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므로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

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 제14조).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29)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9판(세창출판사, 2015),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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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업자에게 부여되는 저

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의미하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업자

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이나 전달 

등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제고하므로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위

임된 퍼포먼스 아트’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필히 고찰해보아야 할 권

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퍼포먼스 아트와 관련한 여러 저작권 쟁점

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바

(법2조 1호), 이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직접적 표

현이어야 함과 동시에 사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색채, 언어 등을 이용해 표면적으로 표현되어 객관적으로 나타

나야한다는 것이기에 사상이나 감정은 정신적인 내용이 창의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적합하고 철학적인 뜻을 필요치 아니한다.30) 현행법

의 저작물 예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

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중첩적으로도 해당31)될 수 도 있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30) 송영식, 이상정(주 2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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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저작물성의 성립요건만 지니면 저작물

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전시권이나 공표

권등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퍼포먼스 아트가 속 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을 검토해보고 어떠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특

정하거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연예술과 퍼포먼스 아트는 신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에 사회 통상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인정될 법하지만 이 두 

분야는 학계에서도 미술과 공연으로 따로 구분되어 퍼포먼스 아트

는 하나의 개념미술로 미술학계에 속하고 있다. 공연과 미술의 사이

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법적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퍼

포먼스 아트를 공연예술과 분리하여 비교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공연 예술과 비교점

  공연의 정의에 관하여 공연법(공연법 제2조 제1호)은 “음악·무용·

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

31) 비디오 게임이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중첩적으로 해당되 듯이  

서예가가 붓으로 쓴 한 시는 미술저작물과 어문저작물에 동시에 속하는 것처  

럼  다양한 저작물에 이중으로 해당될 수 있다. 박상호, 저작권법=Copyright   

Law』(박영사, 2014),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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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

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법은 공연의 본질적 의미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대 전문가의 지원 바탕으로 예술가가 행위를 실행하여 관

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속한 대표적인 집단 예술로 무대를 지닌 공연장이

라는 곳에서 선보이며 현장성, 일회성, 노동 집약성, 수요의 비탄력

성 등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32)

     

[표 2] 공연예술과 퍼포먼스 아트의 비교점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는 공연과 퍼포먼스 아트 모두 다

양하지만 연극의 경우 지정 좌석이 있는 경우든 그렇지 아니한 경

우든 공연에 대한 관람료를 지불하여 실행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반면 퍼포먼스 아트는 공연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3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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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퍼포먼

스 아트는 행위가 이뤄지는 전시 공간에서 다수의 관객과 상호 커

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기에 

관람 구조는 보통 관객이 연기자(performer)를 둘러싸고 일어서서 

관람하는 형식(standing)으로 진행된다. 

  연극 공연의 관객이 관람료를 지불하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특정

한 시간에 공연 장소에 찾아온 특정인이라면, 퍼포먼스 아트에서 소

통하는 관객은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별도의 관람료는 지불하지 않

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우연히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불 특정인이라 

할 수 있다.  공연 예술 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제작비용, 인건비와 장소 대관료 비용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한

다.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 자체의 티켓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통

상적으로 퍼포먼스 아트가 이루어지는 아트페어나 특정 기관(박물

관, 미술관 등)의 티켓을 구입하면 이를 관람할 수 있고, 퍼포먼스 

아트는 일반 공연 예술에 비해 상업성과 시장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연예술은 제작 및 저작물 공표나 배포에 투자를 하

고 그 부분에 있어 합리적인 이득이 발생해야하는 만큼 공연예술분

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와 사례는 퍼포먼스 아트 관련 연구에 

비해 비교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공연 예술 산업에서는 창작, 유통, 소비의 과정은 [표 3]에서 보이

듯이 공연장이란 장소에서 한 시점에서 나타나며 창작과 소비는 동

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이 되어 관객들에게 직접 유통

이 되고, 그 창작물 또한 여러 관객들이 동시에 소비 할 수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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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으로 기억에 소장 될 수 있다. 공연은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행

위를 함으로 이의 활발한 공유가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에 

미술저작물처럼 콜렉터로 인한 개인 소장품으로 소유되는 것은 일

반적이지 않다. 공연의 부속물로 CD, 영상, 홍보 포스터 및 사진 등

은 개인 소장품이 되겠지만 미술저작물처럼 작품 자체를 판매하여 

개인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3] 공연예술 산업과 미술품 유통 구조33)

33) 김선영, 이의신,「공연예술산업의 유통부문 지원 개선 방안」, 『한국 산학 기  

술학회논문지』(2017), 한국 산학 기술학회, pp. 176-186 와 『2017 미술 시  

장실태조사』, (2017), 문화체육관광부를 참조하여 재구성.



- 26 -

  반면 미술 작품의 유통은 대체적으로 결국 개인의 소장품이나 공

공기관의 소장품으로 동시에 다수인의 소장품이 될 수 는 없다. 공

연예술과 달리 어느 정도의 희귀성은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요인

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반면 동시에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술 유통시장에서는 ‘공연’의 표현적 성격을 띤 퍼포먼스 

아트도 물질적인 미술저작물처럼 거래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

연’ 그 자체에 내재된 기호의 물질성이 도드라지면서  하나의 소장

품으로서 전통적인 미술유통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미술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아트의 성장과 문화발전

을 위해서 법률제도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앞서 논했듯이, 퍼포먼스 아트와 공연예술의 비교점을 참고하여 저

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퍼포먼스 아트 저작물로서의 요건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에 정의 조항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으로 명시되어 있되 저작자는 ‘저

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저작권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은 분

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해설한다. 창작성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

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의미를 살펴본다면 창작성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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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불어 “그 저

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

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

다”고 해설한다.34) 저작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유35)라고

도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나열된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을 제외한 창작성을 내재한 모든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

기 때문이다. 

  국내저작권법이나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저작권법처럼 ‘표

현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에 즉흥적인 퍼

포먼스들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지를 열어둔다. 창작성만 있다면 공교롭게도 창작물이 유

사하더라도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고 창작 수준 또한 

낮아도 저작물로 성립된다고 본다.36)

  퍼포먼스 아트는 그 창작성의 성립을 충족시키는 저작물로서 독

자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겠지만 정의되는 저작물 중 미술

저작물과 연극저작물이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살펴보아 [표 4]와 같이 분류하여 퍼포먼스 아트의 실질

적 특징과 본질적 특징을 파악해보았다.

  먼저 미술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리고 그 외의 미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무대장

3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35) 곽경직, “창작성의 개념” 계간 저작권 제 30호 (1995), pp. 4-5, 재인용 계승  

균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14), p. 235.

36) 계승균(주 35), p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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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만화, 삽화 등도 미술저작물로서 명시되며 형상 또는 색채에 의

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37). 이를 기초하여 알 수 있

는 것은 물질적인 시각적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행위 과정’이 저작물로 인정이 안 될 것을 보여준다. 

[표 4]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물 분류

  퍼포먼스 아트 현장에서 파생하는 유형적인 매체들은 실연을 통

해 완성된 물질적 작품, 행위를 위해 사용된 물건 또는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누어진다. 퍼포먼스 아트는 ‘행위’ 그 자체가 

핵심인 것을 염두 했을 때 위에서 나열한 유형적인 매체들은 퍼포

먼스 아트의 부속물로써 퍼포먼스 아트라고 정의하기에 한계가 있

다. 이에 따라 퍼포먼스 아트의 정의에 있어서 부속물로써 기록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이에 따른 저작권법은 다음 절에서 구체화하고 

먼저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와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의부속

37) 송영식, 이상정(주 29),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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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나뉘어 검토해보겠다.

  이브 클랭(Yves Klein)의 퍼포먼스를 예를 들자면 그의 1960년 

퍼포먼스 작품에서는 회화 <인체측정 Anthropometrie>(도 3)38)이 

퍼포먼스 과정 끝에 생성되면서 퍼포먼스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 경

우, 회화 작품은 전체적인 퍼포먼스의 부속물로 하나의 미술저작물

로 따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실연을 통해 탄생

된 유형적 매체와는 달리 실연을 위해 사용된 물품 또한 미술저작

물로 해당되는 지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작품과 같이 행위를 위해 사용된 물건도 마치 조형물처럼 

미술관에서 소장 및 판매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퍼포먼스의 부

속물은 창작의 과정을 돕기 위한 도구 일뿐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미술저작물이라 정의하기에 불완전하다고 생각된다.

  퍼포먼스 아트의 작가가 사진이나 영상작가를 직접 고용했더라도 

작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부분적인 보충물일

뿐 완전한 일시성과 순간성을 담지 못하여 자료적 성격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고용된 작가는 하나의 편집자로서 퍼포먼스를 찍을 때 

그의 카메라 앵글을 통해 단일한 이미지로 정제하기에 퍼포먼스 아

트의 순수 그 자체를 담을 수 없어 흔적물, 보충물 혹은 부속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탄생한 물질적인 결과물은 2차적 저

작물, 사진저작물 혹은 영상저작물에는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퍼포

38) 이브 클랭(Yves Klein)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인 ‘단음 교향곡’(1949)을 배  

경음악으로 삼아 여인들의 나체에 파란색 페인트를 롤러로 칠했고 여인들을   

바닥에 놓인 캔버스 위에 굴려 하나의 회화 작품을 관객 앞에서 완성하는 퍼   

포먼스를 선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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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 아트의 ‘생실연’은 여전히 분류가 되지 않는다.

  또한 퍼포먼스 아트의 작가가 자신의 행위 과정에 본인이 만든 

영상과 사진을 배경으로 놓거나 혹은 현장에서 카메라나 비디오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비토 아콘치(Vito Acconci)의 작품과 같

이 ‘행위’를 취하여 사진이나 영상의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써 이 과

정에서 보이는 유형적 매체 또한 퍼포먼스 아트의 부속품으로 각각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인 수행성과 현장성을 모두 포섭하기에는 

미술학계를 따라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과정을 신체로 표현 하는 무용의 표현법인 연극

저작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연극저작물은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으로 구성되며 사상이나 감정을 실연자의 동작에 

의하여 표현한 것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하자면 ‘연극

저작물’이란 법적 용어 또한 연극 장르만 언급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연저작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가39) 있어 여러 

범위에서의 재정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극저

작물이란 정의는 무용저작물과의 차이점을 둔다는 무용계의 의견으

로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별개인 독자적인 저작물 성립을 요

하는 견해들이 많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76년 이후 연극저작물로 

속했던 무용을 별개의 저작물로 개정했다. [표 5]를 통해 각 국가의 

연극저작물의 해석을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체의 목소리나 동

작으로 표현되는 예술이 포함되어있고 음성의 유무에 따라 세부적

39) 이재원, 나윤빈, 권혁인(주 8),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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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뉜다. 연극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부재하는 경우도 있다.

[표 5] 각국의 연극저작물의 범위와 용어40)

  국내 법제도의 보완 이전에 현재의 연극저작물에 퍼포먼스 아트

를 접목했을 때 퍼포먼스 작가는 지시를 받아 동작으로 표현하는 

실연자 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지휘하는 연출가에 더 

유사성을 뛴다. 퍼포먼스를 연극의 구성 요소로 해석하자면 작가는 

연극의 어문저작물의 창작자이며, 연극의 무대장치 및 안무를 지휘

하는 연출가이면서 작품에 따라서 동시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

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신체를 통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실

연자이기도 하다.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가 융합예술로 관객 앞에서 

40) 정영미(주 8), p. 33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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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된다. 

  [표 4]의 큰 틀을 보았을 때 퍼포먼스 아트는 여러 장르를 아우

르며 행위를 강조하는 ‘연극’의 기본요소에 상당히 입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퍼포먼스 아트는 완결된 결

말보다 그 과정과 실연 시 우연히 생길 ‘해프닝’에 열려있고 그 순

간성이 핵심이지만, 일정한 동작을 체계적으로 표현해나가 하나의 

완결된 결말에 의의를 두는 연극과는 구분되어진다. 퍼포먼스 아트

는 행위를 실행하는 자와 관객의 반응과 지각에서 기인하여 공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며 늘 새롭게 구성된다. 퍼포먼스 아트의 관객은 

연극에서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관람객과 달리 작품의 실현에 일조

하여 저작자의 단독 권력이 관객으로 부분적으로 이양된 것을 보여

준다. 즉, 퍼포먼스 아트를 관람하는 관객은 물리적인 관점이 아닌 

관념적인 관점을 받아드리며 작품과 상응하는 대상으로 거듭난다.  

  연극저작물은 특성상 어문저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공연이기

에 연극저작물은 연출가와 실연자가 재해석한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기도 하겠다. 여기서 연출가가 애초에 어문저작물의 창작자

이며 동시에 실연자이기도 한 가정 하에 2차적 저작물성을 고려해

본다면 어문저작물로 시작한 하나의 작품을 안무와 무언극으로 표

현함으로써 연극저작물로 전환시킨 것이기에 2차적 저작물로 보아

도 적당하다. 그러므로 모든 저작자의 권리는 어문저작물의 창작자

이자 연출가와 실연자인 1인에게 혜택이 부여 되는 것으로 보아서

는 퍼포먼스 작가는 앞서 설정한 저작자처럼 어문저작물의 창작자

이자, 연출자이자 실연자가 될 수 있음으로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 33 -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를 연극저작물로 정의하는 것은 일응 편리

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인 과정의 의

의가 부재하므로 이를 연극저작물이라고 지칭하기에 다소 부적절하

다. 타인의 신체로만 행위과정을 지휘하는 퍼포먼스 아트 작가들의 

핵심은 타인의 동작과 안무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핵심이 아니다. 

  퍼포먼스 아트는 신체라는 매체의 특성보다도 작가의 사고 체계 

속에 있는 본질을 추구하여 사상이나 감정이 관객과의 사이에서 상

호 주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중시하기에 연극저작물에서 부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퍼포먼스 아트에서도 그와 같은 정도로 당연히 인

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관람객과 실연자가 완벽히 구분되는 

연극저작물보다 퍼포먼스 아트는 사상과 감정을 내재적으로 표현한

다. 관객의 해독을 요구하고, 결국 관객의 해석으로 완성되는 작품

이라 실연자와 관객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분리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의 분류는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에 비추어본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

여 아래와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술저작물은 표현의 매체

와 기법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밑그림이나 데생 또는 미완성 작품

도 작가의 사상,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퍼포먼스 아트는 신체라는 매체와 기법으로 작가의 

사상,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기에 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타

당함으로 미술저작물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고자 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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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저작물이라고 함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퍼포먼스 아트(행위미술)등과 같이 선, 색채, 명암 , 신체 등을 사용

하여 이차원적(평면적)· 삼차원적(공간적) · 사차원적(체험적) 아름

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 한 것을 말 한다.’ 이러한 예시로 제정이 

된다면 이에 따라 ‘전시’라는 법적의미를 설정하여 전시권과 공연권

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전시권은 유일하게 미술저작물에게 주어

지는 권리인데 위의 수정처럼 신체적인 표현을 미술저작물에 포함

하면 실연으로써 공연권에 해당이 되고 역으로 연극저작물 또한 전

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공연권과 전시권의 구분이 의미가 없

어진다. 

  위의 조항 수정은 기본적으로 연극저작물의 성질과 중첩된다. 연

극저작물의 범위는 동작의 형으로 창작되는 여러 장르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각본과 무대 장치등도 포함하여 결국 연극저작

물이라고 할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41). 이미 연극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고 이에 속한 무용저작물의 독자

적인 저작물 성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퍼포먼스 아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퍼포먼스 아트가 법제도 안에서 정식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퍼포먼스 아트의 시장성을 고려하면 향

후 관련 저작권법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된 저작물외의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문화경제에서 퍼포먼스 아트의 입지를 

41) 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박영사, 2016),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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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이로써는 부족하고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보

호의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퍼포먼스 아트의 보존과 기록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에 있어서 개념미술 작품의 기록과 보존의 문제는 나란히 

평행한다. 저작권은 저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

써 창작의 노력과 결과물을 존중해 주듯이 개념미술에 있어서의 보

존 처리 과정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우선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된다. 보존의 윤리로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여 저작물들이 지

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과 그로 인한 작가와의 관계를 기본적인 원

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42) 순간성을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 아트 

관련 보존 문제는 난해한 과제이다. 지난 시간의 현장의 전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존하기에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식이지만 이의 본질적 속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해왔기에 그것을 온존하게 보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퍼포먼스 아트 보존의 쟁점은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에 

퍼포먼스 아트와 기록의 관계도 논의할 필요도 있다. 퍼포먼스 아트

의 보존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기록으로서의 부족

42) 김은진, 한경순, 「현대미술의 보존과 작가의 권리 관계 연구」, 『한국과학에  

  술포럼』, (2015),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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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기록이 쉽게 상업화된다는 역경과 불안감43)이 존재한 다는 것

인데 일시성을 속성으로 지닌 퍼포먼스 아트의 경우 문서화 되거나 

재연이 되면 그 특징이 소멸된다는 문제와 동시에 편집된 기록이 

상징적 대체물로 지속될 위험성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적 견해들이 

최근 20년동안 제기되는 가운데 퍼포먼스 이론가인 페기 펠란

(Peggy Phelan)은 퍼포먼스 아트의 출 현점으로 반제도적인 개념에 

충실하듯 기록의 반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퍼포먼스

는 저장될 수도, 기록될 수도, 문서화 될 수도 없고, 재현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순환 속에서 참여할 수도 없다. 한 번 그렇게 된 것은 

‘퍼포먼스’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퍼포먼스는 복제의 경제학 속으

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는 퍼포먼스의 존재론적 약속을 위반하고 축

소시키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존재는 소멸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44)  

따라서 작가는 작품제작에서 행위의 주체이면서 미적의도를 드러

내는 도구 자체로 자신의 혹은 타인의 신체를 통해서 ‘퍼포먼스(행

위)’로 일컫는 일시적 현상 그 자체가 작가의 의도인 것이므로 그 

본질을 묘사하지 못하면 퍼포먼스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인 것이다. 그렇기에 사진, 영상, 녹음자료, 텍스트, 이벤트의 물질적 

결과물 혹은 행위에 사용된 소품 등은 퍼포먼스 아트의 부분적 부

43) Lara Shalson, "Enduring, Documents; Re-Documentation in Marina         

  Abramovic's Seven Easy Pieces", Contemporary Theatre Review, (2013),  

  p. 432.

44) Peggy Phelan,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New York,        

Routledge, 1993),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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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물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그칠 뿐이다. 영상기록들은 퍼포먼스의 

기호를 시간적으로 배열에 의한 프레임으로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기록물은 객관적이고 변별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이렇게 작품을 단

일한 물질적 결과물로 정제하는 것은 종교적 성상(icon)과 근접한 

작품으로 생성하는 것이기에45) 펠란의 우려와 같이 퍼포먼스 아트

의 핵심인 과정의 방식은 잊혀지고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

시하는 본래의 의도를 번복시킬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다.

  이에 대립된 의견을 펼친 필립 아우스랜더(Philip Auslander)는 

“퍼포먼스로서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퍼포먼

스를 구성하는 것”46)이라 강조하여 퍼포먼스는 소멸됨으로써 기록

을 통해 보존이 되어야 생명이 지속된다고 주장한바 퍼포먼스 아트

의 1차적인 ‘기록’은 오로지 현장에 있었던 작가, 관객, 관계자 등으

로 인한 집단 기억으로 행한다 할 수 있겠다. 단 이러한 ‘기억’은 비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적 기록47)과는 다르다. 2차적인 기록은 작가

가 퍼포먼스를 촬영할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기록을 실행하

는 자가 별도로 요구되고 이는 퍼포먼스 작가 혹은 전시가 마련되

어있는 기관이나 갤러리가 고용한 작가이므로 퍼포먼스 아트의 기

록의 유형에 속한다. 3차적인 기록은 만약 행위를 하는 순간을 사진

45) Tracey Warr, "Image as Icon: Recognizing the Enigma“, Art, Lies, and     
Videotape: Exposing Performance, Adrian George(ed.), (Liverpool: Tate,    

2003), p. 32.

46) Philip Auslander, "The Performativity of Performance Documentation",      

PAJ: Performing Arts Journal, vol. 84 (2006), p. 5, 재인용, 신지원(주 23),  

p. 53.

47) 기록(記錄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등을 적은 글 혹은 성적과 결과를 의미함으  

  로 작품의 기록을 논할 때 사실 등을 적은 글로서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물은  

  물질적 증거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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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영상촬영을 금지하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공지가 되었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저작물의 창작이 일상이 된 상황이

기에 제3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할 경우 이것 또한 물질

적 증거물로 기록의 특성을 지니지만 이는 엄밀하게는 기록이라기 

보다는 ‘침해’에 가깝다. 그리고 현장에 존재하였던 사람들이 구두로 

내용을 배포하여 다시 텍스트로 옮겨져 신문기사나 SNS를 통한 또 

하나의 3차적인 물질적인 기록이 생산된다고는 점을 유의하면 기록

화는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표 6]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 유형의 저작권

  필립 아우슬랜더의 이론은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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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법에서는 ‘퍼포먼

스 아트’를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각색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관

한 실제 사례로 요셉 보이스와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의 분쟁이 주

목을 많이 받았다. 위 사안에서는 결국 퍼포먼스 아트 기록의 요소

로 퍼포먼스 아트를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지만 작가 측에서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제 기록화 하는 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퍼포먼스 아트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은 퍼포먼스 

아트 자체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으로 다른 유형의 기록물

에 비해서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퍼포먼스 아트의 현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2차적 또는 3차적 기

록 등의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을 분류하여 각기 생산 속성에 따르

는 저작권을 누구에게 행해지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6] 기록

물의 성격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의 내용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 및 그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물성의 기초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황에 대한 단

순한 기록만으로는 별도로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어 그 기

록 자체가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 퍼포먼스 아트의 

전 장면을 가장 가깝게 재생할 수 있는 영상은 외형적으로는 영상

저작물로 보이지만 퍼포먼스 아트를 그대로 필름에 고착한 녹화본

이기에 복제물에 속한다. 녹화된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을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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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을 했을 경우 퍼포먼스 작가가 고용한 전문가로서 촬영자와 편

집자에 그치며 제작을 의뢰하고 지불한 퍼포먼스 작가는 영상제작

자로서 저작권의 권리는 퍼포먼스 작가가 갖게 될 것이다. 

  사진저작물은 영상저작물보다 창작성을 입증하기가 비교적으로 

유리하다. 단순한 복제로 찍힌 사진 기록물은 증명사진 같이 기계적

인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48)하지 않는 이상 사진작가의 

주관으로 각도, 조명, 촬영 속도를 정하여 대상을 표현한다. 사진 기

록은 촬영하는 자로 인해 대상의 표정과 현장의 앵글을 골라 포착

하는 하나의 편집자로서 앞서 전술한 트레이시 워의 주장처럼 ‘종교

적 성상’과 유사한 작품으로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만들어진다. 사진을 기록 매체로 선택하였을 경우 퍼포먼스 아트는 

기록하는 자에 따라 작품의 시각적인 인상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퍼포먼스 아트를 촬영한 사진은 촬영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 해

당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관하여 촬영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명문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사진제작을 의

뢰할 때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카메라라는 표현매체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장을 포착하기에 그 사진저작물의 저작자는 촬영자가 

된다. 

  여기서 또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퍼포먼스 아트라는 4차원적 

48) 사진저작물의 성립요건은 피사체의 선택·구두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앵글의 설정·셔터 찬스의 포착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한다. 기계  

적인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사진(증명사진) 등은 사진저작물  

이 아니다. 오승종, 『(2007년 시행 개정법률에 따른)저작권법=Copyright     

Law』(박영사, 2007),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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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사진작가가 촬영한 결과물인 사진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것인가이다. 만약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원저작자, 즉 퍼포먼

스 아트 작가에게도 관련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3차적인 기록으로 보도자료의 특징을 고찰해볼 경우 대부

분이 어문저작물로 인정이 되어 퍼포먼스 작가와 연관된 권리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시 포스터일 경우 미술저작물로서 전시

권이 인정되어 포스터와 사진 등으로 전시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퍼

포먼스 작가나 사진작품을 찍은 사진저작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야 할 것이다. 

  앞서 물질적인 기록방식에 관련된 저작권법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날의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과 보존의 주류로 재연, 즉 ‘리퍼포먼스

(re-performance)’와 ‘위임된 퍼포먼스(delegated performance)’가 

펠란 및 아우슬랜더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논쟁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술 전시와 기관들의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화가 

일상화되면서 보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미술기관과 시장에서 비물질화된 작업의 기록과 전수에 

대하여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현대작가들은 퍼포먼스를 보

존하기 위해 신체에서 신체로 전승하는 재연49) 방식을 선택한다. 

49) 리베카 슈나이더(Rebecca Shneider)는 예술적 맥락에서 ‘재연’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하며 재연의 사전  

  적 의미를 제시하며 이 용어에는 모방, 모사, 차용, 인용, 반복, 수행성 등 이  

  와 비슷한 용어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시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Rebecca Schneider, Performing Remains: Art and War in times of     
  Theatrical Reenactment, (London, Routledge, 2011),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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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단기간만 퍼포먼스를 하고 없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과거의 

퍼포먼스 및 개념 예술작업들을 ‘리퍼포먼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작업들이 과연 미래의 시점에 안무 지시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아브라모비

치는 생동감이 퍼포먼스의 하나뿐인 존재 방식이라면 현대에 와서 

“퍼포먼스 작품을 기록하기 위한 유일한 실질적 방법은 작품 그 자

체를 재연하는 것”50)을 주장하여 리베카 슈나이더(Rebecca 

Shneider)51)가 주장하는 재연의 정의와 같이 단순한 반복, 모방, 모

사보다 시간적 요소를 가지며 즉흥성이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아브

로모비치의 <세븐 이지 피시스 7 Easy Pieces>(도 4)같은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동료들의 7개의 중요한 작업을 재연

(re-performance)을 하여 비물질적 행위를 중시하되 동시에 동료

들의 당대 퍼포먼스의 기록을 분석하며 각각의 퍼포먼스를 재연할 

방법을 발견함으로서 이루어진 다소 모순된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아브라모비치는 재연을 위해 몇 년간 해당 작가들에게 이용허락을 

요청하며 역사적 재연을 불충분한 기록물에 의거하였다. 원작 퍼포

먼스 아트들의 결합으로 또 하나의 완전한 작품을 구성함으로 재연

보다 재해석인 하나의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한 것이다. 

  퍼포먼스 아트 작가가 직접 재연하는 리퍼포먼스나 대리인을 통

50) Marina Abramovic, Seven Easy Pieces, exh. cat., (Milan, Charta, 2004), p.  

11.

51) 리베카 슈나이더(Rebecca Shneider)는 브라운대학교의 연극예술학과 퍼포먼  

  스 연구의 교수로 퍼포먼스에 관한 이론 연구를 다양하게 해오면서 ‘재연’ 예  

  술은 퍼포먼스가 사라지는 것과 반대로 실연이 반복을 위한 수단으로 퍼포먼  

  스의 미술사적 분석에 의해 지속된 우리의 고전적인 생각의 틀에 도전하고    

  피력한다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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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임된 퍼포먼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치 및 내구성을 

유지하는데 에 있어 선행된 작업(원저작물)을 불완전하게 구성하지

만 반복의 순환을 설정함으로써 직선적 시간성에 도전한다.52) 영상

이나 사진 기록은 실제의 경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재연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또 다시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지

속가능성과 소장성을 열어두는 반면에 재연된 작품이 복제물인지,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2차적 저작물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한다. 

  종합하자면,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물로서 ‘재연’은 퍼포먼스 아트 

그 자체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관하여 저작권과 관

련하여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사

례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겠다. 위에 언급했듯이 현대미술 작품이 지

닌 다양한 특징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아트와 관련된 저작권보호는 퍼포먼스 아트 자

체가 현행 저작권법상 어느 종류의 저작물에 해당할 것인지 명확히 

판명하기가 어려워 그 보호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이 퍼포먼스 아트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성격의 저작물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은 분명하므로, 추후 퍼포먼스 아트와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52) Shneider(주 4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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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쟁점별 사례 분석

1. 티노 세갈의 작품

1) 작품 개요

  세갈은 예술의 전통적인 매체성을 공격하기 위해 어떠한 물질적 

변환도 거부하고 예술 모델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발화행위

와 움직임인 안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명명한 ‘구축된 상황

(constructed situation)’을 구성한다. 인간의 상호작용을 주체로 그

가 고용한 실연자들은 ‘해석자(interpreter)’53)로 지칭되며 그들의 

신체로 통해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을 퍼포먼스 보다는 ‘구축된 상황’이나 ‘살아있는 조

각’이라 주장하는 세갈의 작품은 에디션(edition)으로 조각이나 사진

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중 <키스 Kiss>(도 5)54)는 4개의 에디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하지만 해석자가 

가능한 시간에 따라 작품 대여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53) 세갈은 해석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인문학부터 사회과학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해석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세갈  

  의 작업 프로듀서이자 해석자를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아사드 라자     

  (Asad Raza) 또한 수개월 동안이나 런던의 영화관, 클럽, 도슨트 그룹, 교수  

  진 등에서 잠재적인 해석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Lauren Collins, “The    

  Strange Meeings of Tino Seghal”, The New Yorker, New York: New York  

  Magazine INC. Vol. 88, No. 29, (2012), p. 35, 재인용, 이진주(주 22), p.  

  36.

54) <키스>의 모든 에디션은 판매가 완료되어 현재 3점은 MoMA, Art Gallery   

  of Ontario, Fon National d'art Contemporain의 소장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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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지시는 모두 구두로만 진행되지만 호흡법이나 몸을 움직이

는 법 등은 일일이 세갈이 직접 또는 그의 오랜 동료인 무용가 제

롬 벨 등이 지시하고 훈련한다. 세갈은 자신의 작품을 사진이나 영

상 등 기록물 등으로 남기지 않고자 하므로 거래가 성사될 때 구매

자와 세갈 외에 공증인 혹은 여러 기관 직원들이55) 함께 증명하는 

자리에서 면 대 면으로 전달되며 악수로 끝난다. 기록을 피해 결제 

수단도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진행되며, 계약서는 물론 원본인증서

(certificate of authenticity)도 금하여 구매자는 ‘재수

행’(re-perform)할 수 있는 권리만 기억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다. 개인이나 기관이 세갈로부터 구매한 작품은, 어디까지나 기억 

형태로 소장되고, 다른 기관의 전시에 대여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구두로 전달된다.56)

  구두 계약 시 작품 설치에 대한 다섯 가지의 규정이 있으며 그 

55) MoMA 수석 큐레이터인 클라우스 비쉔바가 FT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큐레이터로서 기억을 해야 한다.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그     

지시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혼자서만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어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변호사, 공증인, 갤러리스트, 큐레이터와 보존팀과      

그리고 등록부서 직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긴     

미팅을 진행하였다” Degen, Natasha, "Making and Selling ephemeral       
    'situation' art", Financial Times,  February 14, 2009, 출처      

https://www.ft.com/content/8d4928dc-f96e-11dd-90c1-000077b07658, 

2018.4.26.

56) 세갈의 작품 중 <100개의 단어로 쓴 선언, 100 word statement>은 하나의  

단어를 각각씩 부분 판매하였다. 세갈의 작품 콜렉터인 도미닉 팔프레이먼     

(Dominic Palfreyman)은 자신은 “다른 99명의 다른 사람들과 세갈 작품의 부  

분   공동소유자” 이며 “우리는 <100개의 단어로 쓴 선언>에서 각각 한 개의  

단어를 구매하였고 서로 누가 구매하였는지 모르기에 이 작품은 수행할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순서에 4번째 단어라는 것이다. 단어 또한 말로  

전달되고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한 인터뷰에 고백하였다. 세갈은 이   

경우에 한명의 콜렉터는 모든 100개의 단어를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Jean Wainwright, “How to Collect Performance Art”, The Art Newspaper,   

Art Basel Daily Edition, June 2009. p. 5.



- 46 -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갈 자신이 이전에 협력하였거나 

훈련하고 승인한 사람에 의해서만 작품의 수행이 가능하고, ② 작품

을 수행하는 ‘해석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③ 단기간

의 연극 행사가 아닌 장기간의 미술 전시회인 것처럼 작품을 전시

하기 위해 최소한 6주간 매일, 하루 종일 전시해야 하고, ④ 그 작

품은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⑤ 구매자가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내용의 구두 계약으로 진행될 것을 엄격하게 정한다.57)

  이처럼 세갈 작품의 유통 및 전시 방식은 모두 인간의 신체, 육성

으로 이루어져 기억으로만 기록된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의 ‘퍼포

먼스 저작물’에는 어떤 법률상의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2) 법적 검토

  모든 세갈의 작품은 반기록적, 비물질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전

통적인 미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미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그만큼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가의 

전시를 관람객이 몰래 찍어 전송·배포를 할 경우 작가의 작품 의도

를 손상하는 것이기에 권리자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작품의 촬영 등을 통한 물질 정보화를 거절하는 세갈과 같이 

57) Stein, Danielle, "Tino Sehgal", W Magazine, November 1, 2009, 

     출처 https://www.wmagazine.com/story/tino-sehgal,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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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장성과 일회성에 충실한 퍼포먼스 아트의 경우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될 것이다. 예술적 표현보다 미학적 개념이 

우선시되는 현대미술 안에서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핵심적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개념미술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시각적 표현이고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핵심적인 척도가 

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다수의 선례를 통해 발전된 법리로 많

은 국가에서 저작물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기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은 외부로 나

타나는 ‘표현’에 대해서만 독점적 보호를 부여하며 아이디어는 저작

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설명을 법규범화지는 않

았다. 그러나 법 제2조 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지목함으로 간접적으로 이 법리의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58) 법학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

이디어·표현 이분법 이론을 저작권 보호범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

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

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

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59) “저작권법에 있어 아

58) 오승종(주 41),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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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으로 간주하

고 있고, 비록 저작물에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제3자가 저작

물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모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고 

판단함으로써60) 한국 법원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저작권 보호

범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의 법적 범위는 사상을 말, 문자, 색 등으로 시각적으로 2차

원적으로나, 3차원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의 

표현방법은 각 관람객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사전 

연출이 체계화 되어있다 해도 관객으로 인한 우연성으로 완성되기

에 경험 위주인 4차원적인 표현방법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기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인바, ‘표면적인 표현’보다 체험적으로 ‘내재적인 표현’을 하는 퍼포

먼스 아트는 아이디어와 표현 중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복잡한 현대미술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의 어려움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콘스탄틴 브란쿠시(Constantin Brancusi)의 <공간속의 새 

Bird in Space>(도 6)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 위 작품은 현대미술

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 사례이다. 위 작품과 관련한 사례는 일반

적으로 미술작품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지만 미술작품의 범위를 지

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61)(김진

59)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60)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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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2016). 세갈의 작품이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구분된다면 그 

작품을 도용 시 저작권 침해가 아닌 ‘표절(plagiarism)'에 속할 것이

다. 

  현대미술 장르에서 저작권분쟁은 각 저작물의 장르마다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달리 보는데 최근 미국 판례의 경향이나 특례법에 

따라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대 시각미술 저작물의 실질

적 유사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으

로서 실질적 유사성이란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간에 동일성 또

는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어떤 저

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되었다면 이

는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

였다.62)

  예술영역에서 장르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

술작품은 완전히 새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외관을 완전히 또

는 상당히 동일하게 복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표현까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 지울 수는 없을 것

이다. 

  세갈의 작품<키스 Kiss>를 예를 들자면, 지극히 평범한 애정의 

61) <공간 속의 새>는 미국의 통관심사에서 주방 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품목으  

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 미국 관세법에는 미술저작물을 ‘자연을 보방’하거나    

‘전문가의 작업’이라는 규정으로 브란쿠시의 작품은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소  

송을 통해 ‘창공을 나는 새의 느낌’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되어 승소 하였  

다. 김진엽, 「미술에서의 저작권 문제-미술 저작권 적용을 중심으로」,『예술  

과 미디어』, (2016), 한국예술과미디어협회, p. 190. 

62)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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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를 하나의 독창적인 안무나, 연기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

하다. 실질적 유사성을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상적

인 동작에 불과하다 간주되어 아이디어를 활용한 표현으로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물질적인 형태로 구성된 전통적인 미술작품과 같이 에디션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작품인 <키스 Kiss>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원본이 부재함으로 작품의 수행 상황에 따라 각 에디션마다 

달리 보일 수도 있기다. 그리하여 침해가 제시 될 시 실질적 유사성

으로 간주해야한다. 

  정리하자면, 세갈의 원저작물이 세갈이 계획한 작품 안무를 처음

으로 선보인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 세갈의 에디션 작

품들이 판매 될 시, 혹은 소장자나 세갈이 작품을 전시할 시, 재현

이 된다는 점에서 해석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작 또한 약

간 변경될 수도 있기에 원 저작물의 ‘복제물’이 재현되는 것으로 여

길 수 있다. 기존 저작물에 약간의 수정, 증감 등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함에도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세갈 작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재연 시 어디까지의 표현

이 원 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이고, 2차적 저작물인지 또는 일반 사

회 통념상, 즉 법적 기준에서 기존의 저작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

적인 새로운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첨가되어 새로

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보는

데 매번 전시되는 세갈의 작품에서 출현인물이 다르거나 그 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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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기억력에 따라 세갈이 지시한 원저작물의 안무가 미묘하게 변

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변형으로서 새로운 창작성

이 더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실연자(해석자)가 

바뀐 경우 그 실연자에 의하여 새로운 사상과 감성이 표현되므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 되어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연자의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가정 하에 제스처 자체나 순서에 있어 변수가 현저히 있을 경우도 

작품의 기존 안무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된 2차적 저작물로 착각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전술한 내용은 세갈의 에디

션과 재연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요점들이다. 

  이렇게 세갈은 언술행위로 작품을 지시하여 해석자의 신체로 시

각화되는 과정에서 그 ‘해석자’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행해질 수 있

는지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

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이나 전달 등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

작물의 가치에 제고하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 준하는 권리

를 실연자에게도 부여한다. 

  연극에서의 실연자들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

권, 공중송신권, 배포권과 대여권이 허락된다는 면에서 독창적인 예

술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연자에는 연출가나 감

독도 포함이 된다.

  법상 ‘실연’의 정의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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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유사한 방법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언급 하하는 저작

물이 아닌 것은 마술이나 서커스와 같은 수행도 ‘실연’ 으로 해당되

어 실연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어 같은 ‘표

현’이라도 누가 수행을 하였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수행을 하

는 지에 따라 실연에 속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63)

  

[표 7] 위임된 퍼포먼스 작품의 권리64)

퍼포먼스 아트를 실연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임된 퍼포먼스의65)

63) 오승종 (주 41), p. 935.

64) 정영미「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연극연출을 중심으로」(석사학  

위논문, 상명대학교, 2010), p. 86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65) 미술학자이자 비평가인 클레어 비숍 (Claire Bishop)에 의하면 위임된 퍼포먼  

스는 예술가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고, 작가를 대신하여  

퍼포먼스를 수행하기 위해 비전문가나 다른 영역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행위   

를 뜻한다. Claire Bishop, “Delegated Performance: Outsourcing              

Authenticity”, CUNY Academic Works, (2012),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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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지니는데, 세갈은 저작물의 짜임새를 창작한 원저작자이자 

지휘하는 연출가이며 그의 해석자들은 실연자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세갈은 [표 7]의 모든 항목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모든 권리

는 저작재산권임으로 세갈의 입장에서는 실연자의 권리는 별개로 

필요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기록적인 세갈의 작품은 사진, 영상, 도록이나 팜플렛으로 

제작되지 않기에 해석자들에게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에서의 실연자들은 성명표시권이 적용되어 

공연의 도록이나 팸플랫에 성함이 표시되겠지만 세갈의 작품에서는 

작품 제목이나 그의 이름은 해석자가 현장에서 읊는 방식으로 성명

표시가 구두로 진행되고 해석자들은 본인들의 성함을 낭독되지 않

는 방식으로 실연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권리는 사진이나 영상의 기록물에 의한 조항이 

대부분이며 문서화를 금하는 세갈의 작품에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효력이 없다. 하지만 그 중 공연법은 쟁점이 될 수는 있겠다. 실연

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실

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법 제72조)

은 실연자의 ‘생실연’(生實演)66)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오늘날의 공

연 장소에서는 무대 위에(회관 안)서 실시간 실연(live art)이 진행

되는 동시에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무대 밖(회관 밖)의 멀티비전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cctv와 같은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가 일어나

66) 송영식, 이상정(주 29), p.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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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이 전달되기에 세갈이 만약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 동시에 녹화가 되지 않는 라이브의 실연을 멀티비전으로 제공

하게 된다면 그의 해석자들은 공연권의 권리를 부여될 수 있다.

2) 미술적 검토

  세갈의 작품은 그 어느 물질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아 순수 

‘퍼포먼스’ 그 자체는 ‘저작물성’과 상반되는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관한 저작권 논점들의 고찰을 요구한다. 일회적

인 동작과 관객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는 저작권에서 

보호 받을 수 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는 그 판단을 내리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과 달리 미국법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고정된 독창적인 저

작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순수 퍼포먼스, 행위 그 자체는 보

호 받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우슬란더는 1976

년 개정 전의 미국 저작권법 사례이지만 Supreme Records v. 

Decca Records67)는 목소리로 가사를 노래한 퍼포먼스를 제외한 가

사, 가사의 배열과 녹음물 자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음원 구성 요소

들은 저작권보호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근거 삼아 퍼포먼스를 담고 

67) Supreme Records v. Decca Records, 90 F. Supp. 904, 1950의 원고는 피고  

가 자신의 회사가 프로듀싱한 음원을 같은 곡을 선곡하여 노래의 녹음을 모방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음악의 배열의 소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기나 성악의 악보를 뿐만 아니라 녹음된 전체적인 노래 퍼포먼  

스도 포함해서 판시하였던 것이다, Auslander(주 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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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녹음물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 녹음물을 복제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녹음물에 담겨진 퍼포먼스를 신체적인 동

작으로 복제하여 새로운 녹음물에 녹화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지 않

는다는 미국의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리켰다.68) 즉, 퍼포먼스는 유형

매체에 고착화되어 복제가 가능케 되어도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그 후 아우슬란더는 비슷한 퍼포먼스에 관련된 판례69)를 예시 삼

아, 이런 판례는 특정 퍼포먼스(마술, 특유의 캐릭터)나 퍼포먼스 

스타일(말하는 방식, 노래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들 중 

그 어느 것도 저작자의 저작물로서 퍼포먼스의 행위자의 소유권 자

체를 확립하지 못하고 사기, 퍼블리시티권이나 불공정경쟁 행위와 

같은 다른 법적 보호로 그 효과를 내기만 한 판결들이라고 주장하

였다.70)

  Chaplin v. Amador(93 Cal. App. 358, 269 P. 544 [1928])는 

Charles Amador(찰스 아마도)가 Charlie Chaplin(찰리 채플린)의 

<Little Tramp, 작은 방랑자)을 흉내 내면서 Charlie Aplin으로 영

화에 출현하여 출연료를 받았기에 아마도는 사기로 불공정경쟁 행

위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Midler v. Ford Motor  

Company(849 F. 2d 460 [1988])에서는 Bette Midler(베트 미들

68) Auslander(주 4), p. 12.

69) Goldin v. Claridon Photoplays(195 N.Y.S. 455; 202 AD I [1922]);         

Supreme Records v. Decca Records(90 F. Supp. 904, [1950], 909);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v. DeCosta(377 F. 2d 315 [1967]);    

Chaplin v. Amador(93 Cal. App. 358, 269 P. 544 [1928]);  Midler v. Ford  

Motor Company(849 F. 2d 460 [1988]). 

70) Auslander(주 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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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사건에서는 독특한 음성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는 사

례로 소리는 ‘고정’되지 않았기에 목소리는 저작권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미들러는 목소리나 퍼포먼스에 관한 재산권

은 없지만 그녀의 아이덴티티(정체성 혹은 자기 동일성)에는 부여

된다고 하였다. 목소리는 초상과 동등하게 독특하고 개인적이며 가

수는 노래에 자신을 나타내기에 그 음성을 흉내 내는 것은 그녀의 

아이덴티티를 침해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

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며 시장성을 지니고 있

는 유명인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자는 유명세 없이 저작물의 생성부터 권리가 함께 생성되는

데 퍼포먼스 작가들은 시장성을 지닌 유명세를 지녀야 퍼블리시티

권 아래 법적 보호받을 수 있다.  퍼포먼스 그 자체에 관한 보호가 

아닌 퍼포먼스 작가의 아이덴티티의 연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을 알려주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작가의 자아

발현이기에 무단으로 작가의 퍼포먼스를 사용하는 것은 퍼포먼스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우슬란더는 퍼포먼스 아트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퍼포먼

스를 자아 발현으로 간주하는 작가들이 존재하는 반면 퍼포먼스 그 

자체는 저작물에 그친다는 견해 또한 존재하기에 위의 연결성은 적

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71) 그리고 퍼포먼스 이론가들은 퍼포먼스

의 소멸성은 미술시장의 재생산에 반격하는 예술로 ‘유명세’ 즉, 시

장성을 증명 해야만 퍼블리시티권 아래 퍼포먼스 아트가 보호될 수 

71) Auslander(주 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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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제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아우슬란더가 예시한 판례를 토대로 그동안 퍼포먼스 작가들이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퍼포먼스 

그 자체는 소유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미치지 않고 사기, 불공정 경

쟁과 퍼블리시티권에 제기된 결정으로 나온 판결로부터의 보호였던 

것이다. 법으로는 퍼포먼스 아트 그 자체(생실연)의 저작권을 소유

할 수 없어 소유권, 상업화,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에 관한 다른 

규제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러니

하게 일회적으로 소유 할 수 없고 상업화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반론을 담은 퍼포먼스 아트의 초기 시점의 본질이다.  

  하지면 현시점에서의 퍼포먼스 작품은 생산, 보존, 유통되는 경제

적인 측면을 누리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표현

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근거로 세갈의 경제적 가치를 고민해 본다

면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 비물질적 유형을 지닌 작품들은 이미 미

술시장에서 활발히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물체에 고정이 

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아이디어에서 법적 보호에 그친 세갈의 작품

은 미술시장에서는 무형체인 상품으로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여 미

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간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72)

  세갈의 작품은 전통적인 미술매체와 마찬가지로 에디션의 구매가

능성, 이전 소장자의 출처(provenance), 작가의 작품에 대한 수요 

및 다양한 시장요소로73) 좌우될 것이다. <키스 Kiss>의 4가지 에

72) 이진주(주 25), p. 2.

73) Yap, Chin-Chin, “Undocumented, Tino Sehgal”, ArtAsiaPacific, May/June   

2009, 출처 http://artasiapacific.com/Magazine/63/UndocumentedTinoSeh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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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션은 이미 품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세갈의 작가로서의 브랜드 

네임을 증명하기도 한다. 구매자는 비물질적인 작품을 구매했을 시 

작가의 이름을 믿고, 이미 설정된 작품 가격에 의하여 작품의 거래

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여지

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세갈은 자신이 작품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

는다. 세갈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독창성 있는 작가로 주목받

고 있는 가운데 퍼포머로써 직접 참여하지 않기에 세갈의 작품이 

세갈의 자아발현이라 주장할 수 없는 바, 세갈의 아이덴티티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갈의 작품은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반복되는 특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해석자(실연자)들의 몸으로 표현되어 순환되고 

매 순간마다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해석자들이 자신들의 기억

에 의존하여 작품을 실연함으로써 해당 해석자들의 기억력에 따라 

이전 실연과 사이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진본을 증명할 증거물이 없으므로 개변에 늘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원본이 부재하여 작품의 수행 상황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

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각각의 개별적 에디션의 공통점이 작품을 

공동으로 정의하게 되는 동시에 원 저작물의 개변이 수월하다는 것

을 보여주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연극저작물로 세갈의 작품을 분류했을 때 그의 ‘해석

자’들은 실연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세갈의 작품에서 그의 ‘해

석자’들은 연극에서의 실연자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 본다. 세갈

201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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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자(interpreter)’들의 사전적 의미와 실연자(performer)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했을 때 둘이 차이점에서는 실연자는 짜인 안무

를 순서대로 신체로 표현하는 것, 해석자는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

여 구두 혹은 수화로 전달하는 것이다. 즉, 언어가 강조되는 작품으

로서 해석자는 세갈의 지시 아래 작품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

여 다시 설명하는 내용의 전달자일 뿐이다. 하나의 익명대리인으로

서 전달의 행위에 있어 연극저작물의 실연자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므

로 세갈의 익명의 해석자는 살아있는 작품의 매체로서 저작인접권

의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키스 Kiss>에서의 ‘안무’는 보편적인 평범한 애정표현의 행동으

로 일상적인 현상을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실

연자들은 따로 창작성을 덧붙인 실연이 아닌 위임된 ‘신체대리인’으

로서 행동을 취한 것 일뿐이기에 실연자의 권리를 부여하기에 부당

하다고 여겨진다. 국내 저작권법으로 연극저작물 아래 보호되는 동

작은 발레와 같은 안무이고, 사교댄스의 스텝, 체조의 마루운동, 스

포츠 경기를 위한 동작 등의 안무와 같은 것은 특정한 정신적 내용, 

즉, 사상, 느낌, 감정 등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특정한 육체

적 성과인 묘기와 힘을 중시74)하기 때문에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견

해가 있다. 

  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해진 신체적 동작의 선택과 구성, 흐

름 과 연속 안에서 상징적 또는 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안무

74) 송영식, 이상정(주 2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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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움직임을 선정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

적으로 조합, 배열한 것”75)이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 창

작성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이 방법 또한 옳은 방법이라는 해설도 

존재한다. 퍼포먼스 아트도 전체적인 인상으로 그 작품이 기억됨으

로 안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퍼포먼스에서의 동작은 

언어의 표현도 포함이 되어 연극저작물이나 무언극의 형태도 지닐 

수 있다. 

  세갈 또한 안무가를 실연자로 고용하여 안무로서 전체적인 인상

을 통해 사상과 느낌,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유사하지만 여기서 사

상과 느낌, 감정은 관객에서 나타는 것이고 세갈은 그것을 유발하기 

위해 해석자를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지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석자들은 ‘동작의 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스텝을 

응용한 사교댄스의 스텝이나 체조의 마루 운동처럼 신체의 단순한 

움직임 일뿐이고 더 나아가 연극저작물이 표현하는 ‘연기의 형’도 

아니다. 세갈의 신체 대리인으로 개인적인 해석이나 창작을 덧붙여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고 세갈의 ‘지시’에 따른 위임된 ‘전달자’ 인 

것이다.

   이렇게 퍼포먼스 아트는 표면적으로는 공연의 형태로 사람의 일

상적인 제스처, 언어, 노래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내면적으로는 관

객과의 소통의 장에서 자작물성이 이루어진다. 관객의 심리와 신체

적 참여를 유도하여 관객도 하나의 재료가 되어 성립되는 작품이기

에 작가는 치밀하게 밑그림을 구성하되 완벽한 예견을 할 수 없는

75)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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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의를 둔다. 즉흥성을 열어두고 ‘표현의 고정’에 집착하지 않는

데 이러한 특징은 국내 저작권법이나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볼 수 

있다. 표현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필요치 하지 않기 때문

에 즉흥적인 퍼포먼스 아트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

작물’이며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설된다. 

  그렇기에 앞서 강조했듯이 퍼포먼스의 특징상 원작의 본질과 시

각적 요소를 온전히 대리 해줄 수 있는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런 까닭에 퍼포먼스 작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를 비슷하게 재생할 수 있는 영상 등으로 유형매체에 고정시킨다 

해도, 그리고 계약상 그 물질적 저작물의 권리를 퍼포먼스 작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가정하여도 소멸과 순간성에 의하여 탄생

하는 퍼포먼스 아트는 그 외의 저작물은 필연적으로 2차적 저작물

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최근에 대두되는 기록 방법은 ‘재현(re-enact)’

이고 세갈 또한 이런 방법으로 작품을 상품화하는데, 재현을 통해 

같은 퍼포먼스의 진행으로 관객과의 ‘소통과 경험’을 만들어 퍼포먼

스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지만 원본(첫 퍼포먼스의 수행)과는 완전

히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생을 한다는 점에서 환경요소가 달

라질 것이고 참여하는 관객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제기 될시 실질적 유사성이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퍼포먼스 아트

가 ‘동작의 표현’이 아닌 구성된 환경의 흐름 안에서 관객성으로 완

성된다 해도 관객의 즉흥적인 의미 부여 또한 반복 가능성이 있기

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세갈은 기억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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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으로써 증명을 해야 하기에 영상이나 사진의 부속물 없이 충분

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공연예술 측에서는 실질적 유사성 검증을 위한 제안 방법으로는 

실제 공연을 관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정영미 2011). 연극연

출에 관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분쟁 시 공

연분석 전문가, 평론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직접 공연을 관람함으

로써 공연의 속성을 분석하여 저작권침해 판단에 유용76)할 것 같다

는 의견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2007년도에는 

실제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었다.77)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의 관람은 공연예술처럼 재 관람이 허락되

지 않는 표현방식 또한 존재하고 표현 방식 자체가 일상적인 신체

의 동작일수도 있기에 그 검증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도용했다

는 흔적은 중요 장면의 표현기법을 따라하는 것인데 퍼포먼스 아트

는 아브라모비치의 <작가는 존재한다 The Artist is Present>(도 

7)에서처럼 ‘앉아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나, 크리스 버든의 <쏘

다 Shoot>(도 8)처럼 자신에게 총을 쏘는 파격적인 동작을 실연처

럼 예능적 기법으로 간주하여 독창성,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분

류하기 난해하다. 버든과 같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평가를 위해 재 

관람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본다. 

  퍼포먼스 아트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에서는 표현방식에서

의 동작 자체는 일부분이고 주로 ‘독창성’을 지니지 않은 행동이기

76) 정영미(주 8), p 165.

77) 정영미(주 8),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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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환경적인 요소인 특정한 장소, 시간, 의상, 소품 등의 선택에 부

여한 작가의 의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저작물의 생성에서

는 모든 요인들은 작가의 개념적 의도로 구성된것이기에 퍼포먼스 

작가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 하는데 있어 그 환경에 개념적 의미를 

구성했을 것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관객성에

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의미는 관객의 주관적인 해석도 포함되기에 

작가 측에서 명백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작가가 퍼포먼스를 구성한 

개념적 의의와 목표는 설명할 수 있음으로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념과 의도에 판단기준의 비중이 차지한다면 세갈과 같이 자신

의 퍼포먼스가 에디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에디션작품들은 2

차적 저작물이 아닌 모두 원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세갈의 작품은 무형체로 기억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간주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 될 것이고 만약 실질적 유

사성을 위와 같이 판단한다 해도 모든 증언들은 구두로 증언 될 것

이기에 불충분한 판단기준으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이미 작고한 퍼포먼스 작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록

을 거부하였던 최초의 퍼포먼스 작가들은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재 

관람을 제공 할 수 없고 당시 증인들의 구두 소견을 통해 증언해야

하기에 유형매체에 의지 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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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G 빌드-쿤스트와 에바 보이스 v.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

1) 사안 개요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Museum Schloss Moyland)과 요셉 보이스

의 아내인 에바 보이스(Eva Beuys)78)를 대리하여 소송을진행한 

VG 빌드-쿤스트(VG Bild-Kunst)간의 저작권 소송은 모이란트 궁

전 미술관이 2009년 보이스의 퍼포먼스 작품 <마르셍 뒤샹의 침묵

이 과대평가 되다, The silence of Marcel Duchamp is Overrated, 

1964>를 사진 촬영한 사진가 만프레드 티셔(Manfred Tischer)가 

작고하자, 그가 보이스를 촬영한 미공표된 사진 19개를 포함하여 박

물관이 소장한 보이스 컬렉션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면서 시작되었

다. 그 과정에서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은 사전에 보이스 측에 동의

를 구하지 않았고, 보이스는 위 전시가 요셉 보이스의 작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

다. 보이스는 티셔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작품의 

전시 및 출판에 대해 승인한 적은 없었다. 

78)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근현대박물관으로 요셉 보이스의 세게 최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과 Joseph Beuys Estate의 에바         

보이스(Eva Beuys)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긴      

분쟁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로 앞으로 발생할 퍼포먼스 아트 저작권문제 혹은  

기록 및 보존 문제에 관하여 미술계에서 주목 선례가 될 것으로 미술계에서    

유의하던 사건이다. Ottmann, Klaus, Who Owns the Rights to  
    Documentations of Performance Art, 2011.4.28., 출처      

http://blog.phillipscollection.org/2011/04/28/who-owns-the-rights-to-docum

entations-of-performance-art/, 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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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결 및 법적 검토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09년 티셔가 촬영한 사진이 보이스의 

작품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

이스의 퍼포먼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며 미술관은 

티셔의 사진을 전시할 경우 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미술관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2009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독일 대법원은 

2013년 5월 모이란트 궁전 미술관에서 사진을 전시할 권리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요점은 티셔가 촬영한 19점의 작품은 비물질적인 보이

스의 퍼포먼스를 유일하게 시각화한 기록물로써 그의 퍼포먼스를 

회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미술관에서 전시된 19점은 사진이란 

매체로서 원작품(퍼포먼스)을 대신하기엔 파편적인 이미지로서 작

품을 잘못 해석하고 포착했다는 점에서 에바 보이스가 침해를 주장

했던 것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송 출발점에서 보이스의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 복제권 

및 2차적 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쟁점이 대두된다. 미공표된 사진

을 미술관 측에서 전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전시권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는데, 국내법은 ‘전시’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전시권79)이 미치도록 하여 

79)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하며(법 제  

19조), 여기서 ‘전시’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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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 반면, 독일 저작권법은 아직 

공표하지 않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등의 원본 혹은 복제물

에 대하여만 전시권을 인정하여(독일저작권법 제18조)80) 한국에 비

해 그 대상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퍼포먼스 아트는 미술저작물인지 연극저작물에 속하는지

에 따라 각각 전시권이나 공연권의 권리가 따른다. 입법취지등을 고

려하면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

나 복제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보이스의 ‘복제’는 법적정의에 항목에 의하면 티셔는 ‘사진촬영’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며 티셔에게 사진승낙을 하

였기에 자신의 저작물을 ② 복제할 권리를 선보여 티셔의 사진을 

자신의 작품의 복제물이라 여겼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티셔의 사진은 보이스의 퍼포먼스 작품의 복제물이 되

어 보이스가 전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연 티셔

의 작품이 ‘복제물’81)과 ‘2차적 저작물’82)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80) 오승종(주 41), pp. 559-560. 

81) 저작권법에서 복제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원형 그대로 인식  

할 수 있거나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기존 저작물과 사  

이의 실질적 동일성 및 유형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  

당한다, 송영식, 이상정(주 29), p. 221. 

82)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라 함은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기존 저작물과 실  

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 인  

해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껴  

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라 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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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것이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독자적인 저작물

로 티셔의 저작권도 성립되어 전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이스의 

승낙 없이도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포먼스의 경우 현

장성과 일회성이 특징되는 예술로 완전한 복제는 불가능하기에 원

작을 재생하기는 어려워 사진 같은 새로운 창작성이 요구되는 기록

방법은 복제물로 단정 짓기도 난해하여 보이스의 전시권 침해를 법

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셔가 촬영한 사

진들은 미공표된 사진들이기에, 미술관에서의 전시가 보이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인지와 관계없이 독일저작권법상 전시권 침

해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의 요지는 티셔가 촬영한 사진은 보이스로부터 승낙을 받

고 촬영한 사진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로의 개변을 허락받은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기록의 저작권 문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상촬영과 달리 사진촬영은 보이스가 요청한 촬영이었다 해도 티

셔의 개인적 창작성이 추가된 작품으로 독립된 저작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보이스에게 주어진 ③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의미하며(법 제22조),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

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을 의미한다(법 제5조).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

을 기초로 하여 그와 동일한 유형물을 작성(복제)하거나 동일성을 

띄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또 다른 저작물을 작성(2차적 저

작물 작성)하는 행위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이다. 위와 같은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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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차이는 새롭게 창작성을 더하여 기존의 저

작물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우선 사진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

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

다.83) 전문 사진 촬영가인 티셔가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촬영자

인 티셔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

되는 퍼포먼스를 포착하는 사진촬영의 방법은 촬영기회의 포착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창작의 기여가 필수적이기에 독일 대법원

의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티셔가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것이 

보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모이란트 궁전 미술

관이 위 사진들을 전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 법원 1, 2심의 경우 티셔가 촬영한 사진들이 보이스 

작품을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

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

단한 반면, 대법원은 티셔의 촬영으로 보이스 작품에 다소의 수정,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작품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것

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해 작품과 기존 저작물의 사이에 실질적인 

83)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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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미술적 검토

  위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의 한 문화예술자산 법률회사의 관계자

는 “이번 판결은 대단히 합리적인 판결로, 영국법에서는 공연 예술

을 찍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각색으로 보지 않는다. 퍼포먼스 기록의 

요소로 (퍼포먼스를 찍은) 사진들의 전시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

다”고 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 반면, 에바 보이스를 대변한 

VG Bild-Kunst측의 변호사는 우려하는 목소리로 “예술가들의 작품

이 이제 기록화 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사진가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예술가로부터의 각색의 저작권도 명

확하게 규명해야 한다”84)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에 관한 윤리와 저작권 문제가 

퍼포먼스 본질의 보호를 우려하는 미술계의 입장이 대두된 사례로 

법원의 입장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그 어느 유형매체의 기반에 구속

하지 않고 자체의 예술성으로 인정해준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서 저

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매체는 사진으로써, 원 저작물인 퍼포

먼스 아트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했을지라도 질적으로 그 가치가 상

당한 것이라면 원작인 퍼포먼스의 전부가 재현 될 수 없다고 해도 

84) Christine Hoffman, "Battle over Joseph Beuys collection at Moyland 

Castle", The Art Newspaper, April 2009, Vol. 18, Issue 201, p. 20.



- 70 -

저작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1심에서 보여준 것이다.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무용저작물을 찍은 사진 저작물과 관

련한 사건인 Horgan (the estate of Geoge Balanchine) v. 

MacMillan, Inc. (789 F.2d 157 [1986])을 예로 둘 수 있다. 출판

사 MacMillan(맥밀란)이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의 안무 

사진을 책으로 인쇄하며 발라친의 발레를 재현하였고, 승인 없는 2

차적 저작물의 작성으로 게오르게 발란친 재단(the estate of 

George Balanchin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뉴욕 연

방지방법원에서는 “안무란 발레에 있어서 춤의 흐름이고...사진은 특

정 순간에 다양한 자세의 무용수를 찍은 것이고 그 바탕에 있는 안

무내용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무대 공연은 그 사진들로부터 다시 

만들어 질 수 없다”85)고 판시하였다. 사진들에 의해 공연이 재현되

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맥밀란에서 출판한 책에서는 “발라친의 

성명이 저명함에 근거한 광고나 유통의 목적으로 그 성명에 대한 

훼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2심에서의 견해는 안무의 연속적 동작 중에서 핵심 장면

을 순간 포착한 사진들은 그 양이 전체적인 안무에 비해서 적은 양

이라 해도 질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86)

고 하였다.안무의 연속체에서 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은 앞서 2장에

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징적인(iconic)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어 그 

안무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레공연을 본 사

85) 장주영, 『미국 저작권 판례』 (육법사, 2012), p. 147.

86) Auslander(주 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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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안무를 금방 연상 해내어 더 많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사례는 원저작물(발

라친)과 침해저작물(맥밀란)이 다른 매체일(퍼포먼스에서 사진) 경

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서는 질적 판단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관람자들의 기억이 사진을 통해 전체적인 안무를 연상할 수 있다고 

본 점도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었

다. 

  보이스와 미술관 사례는 위 무용저작물 사례를 토대로 1심에서 

티셔가 20분간의 퍼포먼스 작품을 19점의 사진으로 발췌한 점에서 

보이스는 질적으로 보이스 퍼포먼스의 본질을 끌어내지 못하여 잘

못 해석한 점에서 침해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티셔의 사진 외에 시

각적 기록이 부재하는 보이스의 입장에서 19점의 사진 저작물은 보

이스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효력이 현실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

이다. 특히 공연예술에 비해 퍼포먼스 아트는 특정화된 예술매체로 

대중성이 현저히 낮고 시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티셔의 이미지가 

유일한 유형체로써 보이스의 작품으로 간주 해석되며 상징되어 지

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퍼포먼스 작가의 측면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소멸성’이 예약된 작품을 발췌하여 물질화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에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자료화라는 매체는 전체적인 퍼포먼스 중 무엇을 어느 정도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

    미국의 안무가 이본느 레이너(Yvonne Rainer)는 1966년에 ‘재

연(re-enactment)'은87) 하나의 수행적인 아카이브로 원본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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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퍼포먼스의 발명과 생산을 제공한다고 제

시한 것이 오늘날 퍼포먼스 아트를 반복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으로 많은 예술가들과 미술관에서 추진한다. 이는 재연 즉, 

위임된 퍼포먼스는 재생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과의 비슷한 형식을 

띄고있으며 이에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실연자를 포함한 더욱 복잡

한 권리 관계를 생성하기도 한다.

  펠란은 퍼포먼스의 존재론을 ‘소멸성’에 있다고 주장하며 퍼포먼

스는 소멸하면서 생성된다하여 유형매체가 기록으로 내재하는 권력

과 제도를 거부하고 무형매체의 재연 방식도 사라짐과 동시에 탄생

하는 퍼포먼스와 상반된다는 주장으로 마치 저작권 보호를 거부하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기록과 연결되는 것은 과거와 함께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문제를 담고 있으며 미래의 돌이킬 수 없는 경험”88)

이라고 하였다. 즉, 재연은 어쩌면 레이너의 이론처럼 원본으로 되

돌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새로운 퍼포먼스가 생산되는 수행적인 기

록으로 재연의 과정을 부각하는 ‘실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89)

  재연으로 퍼포먼스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경우 이러한 유형의 

예술이 시장성을 가지고 증가할 것이며 비물질적 소장품으로써의 

소유권의 문제 또한 야기되며 결국 작품 판매 시에 따르는 문제점

에 도달하여 관계자들 간 명백한 계약 규정을 통한 법적 보호를 필

요로 하게 된다.

87) 김재리(주 8) p. 186.

88) 김재리(주 8), p. 191

89) 김재리(주 8),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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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브라모비치 v. 쿨리붸프와 리가드 프로덕션

1) 사안 개요

  아브라모비치는 2년간 프랑스 필름 제작자인 피에르 쿨리붸프

(Pierre Coulibeuf)가 제작한 두 영화(film)<별 The Star>(1998)

와 <발칸 바로크 The Balkan Baroque>(1998)에서 본인의 저작권

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두 차례 소송제기를 하였으

나 두 번째 소송에서만 승소 하였다.90)

  아브라모비치가 여배우로 출현한 이 필름은 그녀의 <전기 

Biography>(1992) 작품이 기초가 됐지만 쿨리붸프는 아브로모비치

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품을 그녀가 원했던 데로 보여주지 않아 잘

못된 표현이라는 이유로 1999년도 쿨리붸프를 상대로 소송(이하 “1

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브라모비치가 계약을 통

해 장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녀는 패소하였다. 

  그 후 쿨리붸프가 <발칸 바로크> 필름을 하나의 설치미술로 포

르투갈 박물관에 판매하면서 아브라모비치는 2009년에 또다시 새로

운 소송(이하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아브라모비치

는 쿨리붸프가 위 영화의 장면들이 자신의 작품의 장면을 차용한 

90) Lydiate, Henry, Postmodern Artwork Artquest, 2011,출처 

    https://www.artquest.org.uk/artlaw-article/postmodern-artwork-2/, 201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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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화들이 자신의 작

품들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초 계약상 그녀는 쿨리붸

프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설치미술, 사진이나 영상 에디션 등 2차

적 저작물의 창작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법원 판결 및 법적 검토

  위 사건은 파리의 상급 법원에서 진행된 2차 소송에서 법원은 아

브라모비치를 해당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라고 판단하면서 쿨리붸프

와 리가드 프로덕션은 약 미화 6만 달러를 아브라모비치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미화 3만 달러를 아브라모비치 작품의 완결성에 손

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아브라모비치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아브라모비치가 쿨리붸프 및 리가드 프로덕션과 

공동 저작자라고 판단하여 아브라모비치의 사전 허락없이 공개적으

로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 그녀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면

서 영화필름에 아브라모비치의 공동 감독으로 성명표시를 정정하길 

권하였다.

   이 사건의 1차 소송에서 쿨리붸프는 아브라모비치와 사이에 영

화촬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브라모비치의 작품 이용허

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아브라모비치의 저작인격

권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차 소송에서는 쿨리붸프가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박물관에 영화필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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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박물관에서 위 영화필름을 이용하여 설치미술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브라모비치로부터 2차적 저작물 제작에 관한 

허락 내지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아브라모비치의 저작인

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91) 즉 쿨리붸프가 아브로모비치에

게 허락을 받아 제작한 영화필름을 설치미술로 재구성하여 또 다른 

‘3차적 저작물’ 92)을 창작한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소송은 아이러니하게 아브로모비치는 자신의 기존 퍼포먼스가 

영상저작물로 실질적 개변되어 제작된 것을 프랑스법 아래 저작물 

중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에 속하는 음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영상으로 구성된 그 밖의 저작물”93)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도로 자신의 예술작품의 가치와 영화필름 제작에 기여를 증명할 수 

있었다. 프랑스 법원은 쿨리붸프가 담은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 

장면을 토대로 영화필름의 창작성에 기여된 아브라모비치의 비중을 

고려하여 영화필름의 공동저작자로 판시한 것이다. 즉 영화필름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하든 쿨리붸프는 공동저작자인 아브라모비

치의 합의를 얻어야했다.

  아브라모비치로부터 2차적 저작물 제작에 관한 협의를 받지 않았

을 때 국내법에서의 논점들을 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수정·개변을 가하여 작성되는 새로운 저작

91) 위의 웹사이트.

92) 현행법 상 3차적 저작물은 존재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로 해석되는데 본 논문  

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3차적 저작물이라 하겠다.

93) 프랑스저작권법 (제1편 제2절 제112조의2 제 6호).



- 76 -

물이므로 언제나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바, 쿨리붸프가 촬영한 위 각 영화들을 1차 소송에서 계약상 아

브라모비치의 ①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지만 2차 소

송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어 이에 따른 허락받지 않

은 2차적 저작물로서 아브라모비치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는 요지다.

  ②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법 제12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권을 주장할 수 있

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

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사회

적·인격적 평가는 원저작물에도 미치게 되므로 작가는 자신의 저작

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도 성명표시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94)

  우리나라의 실무와 판례에 의하면, 성명표시권의 경우 해당 저작

물의 무단이용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원저작물에 다

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95)

  그런데 1차 소송에서는 쿨리붸프가 아브라모비치와 체결한 계약

94) 오승종(주 41), p. 434.  

95) 오승종(주 41),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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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쿨리붸프가 아브라모비치와 그녀의 작품을 영화에 담을 

수 있고 이를 상영할 수 있고, 통상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촬영된 

영화에 원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에 부

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인다. 

  반면 2차 소송에서는 쿨리붸프가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사전에 허

락을 받지 않고 박물관에 위 각 영화들을 상영하거나 설치하여 전

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박물관에서는 위 각 영화들을 시

설 내에 설치하여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시하는 과정에서 아브라모

비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아브라모비치의 주장에 

의하면 쿨리붸프는 촬영한 영화의 장면이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자신의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반박하였

다.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사회적·인격적 평가는 원저작

물에도 미치게 되고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적 저작물에 대하여도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브라모

비치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얻지 않고 박물관에 위 각 영화들(2차적 

저작물)을 상영하고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모비치를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모비치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③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

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법 제13조). 원저

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2차적 저작

물 작성에 당연히 수반되는 개변에 대하여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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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이 미치지 않고 매번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원저작물의 본질을 개변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미치므로 설사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96)

  한편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은 저작자가 여러 명이면서도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동의도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라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97)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원저작물의 비본질적인 개변에 대한 동의까

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따라서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1차 소송에서 쿨리붸프는 아브라모비치와 체결

한 영화촬영과 관련한 계약에 따라 영화촬영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동일성유지권

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차 소송과 관련하여 쿨리붸프가 박물관에 위 각 영화들

을 상영하거나 설치하여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박물관에

서 위 각 영화들을 시설 내에 설치하여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시하

는 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을 개변하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아

브라모비치로부터 사전에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동일성유

96) 오승종(주 41), pp. 459-460.

97) 오승종(주 41),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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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브라모비치를 위 각 영

화들의 공동저작자로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사전에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미술적 검토

  쿨리붸프는 설치미술이라는 큰 틀 아래 영화필름 <발칸 바로크>

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술저작물로 전환시켰기에 이 설치작품은 전

시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설치미술로 다른 구성요소와 

함께 영화필름도 상연되기에 단순히 공연권이라고도 볼 수 도 있겠

다. 이 실제 사건이 진행된 프랑스에서는 전시권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공연권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시권의 대상으

로 되는 저작물의 종류나 공표여부 및 원본이나 복제물에 의한 전

시 등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 두 권리를 나뉘어 판단할 

필요는 없다. 98)

  더 나아가, 국내법에 의거하면 이 사건에서의 아브라모비치의 입

장은 자신의 실연이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영상으로서 제작되어 공

중에게 공개됐을 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는 공연권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영상에 담긴 퍼포먼스가 아닌 퍼포먼스 그 자체가 

공중에게 공대 되었을 때를 고려했을 시 사회통념상 미술학계에 간

98) 오승종(주 41), p.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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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지고 미술 시장 안에서 유통되고 공개되기에 ‘전시권’이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는 실질적인 법적 해석이 우위이기에 퍼포먼스를 중심에 두고 전시

와 공연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라는 별도의 정의는 결여하여 예술작품의 공개하는 권리 

중 ‘전시권’과 ‘공연권’의 규정취지를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

고자 하였을 때 이 둘의 규정은  명백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간접 

전시 또한 전시로 포섭할 경우 공연과 겹치기 때문이다. 공연의 법

적 정의에는 직접적인 실연을 포함한 ‘음반, 재생, 방송을 상연, 상

영’이란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공연권은 이를 공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포함해 원본

의 복제물도 전시가 가능하여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간접

전시도 포함’된다.99) 즉,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을 상연하거나 영상

을 상영함으로써 ‘공연권’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작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 앞에 선

보이는 권리를 공연권으로 간주하고 전시와 공연의 영역을 명백하

게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는 견해들도 있다. 국내법의 

문맥상 ‘전시’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 결여된 상황 아래 간접전시

가 공연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도 공연과 전시는 구분하는 것이 맞

고, 입법론으로는 이점을 고려하여 명명해둘 필요가 있다는 소견인 

것이다.100)

99) 송영식, 이상정(주 29),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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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전시 개념은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전적 의미인 진열와 

개시라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미술저작물의 특징을 고려하

여 관객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응용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

의 요지는 공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작품의 이해도를 상

승시키기 위한 계획된 배열보다는 대중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람이 

가능한 단순한 진열을 택하고 있다. 

  반면 미술학계에서 ‘전시’는 기획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관객

의 해석을 요하는 상호 간의 소통을 유도하며 ‘진열’ 행위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

기획에서 ‘전시’의 정의는 ‘진열’과 세부적인 개념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전시는 작품의 위치를 기획하여 관객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게끔 만들어 기획자의 궁극적 목적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능의 수단이라는 것이다.101)

  이러한 전시의 이해를 토대로 미디어 아트의 미술 형식을 고려했

을 때 매체에 따라 중첩적으로 해당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회화나 

조각처럼 원본이나 복제물 유형물을 통하여 만들어진 미디어아트의 

공개는 전시권이 부여되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미디어아트는 공연권

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되는 현시점에서 전시와 공연의 영역을 구

분하기 위해서는 복제와 공연의 구별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공연과 복제는 둘 다 원 저작물 그 자체를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요소를 지니지만 이 둘의 차이점으로 복제는 유형체로 재현

100) 송영식, 이상정(주 29), p. 231.

101) 유다연, 「미술 전시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에 대한 연구: 기획 및 운영을 중  

  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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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공연은 무형체로 재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되

어 진다. 복제는 ‘유형체의 재현’으로 공개될 시 전시권이 부여되고 

공연은 ‘무형체의 재현’(생실연)으로 그 생실연을 포함한 ‘음반, 재

생, 방송을 상연, 상영’이란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인 공연권이 부여된다.

  요지는 복제의 대상은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들의 녹화도 유형체

로 전환되어 복제가 됨으로 무형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유형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복제의 범위에 속하는102) 반면에 공연은 무형체의 

생실연을 포함한 ‘음반’과 ‘상영’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어 공연권이 

형성된다. ‘상영’이란 “공중이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

도록 저작물을 모든 종류의 화면에 현시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상 형태의 유형체를 일컫는다. 이는 복제와 겹치는 성

질을 내재하며 이런 영상 형태의 유형체는 결국 복제물로 전시권과 

공연권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중첩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전시와 공연의 영역의 명백한 분리가 없어서 

일 수 도 있다.

  간접전시의 해석과 복제의 법적 정의에 의하면 공연은 모호한 성

질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영역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동

작을 직접 선보이는 권리라 분명하게 구별 지어져야 함이 요구된다. 

세계 주요 국가 중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전시권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연권 또는 공중 전달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보호

하고 있는데, 이는 퍼포먼스 아트나 미디어 아트 같은 모호한 성질

102) 오승종(주 41),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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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한 저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연권이라는 통합

적인 용어가 더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법적 해석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시는 단순히 유형체의 공개이고 공연은 1차원적인 

무형체의 실연 및 이를 담은 2차원적인 유형체의 공개인 것으로 해

석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두 권리의 법적 목적은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또한 전시는 공연권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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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퍼포먼스 아트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방안 

1. 저작권 인식도 교육 및 미술 저작권 전문기구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저작권인식도와 교육 실

태를 다양하게 조사하여 저작권 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 2009년 전

국 122명 대상으로 인지도와 교육 실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저

작권 교육 수요 조사’103)를 통하여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

작권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현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저작권 교육 통계집에 의하면 저작권법 침해사범의 최종

학력 중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큰 43.7%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저작

권 보호의 가치와 태도 문제를 교육 과정별로 강조하고 다룰 필요

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수립에 기여해야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저작권 인지도와 교육 실태 및 교육 수

요의 파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문화예술관광부에서 실시되

는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조사는 2008년도에 그

쳐있으며 이 자료는 미술이나 연극을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연극, 

103) 2017년5월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중장기적 정책관리 지표로 활용하고자 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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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악 분야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7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작권 

전문기구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세 기구는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저

작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발표

하며 창작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문화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 및 예술인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

를 구축하고 자는 취지를 앞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인

의 각 분야별 저작권 인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

지 않는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비롯해 창작자들

의 기본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투명한 저작물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저작권 등록 정보 검색, 활용 기능 개선 및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

권 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란 목표 아래 현재 공표된 판례

집이나 사례집이 존재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

이트를 통해 출판표준계약서나 저작권 계약 가이드와 같은 매뉴얼 

형식의 보고서만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데 그쳐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민의식 개선과 전문인력 양상을 위해 다

양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지

만 그 과정 명을 살펴보면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미술인을 대상으

로 한 교육과정은 부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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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는 주요 판례, 주요 협약,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가 존재하나, 

이 연구는 전체의 흐름을 검토하여 문제점 진단 후 저작권 정책 개

선 방안을 제시한 정도에 그쳐있으며, 인식도 조사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상당수의 작가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복제와 배포를 홍보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며 대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다.105)

약관의 형식으로 구성된 전속계약은 저작권 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도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인식하여도 상대적으

로 불리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상황이 많이 확인되기도106) 하고 미

술관이나 갤러리에 측에서의 저작권 관리 부실로 인해 창작자가 저

작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의 주요 목적인 향후의 건강한 미술시장 발전과 문

화예술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저작권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영리적

인 미술저작권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미술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적은 수로 존재하며 그 

10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출처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education/index.do, 2018.5.20.

105) 최병식, 「미술계의 저작권 관련 현황 및 개선사항」, 『미술과 저작권 토론  

   회』, 문화체육관광부, (2012), pp. 13-17.

106) 양혜원(주 6),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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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또한 부족한 단체들로 구성되어있다. 대체적으로 저작권 관

리업체의 위탁관리와 저작권 신탁 활용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기에 미술저작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 및 서비스 형태의 

비영리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

지재단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상담, 저

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문화예술분야를 

통합하고 있기에 그 외 별도로 시각미술분야의 저작권 중심의 비영

리 기구가 존재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화예술인들이 사무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에 더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활용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다루기 쉬운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를 구성해야하며 미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법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작가로

서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작가들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 일반적이겠다. 하지만 현재 검

색으로 한국미술저작권관리 협회와 한국미술저작권협회가 미술저작

권 전문 업체로 등장하지만 이 둘은 저작권 등록의 유형으로 영리

적인 영역에 속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에서는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서비스 및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

술 저작권’ 검색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문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대행해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유지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국내외 저작권분쟁 관련 정보 및 판례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미술 분야의 저작권 및 제도적 방안 연구에 자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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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어 표준계약서의 개발을 강화시키고, 미술 저작권 기구 설

립과 더불어 퍼포먼스 아트의 체계적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단체의 설립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퍼포먼스 아트 관련 법정제도의 마련

  퍼포먼스 아트는 단순하게 법조문의 저작물성 해석만으로는 저작

권 보호에서 그 구제가 어렵다. 각각의 공연예술, 미술 분야 전문가

들과 법전문가들이 정책적 협력 을 통하여 미술의 본질과 저작권법

의 목적에 관한 이해관계가 성립되며 보다 세밀하게 고민되어야한

다.

  첫째,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고자 한다. 퍼포

먼스 아트는 현행법에 의한 미술저작물과 연극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 학문상 미술이기에 미술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물로 조항을 마련

하여 관련 규정이 정립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여겨지고 ‘퍼포먼

스 아트 저작물’을 정의할 때 각 분야별의 전문적인 의견과 연구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퍼포먼스 아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퍼포

먼스 아트가 법제도 안에서 정식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퍼포먼스 아트의 시장성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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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된 저작물외의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고는 있으나 저작물 분류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가 다르다. 그리하

여 분쟁 해결 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저작권 사전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미국은 저작물 배포 이전의 저작권 침

해의 우려가 있거나 저작물 창작 중 즉, 완료 전의 경우에는 저작물

을 사전등록하면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와 동일한 법적 구제 수단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107). 실연자 고용으로 퍼

포먼스를 재연하는 보존 방법이 증가 하면서 단언컨대 저작자 본인

이 아닌 다른 실연자의 신체를 통해 퍼포먼스 아트를 구성하는 연

출가의 형태의 작가들도 증가할 것을 예상 하는 전제하에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면 전시장에서 공개됨으로서 완성되는 일회성을 지

닌 퍼포먼스 아트는 그 전의 단계에서 미공개된 작품에 관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연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제작과

정에서 전시장에서 완료되기 전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분

명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셋째, 실연자의 권리 법정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연출가 와 지휘자

를 실연자와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저작자, 즉 창

작자가 아닌 타인의 신체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경우 퍼포먼스 작

107) 양혜원(주 6),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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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창작자이며 또는 연출가로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질 수 도 있다. 

현행법에는 실연자를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종합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출가는 실연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재산권을 배제한 저작인접권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수도 있다. 따라서 제2조 제4

호의 실연자 정의108) 규정에서 지휘, 연출, 감독 부분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제도의 보완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은 저작

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의 범위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서는 국내와 국외의 관련 다양한 판례와 수많은 국제적인 저작권법 

이론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국내 저작권 갈등에서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관련한 법규정이나 판결의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상기하여 퍼포먼스 아트 그 자체 및 이를 토대로 한 2차

적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충실히 보호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퍼포먼스 아트 사례들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성 ‘표

108)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밖의 예능적 방법  

   으로 표현하는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  

   현하는 것”이고 실연자는 이를 실연하는 자 외에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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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

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표현과 아이디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법상 보호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표준계약서의 확산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는 규정들을 둠으로써 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거래당사자들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관행이나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

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표

준계약서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웹사이트 등

을 통해 예술분야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예

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에는 영화, 출판, 방송, 공

연, 저작권, 예술인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109) 이에 해당되는 예술인

109)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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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중문화의 예술인으로서 배우나 가수를 지칭하여 시각미술 분

야의 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각미술 작가

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시장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제반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련 인식개선 및 표준계약서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

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

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개정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110) 추가로 예술인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파악

하기 위한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선하고, 서면계약 작성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정명

령 이전의 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를 조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권한 범위를 명시하여 조사

과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있다.111)

   아직 미공표된 정책수립이지만 이러한 제반 연구는 시각미술 분

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물과 이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따

른 고려 사항을 내포하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의 중요함을 상기시킨

다. 그렇다면 재연이 가능한 동시대의 퍼포먼스 아트의 복잡한 특성

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

0000,  2018. 5.30.

110)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등  

  을 개정하는 정책방안 추진내용을 게시하여 2018년 1월과 3월에 서면계약 관  

  행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2차례 진행해온 상태이다.

111) 예술인복지법 개정-서면계약 조사권 신설등,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http://www.mcst.go.kr/web/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

30, 201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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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술시장에서 창작과 유통 및 소비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관여

하는 당사자들 상호간(기관, 갤러리, 콜렉터, 퍼포먼스 아트의 출현 

인물과 현장 기록자 등)에 체결될 계약에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퍼포먼스 아트의 창작부터 실연이 이루어지는 과

정까지 절차마다 당사자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요구가 달라

지므로 개별적으로 맞춘 표준계약서를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관련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아트의 다채로운 2차적 또는 3차적인 표현방법을 고려하여 보다 세

부적인 계약 조항이 요구된다. 현재 공연예술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다양한 분야와 권리자를 구분하여 연구가 된 바 있기에 이를 토대

로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을 적용한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에 제시되었던 표준계약서의 범주와 내용을 기반으로 퍼포먼

스 아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후 퍼포먼스 아트의 표준계약서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시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①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동일성 유지권은 시각미술분

야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계약서에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야 하고, ② 공동저

작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저작자의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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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표시하며, ③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에서는 저작

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를 통한 수익과 그 분배

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④ 저작재산권 양도

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권 양도는 특약을 통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정하여야 하며, ⑤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저작개산권의 양도의 문제는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

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위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

느 것이 당사자의 의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

쟁에서 권리의 행사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

고, ⑥ 전시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미술 저작물 관련 계약서

에서는 전시원에 관련한 범위 및 그 내용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하며, 시각미술 저작물을 기증받는 경우 이를 이용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표준계

약서에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⑦ 프로젝트로 이루어

지는 미술 창작 시 계약이 도중에 파기될 경우에 조치방안

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에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여야 하며, 

⑧ 불법으로 녹음이나 녹화 될 경우 퍼포먼스를 창작한 저

작권자, 수행을 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이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도중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⑨ 퍼포먼스 저작자가 실연자를 고용하는 경우 표

준출연계약서 도급계약용이 따로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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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어야한다. 112)

  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시각예술 범위에 속한 퍼포먼스 아트처럼 

시각 예술분야는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표준계약서를 설정해야할 것

이다. 장르별로 세부적인 계약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각 장르별 전

문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저작권 규정을 확립하는 것에만 그치

지 아니하고 선정된 장르별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 규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영상이나 강의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분쟁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예술분야의 당사자

들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과 그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

다.  퍼포먼스 아트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일회적이고 비물질적인 특

성상 저작인격권침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특히 고려하고 

분쟁 시 문제적 권리 요인들을 예측하여 계약서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12) 양혜원(주 6), pp. 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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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퍼포먼스 아트는 장르가 규정되어 지는 예술의 형식에 탈피하여 미

술, 연극, 무용, 음악, 영상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행위를 강조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체성과 탈경계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과정

에서 관계성을 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회성의 특성으로 전개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각각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아트 안에서 공존하며 의미지어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이 결합적으로 완전체 되는 퍼포먼스 아트는 신체를 

통해 표현되고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는 종합예술인 공연예술과 유

사하기에 이의 구분 점의 파악이 요구되었다. 가장 객관적인 시점에

서 대두되었던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에서 보이는 수동적인 호

응과 퍼포먼스에서 보이는 참여적인 관객성이 컸으며 티켓판매로 

인한 수익이었다. 

  저작권을 논하기 위해 먼저 저작물로서의 퍼포먼스 아트를 고찰

했을 때 미술저작물과 연극저작물에 중첩적으로 속하였다. 하지만 

이 분류에 따라 전시권이나 공표권등 이 인정될 수 있기에 확실한 

구분이 필연적이라 생각되지만 퍼포먼스 아트의 분류는 이 둘의 저

작물의 경계선에 놓여 불분명하다는 결론에 닿았다. 따라서 분쟁 해

결 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독립적

인 저작물로 구분하여 새롭게 관련 규정이 정립되는 것이 가장 정

확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개념미술로서 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기에 각 분야별의 전문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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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연구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퍼포먼스아트의 의미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성안에 실연

자와 관객관의 소통의 장에서 마련되는데 오늘날 이런 상호작용이

란 성질은 생산품으로서 보존되고 유통되면서 작품의 미학과 경제

적 가치 간의 상관관계 까지 반영한다. 이런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

면서 기록과 보존의 저작권 분제도 부각되는데 작품 특성상 퍼포먼

스 그 자체를 온존하게 보존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일회적으로 수행하고 소멸할 것이 예정된, 일반적

으로 퍼포먼스를 위한 안무지시서나 설명서가 없는 퍼포먼스 아트

의 특성상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를 완전하게 담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며, 이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문제를 발생할 수 있

다. 최근에는 퍼포먼스 작가에 의한 ‘재연’ 내지 ‘위임된 퍼포먼스’가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을 살리는 기록 내지 관리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더더욱이나 소유권, 원본성의 논쟁과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주목해야한다.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보존과 기록의 어려움 및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은 주목받는 관심에 비하여 전문적인 연구

가 비교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술경매 시장에서 퍼포

먼스 아트의 상품성 및 시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어 감에 따

라113) 점차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권자의 권리 및 관련 저작권적 쟁

113) 세갈의 작품은 $85,000-$145,000 사이에 판매되고 있으며 2005년에 테이  

   트미술관에 39,950유로로 <This is propoganda>를 판매하였고 2008년에는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할인율이 적용된 $70,000로 판매하여 가격 증세를 보여  

   주는 동시에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상품성을 더욱 부각시켜 입체성을 더    

   확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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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문제되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퍼포먼스 아트 관련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

은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상 특정한 저작물의 

범주에 포섭하기 어려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을 위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찾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충분

히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미술시장에서 퍼포먼스 아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제

도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여 퍼포먼스 아트의 

창작, 기록과 보존 및 이용 허락의 과정에서 관련 저작권이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역으로 퍼포먼스 아트 시

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조성하

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퍼포먼스 아트에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기록과 보존의 문제점을 파악하

는 과정에서 문제된 사항의 하나는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상 그 창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즉, 퍼포먼스 아트

는 그 본질이 표현형식 보다는 아이디어, 즉 관념 부분에 있는데,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도 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엄격히 해

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 및 보존과 관련하여 퍼포먼스 아

트를 촬영한 2차적 저작물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원저작물인 퍼포먼

스 아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본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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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지 등도 퍼포먼스 아트의 특성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법률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는 다양한 전문

인력과 시간이 필연적이라 침해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로서

의 최선의 해결책은 접근성이 뛰어난 저작권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고 표준계약서로 인해 저작권 관련 법률관계의 구분과 보호 인 것

이다. 그 외로 저작권 권련 등록, 집중관리 및 법정제도 수단을 제

시해 보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퍼포먼

스 아트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록과 보존의 방법의 윤리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정리해보았다. 퍼포먼스 아트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들을 이론적 쟁점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

로 퍼포먼스 아트 관련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시작점으로 더 많은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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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increase in publicized visual 

art cases related to copyright, fair use and artistic originalit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s.  However, its 

related legal systems have not yet reflected the considerations 

of Performance Art in its live art form to be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practical and constitutional concerns 

that arise when considering copyright protection for live 

Performance Art are rooted in the troubling doctrine of 

'dichotomy of idea and expression' which is often interpretive, 

conceptual and difficult to judge and concurrent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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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the obvious economic impact of Performance Art 

today, its artistic concept has been marginalized by restrictions 

of law,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but the objections posed 

by these obstacles are not insurmountab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explore a new artistic 

category into copyright law and to examine the discourses 

developed on Performance Art. Furthermore, this study will 

analyze litigated cases on copyright disputes of its artistic 

category to extract often raised issues and suggest ways in 

which it can be solved. As Judicial precedent of the Korean 

Domestic Supreme Court related to this subject lacks in 

comparison to overseas, related overseas cases have been 

analyzed instead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Under legal definitions, Performance Art lies on the boundary 

between ‘artistic works’ and ‘theatrical works’ due to its 

external expression that takes in the form of theatrical works 

while its internal expression, thus its artistic concept reflect 

contemporary art. The ephemeral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 

Art has been long theorized to be its essence and the very 

reason in the difficulty of securing copyright protection. Similar 

limitations were also found in the ethical issues of archive and 

conservation. Conserving live art itself in its entirety has 

fundamental conflicts regarding the ephemeral concept. Taking 

this limitation into consideration and that Performance Art in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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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art form cannot be exactly reproduced or conserved 

permanently; the study identified the various types of 

Performance Art documentations and analyzed th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hom it will be granted 

accordingly. Conserving and archiving in the form of 

“re-performance” or “delegated performance” has become the 

latest and most closest method in reproducing Performance Art 

but this re-enactment method still renders the inherent issues 

in copyright. 

  For the Performance Art to be protected as work under a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riteria of creativity 

and judicial logic. This study presumes that the ambiguous 

criterion for creativity due to nature of Performance Art is a 

major factor in copyright controversy. The essence of 

Performance Art is based on the abstract idea, not actual 

expression. Until now,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ed 

that the copyright cannot be protected legally with strict 

interpreting of dichotomy in the expression of ideas, therefore 

making it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issues that arise from 

thi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rising from the dispute on ownership and originality. By 

analyzing the cases of past lawsuits, the study was able to find 

that the copyright holder is not granted the ownership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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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rt and that they are indirectly or partially 

protected with other legal protections. As a result, the 

demonstration of Performance Art itself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this issue has been easily confirmed in 

recent cases.

  Conflicts in the current law terminology and the boundaries of 

these categories are not clear, making the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law ur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various professional manpower and integrate systematic 

education.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the environment to 

protect copyright by the establishing nonprofit art copyright 

institutes that will provide legal services, promptly adjusting 

disputes and reduce cost burden.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professional contracts along with guideline of standard contract 

forms to prepare protections for copyright owners.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and legal systems also need to be 

established for understanding of copyright.

  The collection of Performance Art is gradually increasing and 

consequently, the economic ripple effect is also taking place. 

Re-performance and delegated performance have diverse issues 

that constitute a more complex copyright system and can be 

lead to an acute copyright strif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fessional preparation in the fields of art and law are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This study finds significa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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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 fair use environment and to discuss the right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performance art market. Using this study as a starting point, 

further professional and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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