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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논문은 논리적으로는,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고찰 -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다른 저널

에 투고 예정) 및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제30호), 2009.12.에 이어 퍼블리시티권

에 관한 필자의 3부작 중 마지막에 해당하며, 이 논문 중 일부 내용은  ｢
스포츠게임서비스와 라이센스｣(서울대 용역보고서, 2011, 비공간) 중 필자
의 집필부분을 원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지식재산 기본법’이 강제하

는 ‘지식재산권’이란 새 용어 대신 아직 독자에게 더 익숙한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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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이 글의 대상과 논의 필요성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게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

드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지구촌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비교적 단기간에 연달아 유치한 국가이다. 따라

서 한국에서 스포츠를 둘러싼 열기는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고조될 것이 분명하며, 그러하기에 스포츠를 소재로 

한 컴퓨터게임에 대한 관심 역시 아주 높아질 것이다. 컴퓨터게임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인터넷산업에 있어 한국이 여전히 강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스포츠를 배경으로 삼은 컴퓨터게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

공간의 스포츠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대

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게임이용자들을 상대로 해당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스포츠 활성화

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프

로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그것에 발맞추

어 스포츠 관련 온라인게임에서도 프로야구의 열기가 가장 뜨겁다.1) 

이란 용어를 편의상 채용할 것이다.
**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한국 프로야구는 2014년까지 4년 연속 600만 관중을 돌파함으로써 한국
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미디어리서치 전문 

기업인 ‘닐슨 코리안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

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주요 전문 사이트 등에서 실제 사용된 
관련 용어의 사용횟수 비교결과 프로야구가 총 6만5,588건을 기록해 2위

(2만6,974건)를 기록한 프로농구를 크게 앞섰다고 한다. 이상은 SBS 연예



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 315 -

야구게임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현실공간의 프로야구에 

대하여 완전히 종(從)된 위치에 머물러있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많은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된 후원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2) 

이모저모 프로야구의 실제선수들이 등장하는 컴퓨터 게임이 자주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현재 한국의 프로야구게임에 있어 온라인 게임의 경우 ‘마

구마구’와 ‘슬러거’가, 모바일 게임의 경우 ‘마구마구’와 ‘컴투스 프로

야구 for 매니저’가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3) 현재의 야구

게임들은, 투수 혹은 타자를 조종하여 점수내기로 겨루었던 과거의 

스포츠 2014.10.17. 자 “<프로야구결산> ③각종 악재에도 4년 연속 600만 

관중” 기사,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S1000

5844529 (2014.10.24. 최종 검색)>및 스포츠한국 2013.5.15. 자 “프로야구, 
온라인에서도 최고 프로스포츠 –4대 스포츠 관심도 조사 단연1위-” 기

사, <http://sports.hankooki.com/lpage/baseball/201305/sp201305131748295736

0.htm (2014.10.24. 최종 검색)> 각 참조.
 2) 가령 2010년과 같이 아예 프로야구 정규시즌의 타이틀이 후원자인 특정 

야구게임의 명칭을 따서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였던 적도 있었다. 

이때 경기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표창’, ‘골든글로브’, ‘이달의 선수’ 
등 각종 선수포상에서도 ‘2010 CJ마구마구’의 명칭이 함께 병기되었다. 

한편 야구게임 ‘2K14’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의 경우 2012년부터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과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게임들과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의 활동을 연계한 홍보활동을 펼친 적도 있다. 이는 한

국야구위원회, 2011년 프로야구 연감(2011.3.) 및 게임동아 2013.3.27. 자 

“넥슨, 올해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후원한다” 기사, <http://game. 
donga.com/66674 (2014.10.24. 최종 검색)> 각 참조.

 3) 이 점은 인벤 뉴스 2014.3.31. 자 “[3월 5주차 온라인순위]  야구게임 일제 플레
이 볼! 그리고 ‘디아블로3’의 2위 입성” 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 

news/?news=107313 (2014.10.24. 최종 검색)> 및 게임조선 2014.5.7. 자 “[모바
일게임순위]  프로야구 시즌+황금연휴, 야구게임 ‘행복한’ 흥행” 기사,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12177 (2014.10.24. 최종 검

색)>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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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실재(實在)하거나 가공인물인 특정 

야구선수를 게이머의 구단에 영입한 다음 육성하거나 그에게 게임서

비스업체의 별도매장에서 구입한 유료아이템을 장착해 줌으로써 업

그레이드하는 등 게임이용자가 구단주나 감독과 같은 더 넓은 시각

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선수들의 능

력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게임진행상황

에 따라 기량이 향상되는 이른바 ‘육성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것도 

게이머 자신이 마치 유명 프로야구구단의 구단주 혹은 감독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하다.4) 게이머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 구단

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선택하고, 나아가 실제 프로야구선수들의 성

명과 초상 등 이미지를 그대로 따온 선수를 포함하여 자기 구단의 소

속선수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들 선수들은 게임 설정 속에서 실제 프

로야구선수들의 타율이나 구질(球質) 등 동일한 플레이 기록을 반영

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야구게임은, 현실의 야구게임에 동참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리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의 야구게임

에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체험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가령 게임이용자가 자신의 구단을 실제 존재하는 프로야구구단의 모

습과 흡사하게 구성함에 있어, 사실은 게이머 자신을 화체(化體)한 

가공의 캐릭터를 하나 창설하여 당해 구단의 실제 선수들과 더불어 

플레이할 때 게임 몰입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프로야구 원

년에 단일 시즌 22연승을 거둠으로써 아직도 전설적 투수로 남아있

는 OB 베어스의 ‘박철순’이 가장 놀라운 기록을 보이던 1982년 그때

의 모습 그대로 다시 마운드에 등장하여, 1982년 막 세상에 태어났던 

롯데 자이언츠의 거포 ‘이대호’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현실의 구장이 

 4) 선수 육성과 관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가령 슬러거(http://slugger. 

pmang.com) 게임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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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로지 가상공간인 야구게임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일이다. 그

러하기에, 어떤 면에서 야구게임의 진정한 묘미는, 그 게임내용 전부

가 철저하게 사실에 기인하거나 반대로 모두 허위적인 경우보다는 

게임 내용 대부분은 사실(事實)에 기초하면서도 게이머가 원하는 특

정 부분은 허구(虛構)인 경우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야구게임은 게임 내용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상당 부분

에서 현실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야구선수나 구단의 다양한 특징을 

불가피하게 차용하고 있다. 이것이 야구게임을 비롯하여, 현재의 스

포츠게임(sport game)이 다른 유형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

런 특징 때문에, 지적재산권법적으로 보더라도 야구게임과 같은 스포

츠게임에는 특별한 법적 고찰이 필요해진다. 다른 유형의 게임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완성된 저작물인 특정 게임의 표현을 다른 경쟁자

가 임의로 모방한 데 기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주로 거론되지만, 

스포츠게임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 문제는 물론 게임 속

에 그대로 옮겨진 현실공간의 선수나 구단 등이 가진 이른바 퍼블리

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나 상표권 저촉 문제가 아울러 고찰되어야 

한다. 경쟁자가 게임을 모방한 데 기인한 저작권법 문제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이므로, 스포츠게임을 제작함

에 있어 현실공간의 특정 선수나 구단 등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문제5)를 본 논문의 주제로 삼고

 5) 이 글의 주제에 관한 국내 선행문헌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김민중,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스포츠와 법(통권 33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12.11, 313면 이하; 김윤명,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제61호), 세창출판사, 2010.12, 169면 이하; 남형두,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스포츠와 법(통권 제12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8, 197면 이
하; 백강진,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LAW&TECHNOLOGY(6권 1

호),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0.1, 82면 이하; 엄성희, “프로야구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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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6)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제의 분석에 있어 편의상, 한국의 현

실공간이나 가상공간 모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에 퍼블리

시티권을 둘러싼 법원에서의 분쟁사례들7) 역시 가장 많았던 프로야

구게임을 관찰의 소재로 삼을 것이다. 

2. 이 글 논의의 전제 및 논의의 구체적 순서

퍼블리시티권이란, 흔히 특정인의 초상(肖像), 성명, 음성이나 그 

밖의 유사물(likeness)8)을 광고 혹은 상품판매 등 널리 상업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9) 

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스포츠와 법(통권 35호), 한국스포츠법

학회, 2013.5, 131면 이하; 이호선,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
의 법적 성격과 그 행사”, 인권과 정의(통권 40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0.1, 70면 이하 등. 
 6) 가상공간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는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나중의 연구
로 미루고자 한다.

 7) 이런 예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마해영 선
수 대 마구마구 게임 사건, 아래 각주 69번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한국프로야구2005게임 사건, 아래 각

주 20번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3. 자 2009카합2880 결정-(박정
태 선수 대 슬러거 게임 사건, 아래 각주 68번 부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6. 선고 2010가합8226 판결(손해배상) (일구회 대 슬러거 사건, 아

래 각주 45번 부분) 등이 있고, 스포츠게임은 아닐지라도 스포츠 종사자
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주장한 예로는 서울고등법원 1998.9.29.자 98라

35 결정 (세칭 박찬호 사건, 아래 각주 92번 부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8.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세칭 (골프 선수) 장정 사건} 이 존재
한다.

 8) 유사물(likeness)이란 표현은 가령 캘리포니아 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3344조를 비롯하여 미국의 많은 입법이나 판례가 채용하고 있다.
 9) 박준석,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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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초상, 성명, 음성 여타 유사물을 타인이 함부로 영리적으

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해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부여된 법적 권리의 성

질에 관하여 (그 명칭을 무엇으로 지칭하는지에 관계없이) 본질적으

로 여전히 인격권(人格權)의 보호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견해, 

즉 인격권 속에는 종래부터 인정된 인격적 가치에 대한 보호뿐만 아

니라 영리적 사용에 대한 재산적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견해

와 그와 성질상 구분되는 독립한 재산권(財産權), 특히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현재 한국에서 서로 팽팽하다. 굳이 바꾸

어 말하면 전자는 퍼블리시티권 부정설, 후자는 퍼블리시티권 긍정설

이라고 칭할 수 있다. 

부정설10)에서는 물권에 준한 권리에 속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 인격 

주체와 분리하여 그 인격체를 징표하는 초상, 성명 등이 양도되는 것

은 인격의 상품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덧붙여 종래 민

법상 인격권에 기한 손해배상도 퍼블리시티권 긍정설에 의한 손해배

상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옹호한다. 이런 부정설은 부당

하다고 사료되지만 이런 부정설을 극복하고 인격권과 구별되는 퍼블

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주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므로 이 글의 지면제약 상 여기서는 논증하지 않을 것이다.11)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30호), 2009.12, 295-296면.
10) 이런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논거를 가장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

를 중심으로-”,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 2012.2, 203면 이하 참조.
11)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퍼블

리시티권의 법적 검토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향후 필자
의 별도 논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지재권의 일종이라고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인격권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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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고찰은 종전까지 그 

권리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느라 만일 그것을 인

정한다고 할 때 어떤 구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까지 검

토해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

티권의 구체적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편의상, 야구게임이라는 특

정한 대상과 관련지어 그런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12) 

이하, Ⅱ장에서는 야구종사자들 중 누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는 

주체가 되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개별 프로야구선수들이 퍼블리시티

권을 인정받는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

지로 오랫동안 다른 이가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해왔다는 연혁이 있다

는 점,  유명 야구선수가 아닌 무명 후보선수(연습생)도 이론상 퍼블

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감독 및 코치도 그 점은 마찬가지이

지만 이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게임제작과 관련하여 실제 문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소속구단과 같은 단체가 퍼블리시티

권의 주체가 되어야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위 단

마찬가지로 이미 해석론 전개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인격 주체와 분리하여 초상, 성명 등을 타인의 상표권 대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상표법 조문의 취지상 인격의 상품화에 대한 걱정은 우

리 입법자의 자세와 상이하다는 점, 위자료에 기한 손해배상은 유명인 

등에게는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기 어렵고 만일 종래의 인격권에 기하더

라도 재산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부정설의 입장이라면 이것

은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근거를 찾기 위한 해석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 퍼블리시티권을 연예기획사 등이 부당하게 일괄 양수할 위
험에 관해서는 다른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차례로 검토할 

예정이다.
12) 설령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기존 인격권(혹은 초

상권) 보호의 일부로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 흡

사한 법적 보호가 야구선수 등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글 이하의 논의는 
설령 그런 부정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는 연

구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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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되기에 무리라는 점을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Ⅲ장에서는 프로야구선수를 중심으로 삼아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를 살펴본다. 야구선수의 초상, 

성명, 목소리, 여타 징표로 나누어 순차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으로서의 적격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아직 앞서 언급한 대로 퍼블리

시티권의 인정여부 자체에 관한 치열한 논란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

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 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해 설시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장차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범위에까지 선례로 작용할 개

연성이 있는 세칭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한다.  

Ⅱ.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는 야구종사자의 범위

1.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선수인지, 

구단 등인지 여부

가. 한국의 상황

(1)  KBO가 일방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보유주체로 인정되던 시기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다름 아니라 그 특정인에게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이

므로, 프로야구선수들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역시 각 프로야구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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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1981년 프로야구 출범 이래, 프로야구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창출된 퍼블리시티권 등 무형의 권리들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개별선수들이 아니라 프로야구 각 구단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에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오랫

동안 귀속되어 있었다. 이것은 KBO가 자체적인 ‘야구규약’13)을 통해 

소속구단들로 하여금 선수 등 야구종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를 구단에 양도하도록 정한 ‘통일 계약서’(실

제 계약서의 표제는 ‘야구선수 계약서’)14)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고, 

KBO는 다시 소속구단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일괄 양도받은 것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15) 이런 주장을 전제로 KBO는 자회사인 

13) 이것은 프로야구 구단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KBO의 정관(定款) 규
정 중,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을 위원회 이사회가 의결하는 ‘규

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체 규범이다. 현재의 ‘야

구규약 2014’ 및 아래 언급할 ‘야구선수계약서’는 <http://www.koreabaseball. 
com/FILE/ebook/pdf/2014regulation.pdf (2014.10.24. 최종 검색)>에서 

Ebook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14) 당시 통일계약서의 조항 중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초상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으며, 비록 여기서는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이나 당사자의 이해상 그것을 포함

한 개념으로 그간 활용되어 왔다.
“제16조(사진에 출연) 구단이 지시할 경우 선수는 사진, 영화, TV에 촬영

되는 것을 승낙한다. 또한 이 같은 사진 출연 등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 일체는 구단에 속하며 구단이 선전목적 등 여하한 방법으로 이용하

여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구단이 

금전상 이익을 얻을 경우 선수는 적절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수는 구단의 승낙 없이 대중 앞에 출연하고 라디오, TV프로그램에 참
가하거나 사진촬영의 허용, 신문, 잡지의 기사를 쓰고 이것을 후원하고 

또 상품광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15) 이 부분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 프로야구규약 및 선수계약서 

개정(案)」, 2010.9; 이호선,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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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P16)를 통하여 선수들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등을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함에 있어 당해 선수들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흥미

로우면서도 부끄러운 사실은 위 조항이 사실 일본 야구기구(NPB, 일

본 프로야구구단들이 구성원이 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우리의 

KBO에 대응하는 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 선수 계약서’ 제16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되찾기 노력의 시작

어쨌든, 당초 정해진 제16조의 내용은 프로야구 시즌 기간뿐 아니

라 모든 기간 동안의 관련 권리를 구단에 귀속시키고 있는 등 불공정

성이 충분히 문제될 만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근거가 되는 KBO의 야

구규약 자체가 해당 개별선수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채 소

속구단들만이 참가한 연합체의 의결내용에 불과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한 것이었다. 아울러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단

과 개별선수들 간에 체결된 계약의 많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균형 잡

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야구 개별선수들의 권익강화를 위한 단체로 일

본의 ‘프로야구선수회’와 같은 조직을 출범시키려는 선수들의 움직임

은 이미 1988년 투수 최동원 주도로 가칭 ‘선수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었다.17) 하지만 구단과의 불협화음으로 좌절을 겪다가 2000. 

적 성격과 그 행사”, 인권과 정의(통권 40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0.1. 각 
참조.

16) Korea Baseball Organization’s Properties Co. Ltd. 이는 방송중계권, 경기 진
행 사진 및 필름의 사용권은 물론 선수, 감독, 코치의 퍼블리시티권까지 

포함하여 KBO가 양도 또는 독점적인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KBO 자

회사이다. 실제 KBO와 KBOP 사이의 통합마케팅 협정서 제1조는 
“KBOP는....선수, 감독, 코치의 초상권(을)....사용, 판매할 수 있는 통합적 

권리를 보유하며, KBO와 전 구단은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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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투수 송진우를 초대 협회장으로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

협’)가 정식 출범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선수협에서는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제16조 등 통일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약

관심판청구 및 시정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이후 그런 신청에 따라 2001. 4. 6.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 등을 

포함하여 통일계약서의 많은 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는 의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18) 이 중 제16조에 관해서 공정거래위

원회는 “정규시즌 기간 중에는 선수들은 본연의 업무인 운동경기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구단 역시 구단의 이미지 제고 및 이익도모를 

위해 선수관리를 해야 하며 선수들은 이에 따라야 하나 시즌기간 종

료 후까지 선수의 초상권 등 각종 권한이 구단에 속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시즌 및 비시즌기간을 구분함이 없이 포괄적

으로 각종 권한의 구단귀속 및 사진촬영 등 선수의 대외활동에 대하

여 구단의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

용으로서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있은 이후 KBO는 해당 조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였고 동 조항의 내용은 2014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19) “제16조 [광고 출연 등]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
단에 속한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따옴표는 筆

者註)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의 출연 신문 ․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

17) 조선일보 2011.5.7. 자 “[Why, 이한우의 聽談]  ‘한국 야구의 영원한 전설’ 
최동원” 기사 참조. 그에 따르면 최동원은 이때 선수협의회 초대회장으

로 선출되었지만 그 여파로 이내 구단 롯데에서 방출되었다.
18) 공정위 2001.4.6. 의결 제2001-056호 (2000약제1535호).
19) 이는 위 ‘야구규약 2014’에 첨부된 ‘야구선수 계약서’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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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조

항의 변화된 문구 역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구단에 획일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공정거래위

원회의 개입에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은 지속되었다. 

(3) ‘한국프로야구2005’ 사건 이후의 상황 등

하지만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

가합80450 판결(세칭 ‘한국프로야구2005 게임 판결’ 혹은 ‘이종범 판

결’)20)때문에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종범을 비롯한 8개 구

단 프로야구 선수들이 당시 휴대전화용 게임으로 서비스되던 ‘한국프

로야구 2005’21) 서비스제공업자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22)의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다. 앞서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일견 각 구단으로부

터 권리를 재양수한 KBO로부터 재차 권리를 넘겨받은 KBOP가 공

동피고들에게 원고들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의 사용허락을 부여한 상

황이었으므로 외형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이라는 표현 대신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주장함)이 유보되어 있다고 다투었

20) 이 판결에 대하여서 피고 측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45017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 측이 2006.9.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심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1) 피고들이 개발한 위 모바일게임은 이용자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8개 구

단 중 1개 구단을 선택하면 그 구단의 실제 소속선수인 원고들의 성명, 
각종 개인 기록을 그대로 사용한 선수가 화면에 등장하여 야구경기를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22) 원고들은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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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다투던 피고들은 주요 항변 중 ‘원고들이 소속구단과 야구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들의 초상권....등의 권리가 구단에 속

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권리는 원고들이 아닌 각 구단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

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이는 원고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인격

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서 원고들이 소속구단과 약정한 야구선수계약서의 제16조 문

구만으로는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판결 원문은 ‘초상권’) 등의 권리

를 구단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2~3

줄의 짤막한 판시를 덧붙이고 있다. 

야구선수계약서 제16조의 문구해석에 관한 판시는 아주 짤막한 것

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판결 이후 KBO와 자회사 

KBOP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야구선수계약서 제16조에 불구하

고 개별 야구선수들이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입장전환에 따라 선수협과의 협상에 나서 라

이선스 수익의 30%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고 사용허락을 부여받았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80년대 프로야구 출범 이후 오랫동안 개별

선수들이 배제된 채 외형상 그들의 권리를 넘겨받은 각 구단이 그 연

합체인 KBO에 선수들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위임하여 행사토록 하

였었지만, 개별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주장하

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던 2005년경의 한국프로야구2005 사건

을 계기로 개별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의 보유주체로 확고히 인정받

게 되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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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에서의 련 논의

비슷한 역학구도24)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개별선수들과 구단

들 사이에 과연 누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인지 비슷한 법적 다툼이 

전개된 바 있는데, 한국과 반대 결론이 내려졌다. ‘프로야구선수 초상

권(プロ野球選手 肖像権)’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 야구기구(우리의 KBO에 대응)는 1999년 일본프

로야구선수회(우리의 ‘선수협’에 대응)측에 별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각 프로야구 구단 소속 선수들과 구단의 명칭사용을 향후 3년간 게

임사 ‘코나미’ 주식회사에 독점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에 일본 프로야구12개 구단의 선수들이자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소속

인 원고 34인은 2002년경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프로야구 11개 구

단25)을 상대로 삼아 동경지방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게임회사 ‘코나미’의 게임이나 야구카드 회사들에게 원고들의 성명 

및 초상의 사용을 승낙한 것이 권한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항하여 피고들은 야구선수 계약에 제공된 ‘통일 선수 계약서26)’ 

23) 다만 그런 개별선수들이 대개는 선수협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권리행

사를 위임하고 있지만 은퇴선수들은 경우에 따라 ‘일구회’, ‘한국프로야
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와 같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권리를 맡기

고 있고 간혹 어떤 단체에도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위임한 바 없는 이

른바 ‘무적선수(無籍選手)’도 존재하므로 한국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
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포괄적으로 얻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복잡한 

양상이다. 
24) 개별선수의 권리가 소위 통일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통하여 구단으로

부터 제약당하고, 외형상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게 된 야구구단들이 퍼

블리시티권을 구단연합체에 위임한 상황을 가리킨다.
25) 12개 구단 중 라쿠텐 이글스(楽天イーグルス) 구단은 피고측에서 제외

되었다.
26) 이런 통일계약서는 구단들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구단과 각 선수와의 계

약에서 기본약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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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에 의하여, 원고들 성명 및 초상의 

상업적 이용권(퍼블리시티권, パブリシティ権)이 피고들에게 이미 

양도되었거나 피고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허락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문제된 일본 프로야구 ‘통일 선수 계약서’ 제16조의 문구는 다음

과 같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야구선수계약서 제16조와 흡사

하다.

“제16조(사진과 출연)

구단이 지시한 경우, 선수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에 촬영되는 것을 

승낙한다. 또한, 선수는 이러한 사진 출연 등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 일체가 구단에 귀속하며, 또한 구단이 선전(宣傳)의 목적으로 일

체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승인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구단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선수는 

적절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수는 구단의 승낙 없이, 공중 

앞에 출연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사진의 

촬영에 응하거나, 신문잡지의 기사를 쓰거나, 이것을 후원하거나, 또

한 상품광고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8. 1. 내려진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원

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첫째, 이 사건 계약 조항에 

의하여 선수들이 구단에 선수들 성명 및 초상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허락하였다고 해석되고, 둘째, 이 사건 계약 조항은 한쪽에 지나

치게 불합리한 내용의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고 하기 어려워 일본 

민법 제90조에 위반하지 않으며, 셋째, 이 사건 계약 조항은 일본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제5호에 근

거한 일반지정(一般指定) 제14항, 제13항27)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7) 제14항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제13항은 구속조건부 거래를 각각 다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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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8) 이에 원고들이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29)도 대동소이한  입장

으로 2008. 2. 25.에 이르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도 앞

서 이 사건 계약 조항의 내용으로 볼 때, 선수들이 구단측에 퍼블리

시티권에 관하여 독점적인 사용허락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원고들이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는데 2009. 6. 15. 내려진 최고

심의 재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은 번복되지 않았다.30) 

한편 일본의 다른 프로스포츠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령 프로

축구(J리그)의 경우 ‘J리그 규약’ 제97조 제1항은 “선수는 제88조의 의

무이행에 관한 선수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이하, ‘선수의 성명 등’이라

고 함)이 보도, 방송되는 것 및 그 보도, 방송에 관한 선수의 초상 등

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31)

다. 평가

거의 똑같은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이 정반

대되는 해석을 내리고 있음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일본 법원은 당

해 조항의 문구 그대로 해석한 반면, 한국 법원의 해석론은 통일계

약서의 문제 있는 조항의 의미를 문면(文面)보다 축소 해석한 것에 

해당한다. 물론 해석의 대상인 추상적 문구는 거의 동일하더라도 그 

해석에 반영될 구체적인 사실들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런 제반사정

28) 東京地裁 平成17(ワ)11826 平成18.8.1. 
29) 知財高裁 平成18(ネ)10072 平成20.2.25.
30) 最高裁判所 平成20(受)961, 平成20(オ)792 平成21.6.15. 上告不受理, 上告
棄却

31) 宮田義晃, “スポーツ選手の肖像権・パブリシティ権”, Sportsmedicine
2009 NO.114, 39면. 이는 <http://sports-law-seisaku.jp/thesis/9/9.pdf (2014.1

0.24.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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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결과 서로 반대인 결론이 내려졌을 수도 있어 속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법원의 해석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구단과 개별

선수 간의 협상력이 전혀 대등하지 않고, 아울러 약정의 기초가 되

는 통일계약서 내용은 선수들의 관여 없이 구단연합체인 KBO이사

회에서 결정되는 점에서 볼 때 그 계약서 문구를 엄격하게 새길 필

요가 있다.

2. 유명하지 않은 후보선수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외국에서의 련 논의

선수들 중 오로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선수에게만 퍼블리

시티권이 인정되는가? 환언하여 유명인이 아닌 후보선수(연습생)는 

아예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해 충분히 논란이 제

기될 여지가 있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이려면 유명해야하나?’라는 문제에 관해 

미국에서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논의가 존재한다. 설령 무명인(無名

人)일지라도 미국 법제상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은 가지고 있

으므로, 위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특정인에 관한 징표(identity) 사용에 

대해 법적 보호 유무를 판가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방법에 있

어 영리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유명하여야 하는지를 따지려는 

것이다. 그런 수많은 논의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판례 및 학설은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32) 즉 당해 사건마다의 정황에 따라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

32) 이 점에 관하여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하)”, 인권과정의(243호),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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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혹은 양자 모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판례의 경우 연방제9항소법원은 “당해 주체의 명성(fame)이나 

악명(惡名, notoriety)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적 손해도 증가

한다. 그러나 유명인의 정체성을 임의사용하는 행위라도 그 유명인에

게 창피, 모욕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의 정체

성을 임의사용하는 행위라도 경제적 손실을 주거나 그 사용행위 자

체가 종전에 경제적 가치가 없던 대상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

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33) 마찬가지로 유명한 그린필

드(Greenfield) 판사는 뉴욕 주법(州法)을 평가하면서 “관련된 법령과 

판례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란,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단

계부터 세계적으로 저명한 단계 중 그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타인이 

강제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

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4)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에서도 

1996, 110면에서는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sec. 46, 

comment d (1995);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3, 19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203, 217(1954);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Deerfield, IL: Clark Boardman Callaghan, 1995) sec. 4. 3〔c〕, at 4-15; 

Motschenbacher v. R.J. Reynolds Tobbaco Co., 498 F. 2d 821(9th Cir. 1974); 

Tellado v. Time-Life Books, Inc., 643 F. Supp. 904 (D.N.J. 1986); Vinci v. 
American Can Co., 9 Ohio St. 3d 98, 459 N.E. 2d 507 (1984)”이라고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현재에도 미국의 학설이나 판례의 

다수설적 입장은 변동이 없으며 특히 J. Thomas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2d ed) 중 Ch. 4. I. ‘Who Has a Right of Publicity’ 부분에

서 이에 관하여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하 관련 설명은 McCarthy

의 위 책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33) Motschenbacher v. R. J. Reynolds Tobacco Co., 498 F.2d 821, 824 (9th Cir. 

1974) (dictum)
34) Onassis v. Christian Dior-New York, Inc., 122 Misc. 2d 603, 472 N.Y.S.2d 254, 

260, 10 Media L. Rep. (BNA) 1859 (Sup 1984), judgment aff’d, 110 A.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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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원고의 성명, 목소리, 서명, 사진이나 유사물을 임의로 사용

한 행위가 유명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가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주(州)의 임의사용행위에 관한 규율은 유명인에게

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이하고 있다.35) 그 밖의 주에서의 

판례들에서도 이런 입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36) 

1095, 488 N.Y.S.2d 943 (1st Dep’t 1985) (dictum). 한편 Accord Cohen v. 

Herbal Concepts, Inc., 100 A.D.2d 175, 473 N.Y.S.2d 426, 431, 10 Media L. 
Rep. (BNA) 1561 (1st Dep’t 1984), order aff’d, 63 N.Y.2d 379, 482 N.Y.S.2d 

457, 472 N.E.2d 307 (1984) (뉴욕 주법은 유명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

용된다); Fanelle v. Lojack Corp., 29 Media L. Rep. (BNA) 1513, 2000 WL 
1801270 (E.D. Pa. 2000) (논문을 원용하면서 “더구나 본인은 퍼블리시티

권이 유명인이나 악명높은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확신

한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35) KNB Enterprises v. Matthews, 78 Cal. App. 4th 362, 367, 92 Cal. Rptr. 2d 713, 

717, 28 Media. L. Rep. (BNA) 1435, 53 U.S.P.Q.2d 1885 (2d Dist. 2000). 한편 

Christoff v. Nestle USA, Inc., 62 Cal. Rptr. 3d 122, 35 Media L. Rep. (BNA) 
2002 (Cal. App. 2d Dist. 2007), as modified on denial of reh’g, (July 24, 2007) 

and review granted and opinion superseded, 67 Cal. Rptr. 3d 468, 169 P.3d 

888 (Cal. 2007) review grante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and opinion 
superseded (Oct 31, 2007) (“유명인과 일반인에게 대한 손해의 크기는 서

로 다를지라도 우리 주법 3344조는 원고가 실손해 및 피고의 이익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명인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는 않는다”).
36) Canessa v. J. I. Kislak, Inc., 97 N.J. Super. 327, 235 A.2d 62, 75-76 (Law Div. 

1967) (원고의 유사물이나 성명이 아무리 사소한 가치를 가진 것일지라

도 피고는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Accord Tellado v. Time-Life Books, Inc., 643 F. Supp. 904, 913, 13 Media 
L. Rep. (BNA) 1401 (D.N.J. 1986) (“일반인은 자신의 유사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Ainsworth v. Century Supply Co., 

295 Ill. App. 3d 644, 230 Ill. Dec. 381, 693 N.E.2d 510, 514 (2d Dist. 1998) 
(일반인인 원고는 피고의 텔레비전에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정신

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회복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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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경쟁법 註解(Restatement of Unfair Competition)’37)에서도, 

비록 현실에서는 주로 유명인들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지

만 “무명인일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상업적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의 보유자가 됨을 분

명히 하고 있다.38)

이와 반대로 소수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이 유명인에게만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즉 이 권리가 오로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유사물

(likeness)의 퍼블리시티 가치의 사용행위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

는 자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거나,39) 퍼블리시티권은 그 이전에 자

신의 정체성(identity)을 활용한 적이 없는 자에게 부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40) 설명한다. 미국 일부 법원의 판례들41)도 오직 유명인만이 

다). 아울러 Bisbee v. John C. Conover Agency, Inc., 186 N.J. Super. 335, 452 

A.2d 689, 9 Media L. Rep. (BNA) 1298 (App. Div. 1982).
37) 미국 법학원(American Law Institute)에서 보통법(common law)의 각 쟁점별

로 학술적인 주해를 정리한 것으로, 모범법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비

록 구속력은 없지만 보통법(common law)의 내용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
으로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원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블리시

티권에 관하여도 주 법원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뉴욕주와 같이 

명시적인 성문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경우 이런 주해의 입

장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38) Restatement Third, Unfair Competition § 46, comment d (1995). 아울러 § 49, 

comment d (1995)에서는 “사인(私人)이라도 피고가 만일 다른 사인이나 
전문모델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했을 시장가

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용행위의 가치를 측정하여 손해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9) Steven J. Hoffman, Limit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28 Bull Copyright Soc’y 

111, 112-14 (1980). 
40) Felcher & Rubin, Privacy, Publicity and the Portrayal of Real People by the 

Media, 88 Yale L.J. 1577, 1591, n.78 (1979). 
41) Ali v. Playgirl, Inc., 447 F. Supp. 723, 729, 3 Media L. Rep. (BNA) 2540, 206 

U.S.P.Q. 1021 (S.D. N.Y. 1978) (“이 퍼블리시티권은 통상 원고가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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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거나 적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다.

준의 유명 상태에 이르러서야 주장할 수 있다.”); Martin Luther King, Jr., 

Center for Social Change, Inc. v. American Heritage Products, Inc., 250 Ga. 
135, 296 S.E.2d 697, 700, 8 Media L. Rep. (BNA) 2377, 216 U.S.P.Q. 711 

(1982) (Opining in dictum that “사인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짐에 비하여 공

인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된다”); Jackson v. Playboy Enterprises, Inc., 
574 F. Supp. 10, 13, 9 Media L. Rep. (BNA) 1575 (S.D. Ohio 1983) {“일반인

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성명이나 유사물이 본질적인(intrinsic)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자신의 
성명이나 정체성 등이 피고의 사용행위 이전에 공공연히 활용된 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Delan by Delan v. CBS, Inc., 91 A.D.2d 

255, 458 N.Y.S.2d 608, 615, 9 Media L. Rep. (BNA) 1130 (2d Dep't 1983) 
{“원고는 자신이 공적인 개성(public personality)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유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House v. Sports Films & Talents, Inc., 351 

N.W.2d 684, 18 Ed. Law Rep. 739, 10 Media L. Rep. (BNA) 2223 (Minn. Ct. 
App. 1984) (‘유명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간단히 설시함.); Vassiliades v. 

Garfinckel’s, Brooks Bros., 492 A.2d 580, 592, 11 Media L. Rep. (BNA) 2057 

(D.C. 1985)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는 자신의 사진에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Barnako v. Foto Kirsch, Ltd., 13 Media L. Rep. (BNA) 

2373, 1987 WL 10230, 13 (D.D.C. 1987) {일반인의 사진을 임의로 광고에 

활용한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만 부정한 이득 

혹은 점유침탈(conversion)이 될 수 있을 뿐이다.”}; Cox v. Hatch, 761 P.2d 

556, 564, 16 Media L. Rep. (BNA) 1366 (Utah 1988) (일반인의 청구를 원고

측이 자신의 유사물이 본질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특별한 명성이나 유명

함을 누렸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Pesina 

v. Midway Mfg. Co., 948 F. Supp. 40, 42 (N.D. Ill. 1996) (“원고는 이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용행위 이전에 이미 자신의 성명, 유
사물이나 개성이 상업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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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있어 유명인에 국한하자는 입장이 한국에

서도 존재하며 상당히 유력한 편이다.42) 그렇지만 사견으로 퍼블리시

티권을 유명인에게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43) 즉 미국에서의 

다수설적 입장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음

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TV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

신의 초상이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프라이버

시권(혹은 한국에서의 통칭으로는 ‘인격권’)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

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데서 오는 금전적 이익이 무시못하

게 커지고 있다. 가령 의사 ․변호사와 같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이미
지는 경우에 따라 유명인 못지않은 고객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일반인과 유명인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 재산상 손해액 산

정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금액만이 인정된다는데 그칠 뿐,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서 이론적으로 제

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아쉽게도 외형상의 표현

만 따지자면, 유명해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표

현한 판결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

42)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下) -호사유피 인사유명”의 현대
적 변용”, 저스티스(통권 98호), 2007.6, 90-91면(이는 같은 저자의 종전 견

해이다).
43) 같은 입장으로는 한위수, 앞의 논문, 110면; 남형두, “스포츠경기와 퍼블

리시티권-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스포츠와 

법(통권 제12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8, 각주 93번(이는 같은 저자의 
수정된 견해로, UCC의 등장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논의대상의 특징을 

수용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산업재산권 제45호

- 336 -

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가 뒷받

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

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

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이러한 고

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

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될 수 있

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

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

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를 가진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44)가 그것이다.  하지만 일부 

판례는 묵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유명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에게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야구게임에 직접 

관계된 분쟁 사례(일구회 대 슬러거 사건)45)에서 법원이 원고 선수협 

소속의 프로야구선수들의 유명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퍼블리시티

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균등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세를 고려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는 판결문 스스

로 밝힌 이유들46) 말고도 300명이나 되는 선수들 제각각의 유명세를 

44) 서울중앙지법 2010.9.3. 선고 2009가합137637 판결(‘배용준 여행안내사진’ 
사건).

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6. 선고 2010가합8226 판결.
46) 그 근거로 “야구선수들은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따옴표는 筆者註) ①이 사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팀을 구성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을 통해 선수

집단 풀(pool)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점, ②현역선수와 은퇴선수 

모두 활동기간, 실력 및 인지도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인

지도만으로 특정 선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선수의 인지도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이용자들이 처음에는 개

인적으로 선호하는 선수의 고객흡입력에 이끌려 이 사건 게임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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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차등 있게 고려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였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필자의 

앞서 지적처럼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과정에서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별이 곤란함을 강력하게 방증하고 있다. 

3. 감독 ․ 코치 등의 퍼블리시티권

개별 선수뿐만 아니라 야구에 관여한 감독이나 코치에 관하여서도 

과거부터 KBO가 외형상 일체의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 왔다. 즉 

KBO는 2002. 8. 7. 자회사인 KBOP에게 선수의 ‘초상권’은 물론 감독, 

코치의 그것까지 포함시켜 양도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허락하는 취

지의 약정47)을 체결하였었다. 

그러나 KBO의 언동과 무관하게 감독과 코치도 선수들과 마찬가지

로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고 볼 것이

다.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과 다른 것은 KBO의 외형상 권리행사에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선수들에게 족쇄로 

작용하였던 야구선수계약서 제16조와 같은 계약상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48) 정도이다. 

그런데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과 달리 감독 ․코치의 퍼블리시티권

였다고 하더라도, 차츰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관심이 확대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에 있어 선수의 지명도에 따라 매출

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선수별 손해액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47) 약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각주 16번 참조.
48)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 2014」, 86면에 첨부된 통일계약서

(‘감독 ․코치 계약서’)는 선수들에 대한 계약서와 달리 퍼블리시티권(혹은 

초상권)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서류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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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야구게임 제작과 관련해서 발동될 여지가 좁다. 가령 프로야구 원

년에 40대의 나이임에도 감독 겸 타자로 타율 4할을 기록한 백인천 

감독과 같은 경우 현실공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야구게임 속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야구게임 이용

자에게는 자신의 구단에 영입할 게임캐릭터인 ‘선수’가 주로 필요할 

뿐, 현실공간에서 야구감독이나 코치가 수행하는 육성자(育成者)로서

의 역할은 게이머 스스로가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독이나 코

치를 상징하는 게임캐릭터는 그다지 가치가 없다. 따라서 야구게임과 

관련한 감독이나 코치의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게임진행 중 구단정보 

부분에 등장하는 감독이나 코치 명칭이 실제 현존하는 감독, 코치의 

실명을 따왔을 때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론될 여지가 있

을 뿐이다. 

4. 특정 구단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쟁

프로야구 구단을 이루는 개별선수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면 

가령 ‘삼성 라이온즈’나 ‘기아 타이거즈’와 같이 특정 구단도 그 구단

소속의 선수들과는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

지 아니한지, 예를 들자면 소속선수들 전체가 구단 유니폼 아래 찍은 

사진에서 특정개인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개별선수가 아니라 

구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외국에서의 논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주류적 학설과 판례도 회사‚ 비

법인사단, 여타 조직에 대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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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뉴욕 주 법원은 예외 없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격 대상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부정하여 오고 있다.49) 퍼블리시

티권에 관한 뉴욕 주법 자체가 ‘생존한 사람 일체(any living person)’의 

성명,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50) 이

런 입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뉴욕 주의 여러 판례들은 회사

나51) 조합은 해당 명문규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의 판례에서도52) “퍼블리시티

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유사물을 통제하고 보호받으려는 개인에게서 

생겨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은 퍼블리시티권이 소송에서 주장

된 회사의 상표권 영역에서 생겨났다는 견해와 구별된다. 비록 최근 

49) 마찬가지의 학설로는 J. Thomas McCarthy, op. cit., 1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4:39 이하에서 이런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하 관련 설명은 위 
해당부분을 참조하였다.

50) N.Y. Civil Rights Law § 50.
51) 이러한 주(州) 법원 판례로는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v. 

Twentieth Century-Fox Film Corp., 22 A.D.2d 452, 256 N.Y.S.2d 301, 305, 144 

U.S.P.Q. 454 (1st Dep’t 1965), order aff’d, 15 N.Y.2d 940, 259 N.Y.S.2d 832, 
207 N.E.2d 508, 145 U.S.P.Q. 98 (1965) (교육기관은 뉴욕 주법 50조 및 51

조에 정한 ‘생존한 사람’이 아니다); Shubert v. Columbia Pictures Corp., 189 

Misc. 734, 72 N.Y.S.2d 851, 73 U.S.P.Q. 494 (Sup 1947), judgment aff'd, 274 
A.D. 751, 80 N.Y.S.2d 724 (1st Dep't 1948) (회사는 뉴욕주법이 보호하는 

생존한 사람이 아니다).
52) Eagle’s Eye, Inc. v. Ambler Fashion Shop, Inc., 627 F. Supp. 856, 227 U.S.P.Q. 

1018 (E.D. Pa. 1985), citing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10:34 (2d ed.) p 430 note 16. 마찬가지로 Accord Pump, Inc. v. Collins 
Management, Inc., 746 F. Supp. 1159, 1172, 15 U.S.P.Q.2d 1716 (D. Mass. 

1990) (매사추세츠 주법상 퍼블리시티권은 오로지 자연인의 성명과 유사

물을 보호할 뿐 대중음악그룹과 같은 영리단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Bear Foot, Inc. v. Chandler, 965 S.W.2d 386 (Mo. Ct. App. E.D. 1998) (회사

는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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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판례는 대중음악그룹 관련 사례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그룹

에 부여한 바 있지만,...이 법원은 그런 확장적 부여가 이 사건의 사

안과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례 중에는, “생존하였거나 사망한 타인, 기관, 종교, 

국장(國章)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들을 모욕

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불

등록사유로 정하고 있는 연방상표법(Lanham Act) 조항53)에 근거하여, 

대학(大學)이 타인의 상표등록행위를 방지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프

라이버시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한다.54) 그러나 이런 판시는 위 법원이, 한 대학이 자신의 대학명

칭을 풍자한 영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전 선례55)를 간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연방상표법의 위 조항은 대학 

등 비자연인에게 ‘식별(identification) 유무’라는 기준이 통용되는 퍼블

리시티권을 부여하였다기보다,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기

준이 통용되는 상표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암시하는 행위

를 규제할 목적이어서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56) 

53) Lanham Act § 2(a), 15 U.S.C.A. § 1052 (a). 이는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

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불등록사유의 하나로 열거한 것

과 유사하다. 한편 Lanham Act § 2(c)에서는 생존한 특정인의 성명, 초상 
혹은 서명을 그의 서면동의 없이 상표로써 등록하는 것을 불등록사유로 

정하고 있다.
54)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v. J.C. Gourmet Food Imports Co., Inc., 

703 F.2d 1372, 10 Ed. Law Rep. 88, 217 U.S.P.Q. 505 (Fed. Cir. 1983). 
55)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v. Twentieth Century-Fox Film Corp., 22 

A.D.2d 452, 256 N.Y.S.2d 301, 144 U.S.P.Q. 454 (1st Dep’t 1965), order aff’d, 

15 N.Y.2d 940, 259 N.Y.S.2d 832, 207 N.E.2d 508, 145 U.S.P.Q. 98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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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수설적 학설, 판례는 단체라도 제한적으로나마 퍼블리시티

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즉 미국 저작권법 대가이기도 

한 Melville Nimmer가 법인 등도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한 적이 있고,57) 자연인이 아님에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확장하여 긍정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런 판례들은 음악그룹에 관계된 사례들이다.58) 가령 Bi-Rite 

Enterprises, Inc. v. Button Master 사건에서 뉴욕주 법원은 “자신의 개

성이 가진 시장가치를 개발한 음악그룹은 그 명칭에 관한 퍼블리시

티권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한다....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

는 논리상으로 단지 원고가 개인인 경우와 그룹구성원인 경우를 차

별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적 학

56) 이런 입장은 J. Thomas McCarthy, 1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4:41.
57)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3, 19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203, 

217(1954). 이는 J. Thomas McCarthy, 1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4:39
에서 재인용함.

58) Bi-Rite Enterprises, Inc. v. Button Master, 555 F. Supp. 1188, 9 Media L. Rep. 
(BNA) 1531, 217 U.S.P.Q. 910 (S.D. N.Y. 1983), opinion supplemented, 578 F. 

Supp. 59 (S.D. N.Y. 1983) {피고가 허락 없이 버튼위에 원고 그룹과 가수

의 성명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 측 가수 개인과 그룹을 위한 사실

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Winterland Concessions Co. v. 

Creative Screen Design, Ltd., 214 U.S.P.Q. 188, 1981 WL 59411 (N.D. Ill. 

1981)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 가수와 그룹의 명칭을 티셔츠 상에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연방상표법 § 43(a) 위반을 모두 인

정하여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Brockum Co., a Div. of 

Krimson Corp. v. Blaylock, 729 F. Supp. 438, 446 (E.D. Pa. 1990) (락 뮤직 
그룹 ‘롤링스톤’은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 Apple Corps Ltd. v. A.D.P.R., 

Inc., 843 F. Supp. 342, 348, 22 Media L. Rep. (BNA) 1562, 30 U.S.P.Q.2d 

1372 (M.D. Tenn. 1993) {‘비틀즈’그룹은 테네시 주법에 의하여 ‘개인
(individual)’으로 보호된다. 그룹의 무대 명칭은 그룹을 구성하는 자연인

의 성명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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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59)에서는 위 판례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단 자연인이 아닌 대상

에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기 시작하면, 음악그룹이 아닌 단체에는 왜 

퍼블리시티권이 부여되지 않는지, 나아가 GM이나 IBM과 같은 다양

한 상표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거론될 수 

있어 지나치게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므로 엄격

히 자연인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타당하다고 반박한다.

다.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의 경우 몇 년 전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일부로 넣어 ‘초

상저작권’으로 입법하려한 저작권법 개정안60)에서 ‘단체’까지 그 권

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즉 개정안은 제2조 저

작물의 개념을 수정하여61) 자연인뿐 아니라 단체도 초상저작권의 주

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견해에서는 

그 논거로 ①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의 측면보다 재산권의 측면을 

강조하므로 반드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

가 많은데 현행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법인 등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고, ③독일의 경우 

법인 등 단체명 등에 대해서도 성명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62)

우리 판례는 음악그룹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안에서 그 권리가 

59) 이런 입장은 J. Thomas McCarthy, 1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4:42.
60) 2009.4.16. 자 이성헌의원 등 10인 발의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말한다.
6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

(단체를 포함한다)의 초상 ․성명 및 음성 등 창작부산물을 말한다.”
62) 이는 최민수(국회전문위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 의원 대

표발의) 검토보고서”(2010.2.) 중 16면의 내용을 변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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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자체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을 구성하는 자연인이 각

각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지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2008년 가비엔제이 사건63)은 여성 3인조 그룹인 가비엔제이(gavy nj)

의 구성원들이 원고가 되어 원래의 소속사 등을 피고로 삼아 피고가 

‘가비퀸즈(gavy qeens)’라는 새로운 여성 3인조 그룹을 결성시키고 경

쟁적으로 활동시키면서 원고들의 성명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하였으며 또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었다.64)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측 여성 3인조 그룹의 명칭인 ‘가비퀸즈(gavy 

qeens)’는 원고들의 그룹명인 ‘가비엔제이’와 별개의 성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가비퀸즈’라는 명칭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들로 구

성된 그룹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

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원고들의 성명권 또는 퍼블리시

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과정에서 “’가비엔제이‘라는 명칭은 원고들로 구성된 여성 3인조 그

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비엔제이‘라는 성명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

다고 할 것이고,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재산상 권리인 소위 퍼블

리시티권 역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라고만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살피건대, 제한적이나마 법인의 명예권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65)의 태도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한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8. 선고 2007가합10059 판결.
64) 원고들은 원고들의 그룹명칭인 ‘가비엔제이’ 또는 ‘가비’는 일반적으로 
원고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가비엔제이’ 또는 ‘가

비’라는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65)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

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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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법인은 그런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역시 당연히 향유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에는 흠이 있는 점, 퍼블리

시티권은 상업상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한 재산권인 점을 고려

할 때 단체나 법인에게도 그들이 가진 다양한 징표에 관하여 퍼블리

시티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도 퍼블리시티권

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66) 하지만, 퍼블리시티권 인정

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논의에서조차 단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굳이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더 유력하다는 사정을 

굳이 환기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이 비록 독립된 재산권

이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의 출발점은 인격권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제(擬制)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단체에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장 무리67)라고 사료된다.

66) 비슷하게 단체나 법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는 주장들로는 한
위수, 앞의 논문, 111면; 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

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외법논집(제30집), 2008.5, 230면. 이런 입장에

서 직접 예시한 것은 아니지만 가령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과 같은 단
체의 명칭 등 각종 징표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권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 보호에 

의하여 위 명칭 등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 보호의 공백이 없지 않으므

로 그런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67) 바로 위 각주에서와 같이,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된다는 것은 바
꾸어 말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경쟁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

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기업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자연

인의 그것과 다르게 그 보유자의 시간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원하는 대로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다. 그럼에도 그런 임의적인 설정과 변화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점권

으로 보호한다면 특정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더욱 강하게 보호되는데서 

얻어질 추가적인 이익보다 다른 인접기업들의 경쟁활동이 제한되는 불

이익이 더 막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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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

1. 총설

퍼블리시티권의 부여대상을 거론함에 있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이 특정인의 초상(肖像)이나 성명(姓名)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초상

은 특정인의 실재하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고, 성명 

그 자체는 간단한 몇 개의 문자로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다

른 주체와 분명하게 식별하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징표(徵標)이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이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

니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특정인의 초상, 성

명뿐만 아니라 목소리, 연기 등 그 밖에 그 사람의 징표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특징에 미친다. 

2. 야구선수의 성명

야구선수의 성명은 당해 선수를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징표이므

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대상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거나 적어도 핵심적 징표들 중 하나이다. 야구게임에 있어 실

제 프로야구선수의 성명이 등장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저촉 문제가 제

기될 것임은 크게 의문의 여지가 없다.68)

68) 세칭 ‘박정태 선수 대 슬러거 게임 사건’이란 불린 분쟁에 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11.23.자 2009카합2880 결정(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은 신청

인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등의 인적사항을 피신청인 측의 야구게
임에 등장하는 선수 캐릭터에 사용한 것이 성명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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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게임에 있어서는 성명을 대신한 약자(略字), 이니셜(initial, 머리

글자)의 사용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종종 문제된다. 야구게임 제

작자가 야구선수의 성명 등을 사용하면서 해당 선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야구선수를 상징하는 약자(略字)나 영문 이니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야구선수의 

성명을 약자화하거나 영문 이니셜화하더라도 문제된 변형 결과물에 

의하여 일반공중이 해당 특정인을 쉽게 연상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미치게 된다. 실제로도 2010년경 서울서부지

방법원의 판결(세칭 ‘마해영 선수 대 마구마구 게임 사건’)69)은, 영문 

이니셜로 변경된 야구선수의 성명을 활용하는 피고 게임업체의 행위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건화되기 이전에, 피신청인 ‘마구마구’ 게

임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자 해당 은퇴선수들은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108호

로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남부지방법원은 2009. 12. 

17. ‘마구마구’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2010. 1. 20.경부터 은퇴선수 27명에 

관하여 해당 선수들의 현역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 위치, 선수시절의 

기록 등을 활용한 능력치 등 게임 내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오직 성명 부분에 관해서만 가령 마해영을 ‘H.Y.마’, 임선동을 

‘S.D.임’으로 변형하여 게임서비스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신청인들은 

다시 그 이니셜 사용금지까지 구한 것이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

건이었다. 

법원은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

터에 사용한 행위처럼,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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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

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판단하면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세부적인 근거로 ① 이용자

들에게 해당 은퇴선수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

까지 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이니셜이 은퇴선수들을 지칭하

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 ② 이니셜 등 인적 정보를 사용한 

것은 은퇴선수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시 등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공공의 관

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야구선수의 초상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의 판결 비판

가. 총설

만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할 때 야구선수의 성명이 

그 보호대상임은 특별한 다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명이 아닌 다

른 징표들도 그 보호대상인지에 관해 비록 야구게임에 관한 사례도 

아니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형사판결이었지만 부정적 입장을 

암시한 선례가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표지

를 임의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였다고 기소된 세칭 ‘박상민 짝퉁

가수 사건’70)에서 우리 법원은 짝퉁가수가 박상민의 성명을 사용한 

70) 서울고등법원 2008.6.19. 선고 2008노108 판결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21. 선고 2007고합970 판결)과 마찬가지로 성명 사용행위에 관해

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관해

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런 무죄부분의 판단은 상고심(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5897)에서도 상고기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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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유죄로 긍정하면서도 나머지 모방행위, 즉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수염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유사한 겉모습을 갖추어 

영업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

다면서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만 언 

듯 보아서는 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있어서도 초상 등 다

른 징표는 성명과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거로 위 판

례가 잘못 쓰일 염려도 없지 아니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나.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의 결 개요

위 사건에서 법원은 “(성명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달리) ①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의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

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다

고 할 것인 점, ② 또한 이러한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

로 보아 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하여까지 특정

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되어 어떠한 영업표지

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 임OO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트클럽

에서 공연함에 있어,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가수 박상민의 외모와 

유사하게 치장하고, 소위 립싱크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던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인 임OO가 가수 박상민과 유사한 

외양을 꾸며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게 하려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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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는 혼동행위의 태양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일부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다.  결의 비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앞서 원용한 판시 부분에 바로 

앞서 ‘성명이 굳이 아닌 영업방식이나 영업형태일지라도 그것이 특정 

영업주체에 관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에 공인된 일반

론(一般論)을 설시하고서도 정작 짝퉁가수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적

용에서는 앞서 원용한 판시 부분(위 ① 내지 ③ 이유 부분)과 같이 성

명이 아닌 다른 징표들은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

다. 그러나 수많은 인기가수들 중 가수 박상민의 이름을 미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필자와 같은 일부 공중에게도 그가 착용한 모자와 

선글라스, 독특한 모양의 수염만큼은 이미 특정한 가수를 표시하는 

징표71)로 그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정연예인의 경우 그의 성명(姓名)보다 그 이외

의 요소가 그를 상징하는 데 더욱 강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2014년 현재 한국에서는 KBS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의 코너 중 하나

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검정코드 차림의 허세 가득한 조폭으로 등

장하여 ‘유단잔가?(유단자인가?)’라는 멘트로 시작하여 ‘당황하지 않고 

~~끝’이란 말을 반복하는 개그맨 조윤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당황하지 않고 ~~끝’이란 멘트는 다른 방송출연자의 다른 프로

그램에서까지 여러 번 패러디되거나 모방될 정도로 국민적인 유행어

71) 이때 당해 가수의 구체적 성명 등을 일반공중이 알지 못하더라도 특정출
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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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상황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의 성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

도 그 유행어가 특정한 개그맨의 극중 언행에서 유래한 것 정도는 대

체로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자연인(自然人)과 관련해서는 그 

자의 성명(姓名)72)보다 그 이외의 다른 징표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

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 혹은 식별력을 잘 구비한 경우가 있으므

로 성명이냐, 아니냐에 따라 위 판결의 판시와 같이 영업표지 해당성

을 기계적으로 구분할 것은 전혀 아니다. 

위 판결에서는 그러하기보다 성명과 그 이외의 징표들을 앞서 원

용한 판시 부분에서처럼 획일적으로 구분하고(위 ① 판시 부분), 또 

다른 판시부분에서 짝퉁가수가 박상민과 비슷한 모자와 선글라스,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착용한 것은 단지 ‘혼동행위의 태양’에 불과하

다고 낮추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위 ③ 판

시 부분). 물론 박상민과 같은 특수한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

서라면 특정 자연인의 성명(姓名)이 통상적으로 가질 안정적인 식별

력과 비교할 때 그자가 가진 외양이나 행동 등 그 이외의 징표들은 

보다 가변적인 성질을 가졌고 그에 따라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

이 더 제한될 수 있음은 위 판례가 지적한 바와 같지만, 획일적 ․형
식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다분히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해당 조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일반론에 따르면 특정인을 징표하는 힘이 가장 떨어지는 

징표들 중에서도 개그맨 조윤호의 위 유행어처럼 그 자의 성명을 훨

씬 능가하는 징표로서의 힘을 획득한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개

별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포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표지

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위 판결이 타당한 설

시이려면 일반적인 모자, 선글라스, 수염이 아니라 박상민의 모자와 

72) 여기서의 성명은 실명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사용하는 예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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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독특한 모양의 수염은 그의 성명과 달리 이런 출처표시기

능 혹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부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위 판결의 결론을 옹호하기 위하여, 위 판결 중 ② 

판시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일 성명이 아닌 특정인의 외양이나 행

동과 같은 징표까지 영업표지에 속한다고 보아 타인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

서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되어 부당

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앞서 가수 박상민의 선글라스, 

콧수염이나 개그맨 조윤호가 만든 유행어를 일반공중이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자칫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표지라도 그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모방 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영업상의 시

설 또는 활동과 혼동’(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발생하여

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일반인이 회사 야유회 등에서 조윤호

의 유행어를 모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요구하는 ‘혼동(混同)’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와 달리 SBS의 ‘웃찾사’와 같은 경쟁프로

그램에서 다른 연예인이 조윤호의 언행을 따라한다면 충분히 ‘혼동’

이 생길 수 있다. 만일 그 연예인이 조윤호와 비슷한 체격, 비슷한 복

장으로 등장하여 비슷한 음색까지 구사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앞서 판결의 사안도 일반인이 박상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짝퉁가

수가 박상민의 독특한 외양을 착용한 다음 마치 진짜 박상민이 출연

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편승한 경쟁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법 상의 혼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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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은 퍼블리시티권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없음

위 판결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 해당성을 판단하면서 자

연인이 가진 성명과 다른 징표들을 구분한 뒤, 후자의 징표들은 영업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와 엇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인 퍼블리시티권에서 있어서도 성명과 그 이외의 징표들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혹시 등장한다면 이

는 그릇된 것이다. 

우선 필자가 바로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위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

법을 해석한 것 자체에 오류가 있다. 

다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요건은 현행 부정경

쟁방지법상 영업표지의 보호대상 및 요건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는 사실73)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우리 판례들은 권리가 미치는 구체적인 대상에 관하여 성명뿐 

아니라 초상(肖像)도 항상 열거하고 있는바,74) 앞서 가수 박상민 짝

퉁사건에서 문제된 가수 박상민의 선글라스, 콧수염은 다름 아니라 

(일반공중에게 인식하는 박상민의 정체성 속에 선글라스와 콧수염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고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박상민의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 초상에 포함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논의에서는 이런 ‘초상’이 ‘성명’보다 통상적으로 더 중시된

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을 표지의 여러 가지 유형 중 가장 

73)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에서 만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었다면 다

른 결론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로는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제2판｣, 육법사(2013) 중 이대희 집필부분 562면. 다만 그 이유에 관
해서는 부연설명이 없다.

74) 가령 서울고등법원 2000.2.2. 선고 99나26339 판결(비달사순 사건), 서울고
등법원 2002.4.16.선고 2000나42061 판결(제임스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22.선고 2005나9168 판결(이영애 사건) 등이다.



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 353 -

앞에 제시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이렇게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보호대상에서 중시되는 첫 번

째 대상이 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정 자연인을 효율적(效率

的)75)으로 드러내는 징표(徵標)는 대체로 초상이라기보다 그 자의 성

명이다. 그 때문에 특정 자연인의 징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할 때는 당

해 자연인의 구체적인 면면까지 최대한 드러내는 ‘초상’이 아니라 ‘성

명’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특정 자연인의 징표를 퍼블리

시티권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권리자로부

터 적법한 사용허락을 득하였든 혹은 침해적으로 사용하든 어느 경

우이던지 퍼블리시티권의 활용에서는 당해 징표가 상품의 출처표시

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 흡입력을 가진 광고(廣告)의 보조자 내

지 조력자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효율성은 별로 

문제되지 않고 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유명인의 실제 

모습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초상’이 가장 주된 소재로 활용되게 

된다.  

요컨대,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의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

업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아주 제한적으로 파악하고만 입장에 구애

받지 않고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를 확정할 우리 법원은 비

단 성명뿐만 아니라 초상 등 그 외의 징표들이라도 특정인을 징표하

는 힘을 갖춘 경우라면 보호객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글의 주된 

대상인 야구게임 속에서 설령 특정 야구선수의 성명을 전혀 활용하

75) 전달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정도, 그리고 전달자의 의도대로 전달되

었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점유율을 비교하였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성명은 초상에 비하여 훨씬 간편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출처표

시기능을 더 분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 문자(文字)로 이루어진 성명의 경

우와 달리 초상은 복합적인 시각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의 
기억 속에서 다른 출처와 분명히 구별되는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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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그 자의 나머지 징표들을 사용하여 당해 야구선수를 특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4. 야구선수의 성명 ․ 초상 사용에 있어 특수한 문제

특정한 성명이나 초상 등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성

명이나 초상의 일부분에도 퍼블리시티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

다. 환언하여, 당해 일부분에 의하더라도 일반공중이 해당 주체를 연

상할 수 있다면 침해가 긍정될 수 있다.76) 

판례77) 중에는 반대취지인 것이 있다. 즉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의 객체에 관하여 “성명권은 일반의 상표권과 달리 그 전체로서 대

상을 특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거

나 그 분리된 각 부분이 성명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가 된

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성명권은 그룹명 전체인 ‘가

비엔제이’가 그 객체가 될 뿐이어서 그룹명의 일부분으로 피고들 그

룹명인 ‘가비퀸즈’에 포함된 문구 ‘가비’는 성명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의 보호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다. 하지만 의문이다. 상표권

의 침해를 논할 때 특정 상표의 전체가 아닌 일부가 요부(要部)에 해

당한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흡사

하게, 넓게는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표 유사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퍼블리시

티권 보호의 법리에서도 특정인의 성명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을 가지고도 특정인을 충분히 징표한다면 법적 보호가 주어지는 것

76) 한위수, 앞의 논문, 111면의 입장도 같다.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8. 선고 2007가합10059 판결(가비엔제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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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할 것이다.

5. 야구선수의 목소리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자체가 논란거리일 뿐, 만일 그것이 인

정되는 경우 선수의 성명, 초상 뿐 아니라 목소리 등 그 이외의 징표

들에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미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

리 판례도 퍼블리시티권이 미치는 구체적인 대상에 관하여 거의 항

상 열거하고 있는 대상은 초상이나 성명 정도이지만, 일부 판결에서

는 목소리도 분명히 퍼블리시티권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있다. 가령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세칭 ‘황인정 사건’)78)

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따옴표는 필자 

삽입), 연기 등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전속적 또는 1회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

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

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있겠으나,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을 살피자면 연방법원의 주요 판결들도 같은 입장이다. 

가령 야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1983년 John Carson 사건79)에서 연

방제6항소법원은 개인의 실성명(實姓名)과 초상을 넘어선 영역에 대

78) ‘초상권’이라는 표현을 채용하면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초상권과는 구별된 재산권으로

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례이다. 
79)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698 F.2d 831 (6th Ci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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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보통법(common law)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서는 곤란하

다는 반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당해 사안은 당시 저명한 토크 쇼 

진행자인 자니 카슨이 쇼를 진행하며 첫머리에 발언하는 “여기 자니

가 있습니다(Here’s Johnny)”라는 말을 피고가 자신의 간이 화장실을 

선전함에 있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문제

되는 친숙한 말머리가 오로지 심야 토크 쇼 진행자 카슨(Carson)의 이

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때라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1988년 Bette Midler 사건80)에서 연방제9항

소법원도, 피고 Ford 자동차가 상업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이미 노래 

삽입 요청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힌 원고 베트 미들러(Bette Midler)의 

노래를 모창가수로 하여금 대신 부르게 하여 광고에 삽입한 사안에 

관해, 목소리도 특정인을 징표하기에 충분하다면 보통법상 권리침해

행위81)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연방제9항소법원은 1993년 

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판결82)에서도 같은 논리로 목

소리를 포함한 일체의 징표에 관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인정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표적인 성문입법인 캘리포니아 민

법전(California Civil Code) 3344조에서는 목소리를 성명, 서명, 사진

(photograph)과 더불어 대표적인 유사물(likeness)의 유형으로 보호대상

임을 적시하고 있다. 즉 ‘타인의 성명, 목소리, 서명, 사진 등을 동의 

없이 고의로 광고나 상품판매에 사용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입법된 현행 캘리포니아 주의 퍼블리시

티권 규정에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정체

80) Midler v. Ford Motor Co., 849.F.2d 460 (9th Cir. 1988).
81) 이 판결에서는 보호되는 보통법상의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인지, 아니면 

인격권인지는 분명히 판단하지 않고 있다.
82) 989 F.2d 1512 (9th Ci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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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것(anything evoking one’s personal identity)

이라도 사실상 그 타인에 대하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현황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 인정될 퍼블리시

티권 역시 목소리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타당하다. 가령 라디오 

배우와 같은 경우라면 일반공중에게 고객흡입력을 가진 징표는 다름 

아니라 귀에 익숙한 목소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의 직

접적 대상인 야구게임에서 야구선수의 목소리가 게임 속에서 활용되

는 빈도는 성명이나 초상보다 아주 드물 것이다. 그렇더라도 야구게

임 속에서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실존하는 야구게임 중계자의 

목소리를 등장시키는 경우와 같이 야구게임에서도 목소리에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문제될 상황은 존재한다.

6. 야구기록 등 여타의 징표들

더 나아가, 야구선수에 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 특정인을 징표하는 모든 표지에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표지로서 기능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사전에 일일이 미리 정확

히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앞에서 제시한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은 구체화된 예시(例示)에 불과하고 그렇게 예시되지 

못한 대상이라도 특정인을 징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면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는 앞

서 캘리포니아 주법의 “유사물(likeness)”이라는 표현과 같이 포괄적 

용어를 궁극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

이 판례상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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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의 활용에 관해 드물게 문제된 쟁송 사례로 골프선수 최경주

와 국내 모 은행 사이의 분쟁을 꼽을 수 있다.83) 이것은 2008. 5.경 모 

은행이 4대 메이저 골프대회인 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그

리고 PGA챔피언십에서 만일 한국인 선수가 우승하면 2~6.05%의 보

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을 한시적 상품으로 내

놓자 골프선수 최경주 측이 현실적으로 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 가능한 한국인 선수는 자신밖에 없는 이상 명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마케팅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

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구제를 구한 사건이었다. 

최경주 선수는 이후 실제로는, 2011년경 제5순위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뿐 아직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은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

서 과연 위 정기예금 상품에 담긴 골프선수의 가정적인 기록이 최경

주에 관한 징표인지에 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위 분쟁 당시까지 그런 기록달성에 누구보다 두드러지게 근접하였던  

골프선수가 다름 아니라 최경주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위 사건은 판

결에 이르기 전에 피고 은행이 최경주 선수에게 1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구게임과 관련해서도 야구선수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가 아닌 여타의 유사물(類似物)로 먼저 경기기록(game 

records)이 존재한다. 가령 특정 야구선수만이 보유한 특이한 경기기

록이 야구게임 속에 사용된다면84)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퍼블리시

티권과 저촉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초상이나 성명뿐만 

83) 이에 관해서는 중앙일보 2009.1.6.자 “최경주, 우리은행서 1천만원 배상받

아” 기사 참조.
84) 더 구체적 예로 2014년 현재 ‘넥센’의 서건창 선수는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200안타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는바, 야구게임 속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 다른 징표는 전혀 상이하지만 시즌 200안타의 기록을 

가진 특정 타자 캐릭터를 도입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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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음성, 연기, 나아가 경기기록과 같은 여타의 유사물도 이론상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함께 속한다는 사실과 초상, 음성, 연기, 

경기기록들 중 후자로 갈수록 대개는 특정인을 곧바로 징표하는 기

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만의 임의활용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려면 더욱 이례적인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별

개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야구선수의 경기기록

은 엇비슷한 기록 수치를 가진 다른 선수들의 그것들과 뚜렷하게 구

별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85)라야 특정인을 징표하기에 충분한 수준

에 이른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앞서 경기기록과 마찬가지로 야구선수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가 아니지만 또 다른 유사물(類似物)로 선수의 ‘등번호’가 거론될 

수 있다. 특정 프로야구구단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당해 선

수 은퇴이후 영구결번으로 처리된 ‘등번호’86)임에도 만일 야구게임 

제작자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등번호를 부착한 선수를 등장시

킨다면 상황에 따라87)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85) 이것은 꼭 보통의 선수들이 달성하기 힘든 대기록에 국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도 특정 선수가 달성한 경기기록의 단지 일부가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모방함으로써, 야구선수의 성명, 초

상, 음성, 연기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
상 과연 특정 야구선수가 드러난다면 충족될 수 있다. 

86) 이런 예로 프로야구팀 기아(과거,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동렬(18번), 이

종범(7번)의 등번호를 영구결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87) 앞서 경기기록에서 그러하였듯이, 야구선수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 등

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등번호가 가진 징표의 힘이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내용상 특정 야구선수를 징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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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야구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공정사용 문제

바로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야구선수의 성명, 초상, 음성, 연기 뿐

만 아니라 널리 경기기록, 등번호와 같이 특정인을 징표하는 모든 표

지가 잠재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런 대상을 사용한 상대방의 행위가 항상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

다. 당해 사용행위가 공정사용(fair use)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

라면 최종적으로 침해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공정사용 여부에 관해 가장 빈번하게 논의가 있었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미 50년대부터 연방법원 판례88)에서 분명하게 퍼블리

시티권을 인정하여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던 국가였지만 90년대 이후

에 들어서는 너무 강력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

인지 1996년 Cardtoon v. Major League Baseball 판결(연방 제10항소법

원)89), 2003년 ETW v. Jireh Pub. 판결(연방 제6항소법원)90), 2007년 

88)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202 F.2d 866 (2d 

Cir.,Feb. 16, 1953). 
89) Cardtoons, L.C.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95 F.3d 959 (10th Cir., 

Aug. 27, 1996). 여기서 Cardtoon사는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이미지를 

포함한 패러디 야구 트레이딩(trading) 카드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MLB
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

더라도 패러디와 같은 표현을 위해서라면 그런 자유를 부여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하면서 침해를 부정하였다.
90) ETW Corp. v. Jireh Pub., Inc. 332 F.3d 915 (6th Cir., June 20, 2003). Rick 

Rush는 미국의 유명 스포츠 이벤트나 그 유명선수들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림을 창작하였다. 타이거우즈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는 ETW의 주장에 관해, 법원은 타이거 우즈 성명을 그림에서 활용한 것
은 비침해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해당 그

림 그리기에서 운동선수의 이미지는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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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v. MLB 판결(연방 제8항소법원)91) 등에서 연달아 퍼블리시티

권 침해주장을 배척하고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판결들은 모두 스포츠 선수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국

의 사례들 중에서도 비록 야구게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야구선수 

박찬호가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서적출판에 대항하여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그 침해를 부

정한 선례92)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은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대

상과 일치하므로 그것을 허락 없이 활용한 타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

유 등에 비추어 공정사용으로 보호될지의 검토문제는 종전까지 이미 

활발하게 논의된 공적 인물(public figure) 이론 혹은 표현의 자유(혹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근거한 인격권(혹은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권

의 제한 이론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므로 여기서는 지면

제약상 상술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 주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2007년 C.B.C. v. MLB 판

결의 입장과 같이 야구게임 제작자가 야구선수들의 인적 징표를 거

의 그대로 활용한 야구게임 제작의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를 들어 퍼

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현재 미국의 학

91) C.B.C. Distribution and Marketing, Inc. v. Major League Baseball Advanced 
Media, L.P., 505 F.3d 818 (8th Cir., Oct. 16, 2007). 그 원심은 443 F.Supp.2d 

1077 (E.D.Mo., Aug 08, 2006). C.B.C.가 서비스하던 판타지 야구게임은 게

이머들이 각자 지휘하는 가상의 구단을 운영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뛰

고 있는 실제 선수들을 (가상으로) 드래프트하는 방식으로 모집한 뒤 해

당 선수들의 실제 경기에서의 성적을 기초로 게이머간의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이런 경기성적 활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
여 아예 일체의 경기기록이 퍼블리시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책임을 면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92) 서울고등법원 1998. 9. 29.자 98라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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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93)에서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단지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활용한 것에 그치므로, 

화가가 자신의 그림 속에 야구선수를 표사하는 경우(ETW v. Jireh 

Pub. 판결의 사안) 혹은 야구선수들의 징표를 패러디한 경우(Cardtoon 

v. Major League Baseball 판결의 사안)과 달리 공정사용으로 보호할만

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였으리라고 

본다.94) 

Ⅴ. 결 론

한국은 지구촌 4대 스포츠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한 드문 국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곳보다 지대하고 인터넷 기반기술이 발

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스포츠게임에 대한 관

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야구게임과 같은 스포츠게임에서는 현실공

간의 선수나 구단의 특징을 불가피하게 차용하여야 한다는 특징 때

문에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퍼블리시티권 저촉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93) William K. Ford & Raizel Liebler, “Games are not Coffee Mugs: Games and 
The Right Of Publicity”, 29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1 

(2012-2013), p. 4 이하; Marc Edelman, “Closing the “Free Speech” Loophole: 

The Case for Protecting College Athletes’ Publicity Rights in Commercial Video 
Games”, 65 Florida Law Review 553 (April, 2013), p. 556; Christopher Miner, 

“Fantasy Sports and The Right of Publicity are under Further Review”, 30 

Touro Law Review 789 (2014), p. 820이하 등 다수. 
94) 야구선수 이미지의 단순 활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미국 

판례로  Keller v. Elec. Arts, WL 530108 (N.D. Cal. Feb. 8, 2010), 한국 판례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3. 자 2009카합2880 결정(세칭 ‘박정태 선수 

대 슬러거 게임 판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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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아니면 종래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호할지에 관해 치열한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그런 논란

의 결과에 크게 관계없이 그 법적 보호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해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인식 하에 먼저 야구종사자 중 누가 퍼블리시티

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개별프로선수들, 후보선수(연습생), 감독 

및 코치, 구단 순서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야구선수의 성명, 초상, 목

소리, 여타 징표로 나누어 순차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래 KBO가 권리주체처럼 행세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2005년 ‘한국프로야구2005’ 사건의 판결 이후 

시정되어 야구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는 점, 유명하지 않은 후보선수(연습생), 그리고 감독 및 코치도 관념

상으로는 야구게임제작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박상민 짝퉁가수 사건에 관한 서울고법 판

결에서는 특정인의 성명과 그 이외의 요소를 기계적으로 구분한 뒤  

특정인을 징표하는 식별력에서 성명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 있으나, 성명이냐 아니냐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특정

인을 징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인

지가 판가름나는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있어서도 그 종류를 가리

지 않고 특정인의 징표로서 기능한다면 성명이 아닌 여타의 것들도 

보호대상에 속한다는 점, 야구게임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

상이 될 수 있는 여타의 징표로는 특정한 경기기록 등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야구게임 제작에서도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관련한 

공정사용이 이론상 인정될 수는 있지만, 패러디와 같은 새로운 활용

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야구선수들의 초상 등을 변경 없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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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속에 옮긴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을 덧붙여 지적하고자 한다.

* 논문최초투고일 : 2014년 10월 31일; 논문심사(수정)일 : 2014년 11월 19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9일.

【주제어】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야구게임, 스포츠게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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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for baseball 
professionals about creation of a virtual game 

related to professional baseball

Park, Jun-Seok

In perspective of logical sequence, this article is the last of trilogy on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follows the first arguing that it is reasonable in the 

Korea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distinguished from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second arguing that such recognized right is belong to 

the area of unfair competition law rather than that of copyright law.  In 

this article, the detailed asp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will be revealed by 

legal analysis associated with a specific subject. The specific subject is no 

less than virtual baseball game. The infringement to the right of publicity 

occurs frequently in virtual sports game such as fantasy baseball games 

because they must inevitably borrow detailed characteristics of many players 

or teams in real space. 

With respect to creation of a virtual baseball game, not only a famous 

player but also a nameless bench player, baseball manager and coach are 

eligible for the right of publicity while the eligibility of the team itself is still 

seriously doubted. Moreover, the horizontal scope of the right covers, as an 

example for a baseball player, all symbols including his initial name and 

voice which could reveal his identity. In this regard, the judgment by Seoul 

High Court on so-called Sang-Min Park fake singer case where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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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whether it would be the mark or not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arguably wrong because the court 

discriminated against the other symbols, unlike the singer’s name. The 

subject of legal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by substantial and flexible 

standard as whether the issued subject could identify someone, not by 

formalistic and rigid standard as whether it is a name or other symbols. 

【Key words】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ersonality, virtual 

baseball game, fantasy baseball game, fantasy sports 

gam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siness 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