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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저작권법에 도입된 미

국의 공정이용 법리가 패러디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패러

디는 원작 자체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우리 판례의 태

도와 달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는 위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즉, 원작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경우나 혼성모방적 이용 또한 

패러디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가 시대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여 왔음에 반해, 법학에서의 패러디 항변은 과거에 정립된 성립요건을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패러디 역시 표현의 자유의 측면이나 저작활동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입법적으

로 이를 보완하거나 판례를 변경하여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미국의 공정

이용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패

러디 작품이나 혼성모방적 작품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그와 같은 내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며, 원작의 

차용이 문제된 경우에 대해 원작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하는 방법으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 구성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공

정이용 항변과의 관계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작에 대한 

비판적 패러디만이 패러디 항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에 경도된 것으

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도입되었음에도 항변의 범위를 

여전히 좁게 보아 기존의 패러디 항변 도그마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근

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듯, 저작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

익과의 관계에서 그 보호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원작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정이용 항변의 범위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이용에 부합하는 패러디 작품 등을 보

호하고 원작자의 저작권 남용을 막아 풍부한 문화적 풍토 형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주제어: 저작권, 공정이용, 패러디, 혼성모방, 혼동가능성, 포스트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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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러디(parody)’는 다른 노래에 병행하는 노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파로데이아(parodeia)’에서 유래하였지만,1) 단순히 

합창이나 돌림노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패러디는 다른 작품을 흉내 내거

나 모방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작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함으로써, 그 안에서 

전이(轉移)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자의 드라마틱한 이동을 ‘전이’라고 

부르는데, 패러디에서 정의하는 ‘전이’ 또한 이와 유사하다. 동일한 입자가 다른 

에너지 상태에서 상이하게 기능하듯, 패러디에서는 기존 작품의 핵심적 부분이 새

로운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전이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기존 작품이 사용한 형식과 기법, 배경이 되는 철학, 작품이 담

고 있는 미학적 내용 등 그 지대를 불문하며, 이를 위해 패러디스트(parodist)는 기

존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당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모순점을 찾아

내고, 그 모순점에서부터 기존 작품을 파괴함으로써 패러디는 탄생한다. 

역사적으로 패러디는 많은 창조과정에 함께 하였고 문화적 저변 확대의 매개가 

되었다. 예술사조에서 기존의 모순을 전복시키는 패러디의 전이는 아방가르드 예

술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아방가르드는 패러디를 기초로, 모더니즘 예술이 가지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의 독점적 예술 향유와 이데아적 미학 개념이라는 모순을 전 

방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예술을 대중의 것으로 끌고 내려왔다. 이는 예술이 더 

이상 일부 계층이 아닌 소비사회의 주축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넓게 퍼져 나가

는 계기가 되었다.2) 그러나 대중사회에서 상품과 예술의 접점은 예술의 대량생산

 1) Parodeia의 paro는 대응하는(counter) 혹은 반대하는(against)이라는 텍스트간의 대비나 

대조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곁에(beside) 혹은 가까이(close to)라는 일치와 친밀성

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ode는 노래하다(to sing)라는 의미를 가진다(이상정, 

미술과 법(세창출판사, 2009), 299면; 이상정, “패러디와 저작권”, 산업재산권법, 제31

호(2010), 149면; 린다 허천, 김상구/윤여복(역), 패러디 이론(문예출판사, 1998), 54-55

면). 린다 허천은 패러디 이론가들이 일반적으로 paro의 의미 중 일치와 친밀성의 의

미를 무시하고 있어 반대와 비판의 의미가 본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패러디는 원

작의 모방과 상기 또한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후술하듯이 근대적(비판적) 패러디 

이외의 패러디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와 친밀성이라는 의미를 간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테리 이글턴, 유희석(역), “자본주의,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비평의 기능: 

재 문학 이론의 쟁 들(제3문학사,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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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분별한 복제를 야기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그 경향은 심화되

고 있다. 여기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없이는 문화적ㆍ예술적 작품의 지속적

인 창작 동기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권

리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저작권자의 보호에 치중할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변형

ㆍ모방 등의 창조적 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저

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그의 권리를 보호함

으로써 그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헌법상 표현

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공익 및 사회적 기속성을 고려한 권리 범위

의 확정 및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되며, 위 기본권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이다.3) 이와 같은 상반된 두 가지 고려 하에 저작자의 권리 영역이 

논의되었고, 패러디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주장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

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항변에 위치하였다.

한국에서 패러디 항변이 본격적으로 논해진 것은 2001년 서태지와 이재수 사이

에 벌어진 ‘컴배콤 패러디’ 사건4)에서였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패러디가 당해 저

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패러디 항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당해 사건에서 이재수의 항변은 정당한 패러

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5)고 판시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위 판시 이후 패러디 

항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으나,6) 한미 FTA의 이행을 

 3)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21조 제4항.

 4)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5) 재판부는 “피고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

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그 예로 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규정을 근거로 두는 견해

(박성호,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한국 작권논문선집, II (1995), 214면; 

엄동섭,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제10호(1998), 59면; 정재훈, “패

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 고연구, 제39호(1998), 26면; 임덕기, “현행 저작권법상 패

러디 항변의 문제점”,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2011), 144면; 함석천, “패러디, 지적재산

권과 표현의 자유”, 스티스, 제91호(2006), 70면), ②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 작

성의 경우에 준하여 강제적 허락 의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김원오, “패러

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안암법학, 제14권(2002), 341면), ③ 저작

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김원오, 

전게논문, 342면; 임덕기, 전게논문, 143면; 함석천, 전게논문, 70면. 다만, 패러디가 

위 항변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좁게 보고 있다. 패러디 작품이 원저작물의 본질

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 감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 이용이라 평가

되는데, 이와 같은 본질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정도가 사상의 표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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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공정이용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동조 제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

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

용법리(doctrine of fair use)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패러디가 위 공정이용의 

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학자들도 공정이용

조항이 입법될 경우 그것이 패러디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크게 이견

이 없었기 때문이다.7)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계기로 패러디 항변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

의는 오히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패러디를 명시하거

나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패러디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학계와 판

례를 통한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종래 판례의 패러디 항변은 

“원작 자체에 대한 희화와 비평이 성공한 패러디이다”는 전제 하에 성공한 패러디

와 실패한 패러디를 구분하고, 전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동의를 요한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패한 패러디는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여겨져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학계에서도 이와 같이 패러디

의 개념 자체에 성공한 패러디와 실패한 패러디의 이분법적 구분을 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8) 그러나 패러디를 둘러싼 미

학적 논의와 혼용모방을 골자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 이들을 반영한 상품시

장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근대적 패러디 항변의 구도를 고

집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패러디는 애초 저작권 혹은 인격권과 관련하

여 형성된 개념이 아니며, 저작권 혹은 다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는 각 

영역별로 살펴볼 문제이지, 패러디 개념 자체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9)라는 지적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부득이한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요건과 어긋나기 때

문이다) 등이 있다.   

 7) 김원오, 전게논문, 327-335면; 함석천, 전게논문, 72면. 

 8) 오승종/이해완, 작권법(제4판)(박영사, 2005), 349-353면; 박성호, 전게논문, 222면; 

정재훈, 전게논문, 26면; 김원오, 전게논문, 339면. 

 9) 함석천, 전게논문, 67면. 다만, 함석천은 해당 부분에서 “저작권에만 특유한 패러디 

개념을 따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원작을 변형한 패러디로써 원작품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다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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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요컨대 기존의 패러디 항변의 틀로만 저작권 

침해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변화된 현실을 근대 법학적 개념의 틀에 재단하려는 법

적 도그마가 될 수 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닌 변화하는 현실에 적합한 법적 기

준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바, 본 논고는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

토하고 기존의 패러디 항변 구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오늘날의 패러디 항변의 기능적 역할과 그 속에서 저

작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최근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정이용의 항변이 기존의 패러디 항변의 논의에 의해 제

한되거나 재단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패러디 항변을 둘러

싼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Ⅱ), 오늘날 사용되는 패러디의 모습 및 이를 받아들

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을 검토한 후(Ⅲ), 해당 변화에 대해 우리 판례가 취하

고 있는 태도를 분석한다(Ⅳ). 마지막으로 결어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짓

고자 한다(V).

Ⅱ. 패러디 항변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과 패러디 항변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35조의310) 제2항은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

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이 이용허락을 받은 것인지, 저작권의 제한 또는 공정사용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법

률상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라고 설시함으로써, 현실에 사용되는 패러디 개념을 법학

에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패러디 항변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명

예훼손의 문제, 공정이용의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저작권의 특유한 패러디 개념이 현실의 패러디를 재단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는 지적은 타당하나, 세계 각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자유로운 이용 등에서 패

러디 항변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적 틀을 구축하여 왔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패러디 

개념 및 법리가 전적으로 무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기존의 패러디 항변을 둘

러싼 논의들은 새롭게 입법된 공정이용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 2011. 12. 2.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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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그런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해당 

작품은 패러디라는 항변과 동시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할 경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논평이 있는지 여부(패러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 그것이 긍정된 경우에 나아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가사 패러디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더라도 공정이용 항변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에서 패러디는 비판

(criticism)의 실질이 있음을 전제한 후, 원작의 내용이나 스타일과 비판적인 관련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의 주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

정 가능성이 감소할 뿐이라고 하여,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 판단에

서 불리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

다.12)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여, 논평이나 비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

소 4가지 판단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를 공정이용 판단의 전제

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13)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판에 해당하는 패러

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공정이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

다. 법문상으로는 위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사용이 인정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14) 위 목적 범위를 열거된 내용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비평(패

11)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단서도 동일한 기준을 취하고 있다.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12) “If, on the contrary, the commentary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which the alleged infringer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up something fresh, the claim to fairness in borrowing 

from another’s work diminishes accordingly (if it does not vanish) and other factors, 

like the extent of its commerciality, room larger.”(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 1171 (1994))(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동일).
13) 정재훈, 전게논문, 16-17면.
14)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본문도 마찬가지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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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어 제2항의 검토 자체

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위 목적이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한다면 패러디나 비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지를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게 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패러디 항변은 그 허용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틀로써 판례를 통해 형

성되어 왔다는 점, 위 제1항의 목적은 예시로 규정되어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패러디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에는 해당

할 여지가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미국 연방

대법원 역시 작품이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인정 범위는 현저히 감

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법리가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고 하더

라도 패러디 항변의 개념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2. 패러디 항변의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

패러디 항변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판례와 학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패러디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

으며,15) 미학적⋅문학적 영역에서조차 역사적 흐름에 따라 패러디의 범주에 변화

를 겪으며 이견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적 영역에서의 패

러디 개념은 미학과 예술영역에서의 패러디 개념의 확대 경향을 받아들이지 못하

고 여전히 좁은 정의에 한정되어 있다.16) 이는 창조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에서의 패러디와는 달리, 법학에서의 패러디는 저작권자

의 권리 주장에 대한 항변이라는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판례와 학설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패러디의 성립 요건 중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는 공통된다. ① 원작 자체를 상기시킬 것, ② 원작과 구분

되는 독창적인 작품일 것, ③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e section, for purpose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15)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이 그 예이다. 김원오, 전게논문, 319면; 이기용/이지륜, “패러

디의 법리적 근거와 허용범위”,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2007). 386면 각주 부분 참조.
16) 정재훈, 전게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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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 1. 원작 자체를 상기시킬 것

위 요건은 원작이 존재하고, 패러디스트가 패러디 작품에서 그 원작을 이용하였

으며, 독자가 패러디 작품에서 원작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원작은 일반

적으로 공표되어 있어 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Conjuring 

up test”를 통해 패러디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원작을 사용하여야 원작의 존재를 상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저 눈의 근육을 이완하고 귀

의 달팽이관에 긴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패러디 작품을 접하는 순간, 작품의 이

면에 숨어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음에도 원작이 떠오른다면 

상기(conjuring up)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요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 작품으로부터 원작

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 명료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 한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서 발생하기 때문이다.17) 얼마만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가라는 차용의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원작의 핵심 되는 부분(heart of work)이 차용되었는지의 질적인 측면

에 따라 원작을 상기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18)는 점에서도 위 구

분은 쉽지 않다. 한편, 저작권의 침해주장이 있을 때 원작과 침해저작물 사이에 실

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실질적 유사성과 위 요건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물 또는 학설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

17) 미국 판례에서는 Conjuring up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 원작의 지나친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으나, 그 같은 사용도 경우에 따라 공정이용이 

된다고 정리되었다. “Walt Disney Production v. Air Pirates 사건에서는, 本事件에서는 

패러디는 公正使用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후 문제는 原作을 想起시키는 데 필요

한 것(necessary to ‘recall or conjure up’ the original) 이상으로 原作品을 이용했는지 

여부, 즉 단순히 패러디化 시키는 것 이상으로 原作品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고 判示했으나, 이후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전원일치판결)에서는 사

용된 양을 판단함에 있어서 패러디의 목적, 성질, 변형적인 요소, 시장대체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패러디가 원 저작물을 떠올리는 것 보

다 더 많은 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공정사용의 항변

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判示하였다.”(이상정, 전게논문, 18-23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재훈, 전게논문, 11면 참조.
18) Roger Schechter/John 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omson, 2003, §10-6(계승균,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일 고찰”, 동아법학, 제57호(2012), 247면에서 재인용); 같은 

취지의 미국 판례로, 200,000단어 중 300단어만을 사용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본 것이 있다(Ha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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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임스 본드 패러디

나,19) 후술하듯이 실질적 유사성 중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판단은 침해저작물

에서 차용된 원작의 요소로부터 원작의 본질적 특성을 감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원작의 상기 가능

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일응 상응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다.20) 그 외 판

단의 주체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으나, 결국 패러디 작품을 통해 원작의 상기가 가

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관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21)

첫 번째 요건의 의미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은 네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면에는 검은색 바탕에 총구를 통해 바라보는 효과를 

위한 하얀 원, 그 안을 걷고 있는 검은 슈트를 입은 올

백 머리의 남자가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폴 메카트

니의 ‘Live and Let Die’가 흐르면, 우리는 스파이 영

화의 대명사인 제임스 본드를 연상하게 된다. 그림 아

래에 적힌 글자 “Bond, James...” 또한 이러한 연상을 

돕는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는 위 몇 가지 장

치들을 통해 우리의 인식 표면에 이르게 된다. 이때 

우리가 연상한 바는 단순히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라는 분절된 이미지가 아니라, 제임스 본드와 관련된 

1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병일,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2013), 43-62면 참조. 
20) 이는 패러디가 일단 원작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 후 항변에서 논의되는 것과도 상응한

다. 과거 미국판례는 패러디를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Loew’s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131 F. Supp. 165, 183 (S.D. Cal. 1955), aff’d. 356 U.S. 43 (1953), Columbia Pictures 

Corp. v. National Broadcasting Co., 137 F. Supp. 348, 352, 354 (S.D. Cal. 1955) 등),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므로, “침해로 인정되지만 공

정한 이용에 해당할 경우 면책시킨다”는 공정이용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을 받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결 이후 패러

디는 공정이용 항변에 포섭되게 되었다(정재훈, 전게논문, 14면 참조). 특히 일본은 실

질적 유사성이 아닌 본질적 특징을 감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하

고 있어, 그 연관성은 더욱 크다.
21) 패러디의 독창성 및 해석의 자기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도 문제가 

되는데, 독일의 법원은 신작을 위해 요구되는 지적 이해력을 지닌 관찰자의 입장을 

판단기준으로 제기하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엄

동섭, 전게논문, 85면 참조). 그러나 법관이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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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설에서 형성된 ‘그랬었고 그래야만 하는 그’이다. 그리고 이때 연상되는 

것은 원저작자가 제임스 본드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특징적인 표현들로, 이는 원

작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처럼 패러디 작품은 원작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당 작품에서 원작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패러디 작품이 아닌 독립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나. 요건 2.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일 것

원작을 상기시킨 후에는 원작의 일부를 변형(transformative)하여 패러디 작품을 

원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즉, 패러디 작품이 원작과 구분되는 독립된 것이어

야 한다는 것으로, 이 요건을 원작과의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2) [그림 1]의 4번째 장면에 이르면 제임스 본드인 줄 알았던 남자가 두 팔을 

모으고 말을 타는 엽기적인 춤을 추는 장면으로 바뀌고,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 대

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면, 이내 우리 시선은 “Wait... What?”이라

는 문구를 주목한다. 이로써 앞서 연상된 제임스 본드는 사라지고 4개의 장면에서 

등장한 인물은 모두 싸이가 된다. 그렇다고 하여 패러디 작품이 원작을 상기한 효

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 본드라는 익숙한 소재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

였고 첩보요원과 비밀작전이라는 원작이 만들어낸 아우라는 여전히 남아있다. 거

기에 싸이의 등장에 힘입어 원작이 전복되는 묘한 희열감과 함께, 제임스 본드와 

싸이의 두 요소가 중화되어 융합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온다. 원작의 요소들은 패

러디 작품에서 새롭게 전이되어 세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한다.

패러디 작품이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원작과 동

일하거나 그것을 복제한 것 또는 그것에 종속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는 “원작에 의거하고 있지만 원작이 갖는 창작성과는 다른 창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23)”고도 표현된다. 그러나 원작의 상기를 위해 차용된 요소들을 딛고 새로운 

독창성을 부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작의 

상기를 위하여 일반적인 구상(plot)을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들과 구체적인 

부분들이 복제되고, 대사 부분이 과도하게 문자 그대로 재현된 것은 해학(parody)

22) Cardtoons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868 F. Supp. 1266 (N.D. 

Okla. 1994); Mutual of Omaha Ins. Co. v. Novak, 836 F.2d 397 (8th Cir. 1987) 등의 

미국 상표권 관련 판례와 각주 26 기재 프랑스 판결 참조.
23) 최명수, “패러디(Parody)의 법적성격에 대한 연구”, 경성법학, 제20권 제1호(2011),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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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뒤쌍의 L.H.O.O.Q. 

이라는 항변을 성립시킬 수 없고, 원저작물을 회상 

내지 연상시키는 정도를 넘어서는 차용이다24)”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판시는 원작의 지나친 차용이 있

을 경우는 패러디 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용되었다

고 하여, 패러디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림 

2]는 마르쉘 뒤쌍이 그린 L.H.O.O.Q.(그녀는 끝내주

는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 하였다. 뒤쌍은 

위 작품에서 원작의 거의 모든 것을 차용하면서도 

모나리자에게 수염을 선사하였고, 그로써 원작과의 

혼동될 여지를 없애 버렸다. 이처럼 원작과의 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작으로부터 차용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패러디 

작품에 독창적인 무엇인가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위 두 번째 요건은 각국의 

법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법원은 상표패러디 영역에서 원작과의 혼동가

능성이 패러디의 인정에 고려되고 있다.25) 프랑스 법원 또한 샹송 패러디 사건에

서 “패러디는 저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하여 풍자적일 것과 최소한으로 효과를 달성

한 경우에 한하여 양 작품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 필요하다”26)고 판시하

여 혼동 가능성이 없을 것을 패러디의 성립요건으로 보았다. 독일 법원 역시 ‘Walt 

Disney 패러디’ 사건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디는 패

24) Benny v. Loew’s Inc., 239 F.2d 532 (C.A.9 1956).
25) 안효질/송선미,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 법률, 제22권 제1호

(2011), 546면; 이정인, “상표, 브랜드, 로고이미지 패러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3호(2011), 658면 참조. 

  미국 상표법상 침해의 기준은 혼동가능성이며 상표의 패러디 여부는 해당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표법상 기준을 저작권상 패러디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과거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패러디를 판단한 바 있었고, 그에 대한 일련의 비판과 판

례 변경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각주 20 참조), 오히려 과거 판례 하

에서도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기초가 된 부문들이 패러디의 요건과 겹칠 수 

있었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즉, 패러디를 항변에 포섭하는 이상 이는 원작의 침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항변의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것이 침해 판단과 중복되는 요건

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상의 혼동가능성을 그대로 패러디 요건에 적용하

는 것 또한 아니므로, 위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26) 파리대법원 1970. 1. 9. Recueil Dalloz Sirey－1970(최명수, 전게논문, 134면에서 재인용).



178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1호 (2015. 3.)

러디화 된 모델을 이용함에 있어서 독립된 작품으로 창조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27) 릴리 마를렌(Lili Marleen) 사건에서는 “쌍방의 작품을 비교 검토한 

바, 표현의 방법과 내용이 주는 인상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출판한 행진

곡은 원작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28) 패러디 작품이 원작과 구별되

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패러디의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다.29)

위 요건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작의 권리 

보호에 있다. 만일 패러디 작품이 원작을 상기시켜 놓고 이를 변경하였음에도 독

립된 작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작과 패러디 작품

을 혼동케 하여 원작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설사 개변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 

원작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독창적인 가치를 결여하여 실질적

으로는 원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원작 자체의 임의적인 개작 내지는 2차적 저작

물의 작성이 되어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30) 두 번째는 패러디 작품을 인정하는 취지에 있다. 그 취지는 저작물의 

변형, 모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 만일 

패러디 작품이 원작에 비해 독창적인 무엇인가를 담고 있지 않다면, 원작을 임의

로 사용한 것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

로 원작에 자리한 모순과 약점, 허점에서 새로운 전이를 시도하며, 그 전이를 일반 

대중이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그의 패러디는 그 목표를 달성하여 독립적인 창조

성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패러디 작품의 목표 달성을 위한31) 

최소한의 요구로서 원작과는 구분되는 무엇인가의 새로운 창조(독창성)를 요하는 

것이다.32)

27) BGH 26.03.1971 I ZR 77/69. 
28) BGH 04.02.1958 I ZR 48/57. 
29) 최명수, 전게논문, 123면.
30)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의 변형과 공정이용으로서의 변형의 구분에 대해서는, 박준우, 

“2차적 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한국상사 례연구, 제22권 제4호

(2009), 554면 이하 참조.
31) 다만, 해당 목표가 원작에 대한 비판에 국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대

해서는 요건 3 참조.
32) 그러나 원작을 상기한 이상 그와 분리되는 독창성을 가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원작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차용된 요소가 패러디 작품 내에 녹아들

어 원작을 상기할 수 없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단 원작으로부터 차용된 부

분이 원작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를 감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이상, 원작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후 패러디 성립에 있어 주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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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건 3. 해학, 비평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

패러디 항변의 주관적 요건으로, 패러디스트가 패러디를 통해 일정한 목적 달성

을 추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여야 

하는가? 앞서 살핀 두 가지 객관적 요건과 달리, 세 번째 요건인 목적의 존재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판례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우리 학

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익살, 비판을 그 목적으로 하되 원작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을 것을 요한다는 견해,33) 원작의 풍자, 비평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견해,34) 

매개적 패러디(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패러디35))는 인정하지 않

는 견해36) 내지는 풍자(satire)는 그 목적에서 배제하는 견해,37) 원저작물뿐만 아니

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평, 웃음도 그 목적으로 보는 견해38) 등이 주장되고 있

다. 한편, 미국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유머가 없이 비평만 있는 경우는 패러

디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39)와 패러디를 판단함에 있어 유머적 요소가 필수가 아

건으로서 추가적인 목적을 고려하는 까닭이다.
33) 박준우,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 이용법리”, 인터넷법률, 제51호(2010), 

74면.
34) 최명수, 전게논문, 122면.
35) 리사 캐플란(Lisa Kaplan)은 패러디를 희화적 패러디(Spoofs), 직접적 패러디(Direct Parody), 

매개적 패러디(Vehicle Parody)로 구분하였다. 희화적 패러디는 본질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 패러디는 원작 자체가 비평, 비꼼, 풍자, 모방 등 패러

디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매개적 패러디는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풍자, 즉 원작

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그 원작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패러디를 말한다

(김기련/장동련/김재범, “창작개념 변화에 따른 패러디의 진화－ 무한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 조형학연구, 제14권 제1호(2013), 57면; Lisa Moloff Kaplan, “Parody 

and the Fair Use Defe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Appropriate Purpose and Object of 

Humor”, 26 Ariz. St. L.J. 858, 859 (1994), 안효질/송선미, 전게논문, 541면에서 재인용).
36) 김원오, 전게논문, 345면.
37) “패러디는 풍자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패러디는 원작을 모방하는 경우이지만, 풍자는 원

작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패러디는 원작을 지향하지만 풍자는 사회적, 도덕적, 정

치적인 교훈 내지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풍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육소영, “패러디와 현대적 표현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계간 작권, 제92호(2010), 7-8면); 같은 취지로 계승균, 전게논문, 234면.
38) 매개적 패러디의 경우도 사회 현상을 비평하기 위해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을 사

용하는 등 저작권 없는 저작물을 사용할 여지가 많지만 비평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원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보호의 정도는 직접적 패러디에 낮다

고 해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강신하,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 － 패러

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87호(2008), 60면).
39) Robert Stigwood Group Limited v. T O’Reilly Track Music Inc., 530 F.2d 1096 (2d Ci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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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본 사례40)가 모두 있어, 희화적 요소가 필수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비평적 목적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41) 한편, 매개적 패러디는 원저작자가 이용을 허락할 여지가 크므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순수한 의미에서의 매개적 패러디는 배척하고 있다.42) 

그러나 패러디에는 현대 사회를 패러디한 것도 포함되나 적어도 원저작물의 일부

분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있어,43) 패러디에 의한 사회적 

비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목적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패러디가 본디 

법적인 개념에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회화, 문학, 음악, 상품, 광고 등에서 점차 사

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현실에서 발생되어 형성된 개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

서 법학의 패러디 항변은 본질적으로 현실에서 활용되는 패러디 형태와 관련해 파

악할 수밖에 없다. 패러디스트가 패러디를 사용한 태양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원작의 권위를 승계하고 재해석하는 데 주목한 고전적 패러디, 패러디의 대상작품

을 전도시키기 위하여 원작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는 데 관심을 둔 근대적 패러디, 

원작의 권위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것에 기초하여 패러디를 행하는 포스트모더니

즘적 패러디로 구분할 수 있다.44) 저작권이 근대의 산물인 만큼,45) 패러디 항변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패러디 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원작을 희화함

으로써 원작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비판적 창조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에 패러디 항변의 본질이 있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실생

활에 사용되는 패러디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법학적 패러디 항변의 범위에 대해서

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고가 생겨났고,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 및 각국 판례의 변

화로 이어지고 있다.

40)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mpany, 268 F.3d 1257 (11th Cir. 2001). 동 판결

이 70년대 판결인 Robert Stigwood Group Limited v. T O’Reilly Track Music Inc.보다

는 패러디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
41) Metro-Goldwyn-Mayer v. Showcase Atlanta Cooperative Productions, Inc., 479 F. Supp. 

351 (N.D. Ga., 197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972 F.2d 1429, 1437 (6th 

Cir. 1992). 
42) MCA Music v. Earl Wilson, 425 F. Supp. 443 (SDNY 1976).
43) Rogers v. Koons, 960 F.2d 301 (2d Cir. 1992).
44) 해당 구분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서술한다.
45) 저작권이 처음 탄생한 것은 근대가 태동되던 무렵인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Copyright 

Act, 1709, 8 Ann., c. 19 (Eng.))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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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법원의 태도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패러디 항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패러

디 항변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컴배콤’ 사건46)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신청

인이 서태지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한 행위는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

의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

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중략) ②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

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

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③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적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

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문자 추가와 밑줄은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동일).

위 판결에서 법원은 패러디 항변이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

다고 판시하면서[① 부분], 그것은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위에서 살펴본 패러디의 두 번째 요건을 밝히고 있다[② 부

분]. 특히, 그 세부적인 검토 기준은 현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정이용의 판단기준과 많은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③ 부분]. 이처럼 판례는 당

시의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 등의 취지를 참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판시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④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

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선청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음치가 놀림 

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신청인도 한 인간에 불과

46)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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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⑤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

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

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위

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개사곡에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판결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앞서 언급한 미국 판례와 마찬가지로, 패러디

에 희화적인 요소가 있으나 비평적인 내용을 부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패러디 

항변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비평적인 요소를 패러디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

다[④ 부분]. 그리고 그 비평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것이어야지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매개적 패러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⑤ 부분]. 

3.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

가. 동일성 유지권과의 관계

패러디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영역으로 저작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 유지권을 들 수 있다. 패러디는 일단 원작을 상기시킨 후 

다시 원작과 구분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기에 원작과 동일성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만일 패러디가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원작의 복제

에 해당할 뿐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패러디 

작품으로 인해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패러디 

작품에서 원작의 상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작과 패러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있어 패러디 항변이 있을 경우 원

작으로부터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

러디 작품으로 인하여 원작의 왜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47)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는 원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소

47) 이는 패러디 작품의 존재로 인해 원작에 왜곡을 야기하였다는 주장으로, 패러디 작품

이 원작 자체를 복제하였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위 주장은 독립된 패러디 작품

의 존재는 인정한 후, 다만 그 영향력이 원작에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보다는 표현의 왜곡 주장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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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주된 쟁점이 된다.

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패러디 작품은 원작의 변형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

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48) 

패러디 작품과 2차적 저작물이 구분된다는 견해는 패러디 작품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능성을 부정한다. 이 견해는 패러디 작품은 원작이 별도로 존재한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 원작의 시장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식할 개연성

이 없다는 점, 2차적 저작물은 단순한 번역, 편곡, 각색, 변형의 방법으로 탄생한 

저작물일 뿐이라는 점,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하기에 원작자의 

동의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49) 이에 대하여, 2차적 저작

물의 경우에도 원작의 존재를 동시에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패러디 작

품에 의해서도 2차적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패러디를 2차적 저

작물과 독립된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법제 또한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양자의 구

분이 불가능하며, 패러디 작품에 의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50)가 있다. 

위 다툼은 원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 작품의 각 변형의 의미를 살펴보

는 것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Castle Rock 사

건51)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의 변형은 표현형식의 변형(new mode of ex-

pression)이지만 공정이용의 변형적 이용은 목적의 변형(transformative purpose)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판시하였다. 적어도 위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

분 기준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패러디 작품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원작을 그 원작이 속하지 않은 다른 시장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변형을 가하는 것임에 반해, 후자는 원작에 대하여 목적 자체에 변형이 있는 경우

이다.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파생시켜 다른 시장으로 나가는 것에 주

안을 두는 반면, 패러디 작품은 그 자체의 독립된 목적52)을 위해 원작을 도구로써 

48) 문일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 앙법학, 제60호(2013), 356-361

면 참조.
49) 김원오, 전게논문, 339면.
50) 임덕기, 전게논문, 142면.
51)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lishing Group, 150 F.3d 132 (2d Cir. 1998).
52) 그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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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도 원작을 동시에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시장의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비판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옳지 않다. 원작의 파생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

물의 특성상 그로부터 원작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패러디 작품에서 

별도의 원작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독자적인 작품으로 

원작과 독립되어 원작의 동일성유지를 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

는 동시에 원작에서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이 원작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은 패러디 작품과 2차적 저작물의 구분을 부

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시장의 수요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은 패러디 

작품의 요건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에 의해 원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여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

용함에 있어 시장의 혼용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패러디 등과의 관계에서 

원작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패러디 작품을 2차적 저작물과 독립된 형태로 보장하고 있는 법제가 없다

는 것을 또 다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원작자의 저작권의 범

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된 것에 반해, 패러디는 항변의 위치에서 형성된 

개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패러디 작품 역시 패러디스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53) 해당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2차

적 저작물은 원작의 반영일 뿐이며, 패러디 작품은 원작과 혼동되지 않는 독립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한편, 패러디가 원작이 사용한 표현형식 이외

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형식으로 원작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은 가능하다. 패러디는 원작 자체에 목적의 변형을 가한 것이므로 원작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원작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과도 그 목적상 

구분되기 때문이다.54) 요컨대 패러디 항변이 인정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3) 반면 2차적 저작물은 원작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이 아니며, 원작자의 동의하에 저작

권의 대상이 된다.
54) 다만, 만일 원작이 가지고 있는 특정 표현형식 자체에 모순이 있고, 이를 파괴하는 과

정에서 패러디가 이루어져 특정 형태의 패러디가 있었다면, 이 경우 원작이 패러디가 

취한 표현형식을 모방하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는 오히려 원

작자가 패러디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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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늘날 패러디의 변화와 각국의 대응

1. 패러디 개념의 변화

앞서 살핀 패러디의 성립요건에 대한 견해 차이는 현실에서 실제 사용되는 패러

디의 개념과 법원의 패러디 항변 인정 범위의 간극에서 비롯한다. 저작권자의 권

리 주장에 대해 그것이 패러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패러디 항변의 구도

는, 역으로 패러디가 부정되는 경우는 해당 작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실의 패러디 개념이 변화하였음에도 패러디 항

변의 인정범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오늘날 그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패러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패러디 항변이 구축한 법학 논리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자

유로운 표현 및 창작의 범위를 제한하는 도그마로서 작동한 것이다.

[표 1] 패러디의 구분 

원작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태도에 따라

고전적 패러디 근대적 패러디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

원작의 권위를 승계하고 

이를 재해석함

대상작품을 전도하기 위해 

원작의 권위를 의문시함 

원작의 권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함

패러디의 

내용에 따라

모방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

원텍스트에 대한 공격성 

희극성은 없으며, 이를 

계승하고 의미를 확장함

원텍스트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함

원텍스트의 창조성 부정, 

이를 대량 복제하고 

과감히 발췌, 혼합함

↓ ↓ ↓

본 논고의 

구분
고전적(모방적) 패러디 근대적(비판적) 패러디

포스트모더니즘적

(혼성모방적) 패러디

일견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패러디 개념을 원작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입장과 패러디의 내용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55) 그런데 모방, 비판, 혼성모

방이라는 패러디의 내용은 각각 고전적, 근대적,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의 본질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 양자를 연결하여 그 내

용을 각 시대의 특성으로서 하나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의하면 고전적(모방적) 

55) 정끝별, 패러디 시학(문학세계사, 1997), 10면.



186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1호 (2015. 3.)

패러디, 근대적(비판적) 패러디, 포스트모더니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로 각 시대별

로 특징적인 패러디의 태양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에서 패러디 항변이 성

립한 것은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이 보호되고 주장되기 시작한 근대에 이르러서

이다. 패러디 항변은 본질적으로 근대적(비판적) 패러디를 기초로 형성되었고, 이 

시대에는 원작에 대한 비평을 바탕으로 이를 전복시키는 목적에 패러디 항변의 정

당성이 놓여 있었다.56)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가 일반화됨에 

따라, 해당 패러디 표현을 저작권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패러디 항변의 범위

를 넓혀 이를 정당화할 것인가의 논의가 패러디 항변의 목적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마쥬57)의 형태로 고전적(모방적) 패러디 또한 

이용된다. 그렇다면 이들 패러디들은 어떻게 실재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패러디 사례

가. 매개적 패러디－무한도전의 사례

2006년 5월 6일 첫 방송 이후 꾸준히 TV 브라운관을 차지하고 있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멤버들의 재능, 스텝들의 노력, 팬들

의 전폭적인 지지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380여 회에 이르기까지 매회 바

뀌는 다양한 포맷을 빼놓을 순 없다.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서사의 전환으로

부터 청취자들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무한도전은 패러디라는 완충장치를 사용

하고 있다.58) 무한도전에서 패러디가 구현되는 형태는 [표 2]59)와 같이 희화적 패

56) 고전적(모방적) 패러디와 근대적(비판적) 패러디의 구분의 측면에서, 희화적 요소(웃

음)가 패러디 항변에 절대적 요소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 왔으나, 패러디의 본

질은 희화화가 아닌 비판에 있다는 점에서 희화적 요소가 근대적(비판적) 패러디에서 

원작에 대한 전복을 이끄는 수단으로서 주로 사용되었을 뿐, 패러디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작의 권위를 전도시키는 방법이 반드시 희화에 국한될 필

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동지의 미국 판례로, Metro-Goldwyn-Mayer v. Showcase 

Atlanta Cooperative Productions, Inc., 479 F. Supp. 351 (N.D. Ga., 197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972 F.2d 1429, 1437 (6th Cir. 1992) 등이 있다.  
57) 오마쥬란 영화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특정 장면

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표현 형식을 말한다.
58) 이에 대해 김태호 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희가 빌려 쓰겠습니다. 너

희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한 번 해 볼게. 우리가 하면 또 다른 재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패러디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 기획 의도나 주제를 

정말 간단명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김기련/장동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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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패러디

분류 무한도전 원작

방송

프로

12회 신화특집 - 비교체험 극과 극

20-21, 26-27회 친해지길 바래, 속아보길 바래

28-29회 무한도전! 슈퍼모델

100-101회 100회 특집 100분 토론

147회 프로젝트 런어웨이

149-150회 yes or no 인생극장 

234-235회 무도판 TV는 사랑을 싣고

262-263회 우천시 취소특집 - 동거동락

272-273회 짝꿍

282회 나름 가수다

<비교체험 극과 극>

몰래카메라

도전! 슈퍼모델

시사프로 <100분 토론>

프로젝트 런웨이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인생극장>

TV는 사랑을 싣고

동거동락

짝

나는 가수다

러디, 직접적 패러디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을 사회 일반으

로 확대한 매개적 패러디에 이르고 있다. 매개적 패러디가 구현된 사례로 158-159

회에 걸쳐 방영된 ‘여드름 브레이크’를 들 수 있는데,60) 위 에피소드는 미국 FOX

에서 방송된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의 제목과 표현방식을 차

용하였다. 박명수를 비롯한 탈옥수 일행은 박명수의 등에 그려진 그림 힌트를 바

탕으로 형사팀의 추격을 피해 남산시민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 오쇠동 삼거리로 

차례로 도망친다. 그런데 이들 장소와 벌어지는 사건들이 범상치 않다. 남산시민 

아파트와 연예인 아파트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재개발 예정지이고, 오

쇠동 삼거리는 1992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강제철거 되면서 4남매가 화재로 목숨

을 잃은 곳이다. 위 에피소드에서 탈주범이 찾는 돈 300만원은 오쇠동 강제철거 

당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300만원과 일치하며 제8멤버인 길의 이름은 ‘이주-길’

이다. 또 오쇠동 현장에서는 ‘철거’와 ‘몸싸움’ 등의 자막을 삽입하여 단순히 원작

의 제목과 표현방식의 차용을 넘어 재건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소외된 사

람들에 대한 시선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표 2] 무한도전에서 사용한 패러디

재범, 전게논문, 57면).
59) 김기련/장동련/김재범, 상게논문, 58-59면 중 일부만 발췌.
60) 김지혜, “여드름 브레이크에 숨은 의미?…무도, 패러디로 강제철거 꼬집다”, 2009. 6. 

21.자 스포츠서울닷컴. 그 외 무한도전에 사용된 패러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련

/장동련/김재범, 상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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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패러디

분류 무한도전 원작

영화

3회 우주특집 - 무한극장 <스타워즈>

99회 내 하찮은 형의 결혼식

110-112회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115회 테레비전안의 해적 특집

116회 좀비 특집 - 28분 후

120회 영웅들이여, 런던행 금 열차를 타라

169-170회 나 잡아 봐라

223회 미드나잇 서바이벌

248-249회 갱스 오브 서울

251-252회 연애조작단

<스타워즈>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놈놈놈>

<캐리비안의 해적>

<28년 후>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라> 

<Catch me if you can>

<토너먼트> 

<Gangs of New York>

<연애조작단>

드라마

71회 썩소 앤 더 시티

121회 <추석과 전쟁> 며느리가 뿔났다

232-233/243회 타인의 삶

<섹스 앤 더 시티>

<사랑과 전쟁> <엄마가 뿔났다>

<시크릿 가든>과 영화 <타인의 삶>

동화

만화

89회 의좋은 형제 

271회 2011 별주부전

<의좋은 형제>

<별주부전>

매개적 패러디

분류 무한도전 원작

방송 

프로

113회 우리 미팅했어요~!

275-276회 TV전쟁

우리 결혼했어요~! 

강호동의 천생연분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영화

98회 식목일 특사

138-140회 봅슬레이에 도전하다

144회 여성의 날 특집 - What women want?

156-157회 궁 밀리어네어 특집

181회 뉴욕의 중심에서 한식을 외치다

182-183회 악마는 구리다를 입는다

239회 사생결단

<광복절 특사> 

<쿨러닝>

<What women want?>

<밀리어네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생결단>, <다크나이트>

드라마

158-159회 여드름 브레이크

198-199회 예능의 신

240-242회 미남이시네요

<프리즌 브레이크>

<공부의 신>, <빨간망토>

<미남이시네요>

동화

만화

178-181회 식객

187-188회 의상한 형제

211회 7(seven)

만화 <식객> 

동화 <의좋은 형제>

성서,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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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판성을 결여한 단순한 차용－패러디 광고의 사례61)

팔도는 자사 컵라면 제품인 왕뚜껑을 광고하기 위해 SK텔레텍(현재 팬택)의 기

존 광고를 여러 차례 패러디한 바 있다. 2004년, ‘It’s different’라는 표현으로 관심

을 끈 SKY <뮤직폰> 광고의 구조를 그대로 본 따, <왕뚜껑> 광고에서는 ‘It’s de-

licious’로 그 변형을 꾀한다. 두 광고의 기본적인 구조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남자

가 벽에 기대어 춤을 추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말을 거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뮤직폰> 광고에서는 휴대폰 음악을 함께 듣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 <왕뚜껑> 

광고에서는 라면을 함께 먹는 것으로 귀결된다. 표현에 있어서도, <뮤직폰> 광고

는 세련된 춤을 추나 <왕뚜껑> 광고는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3년 팔도는 <왕뚜껑> 광고에 다시 한 번 팬택의 광고를 

패러디로 사용하였다. SKY <베가아이언> 광고는 영혼을 담은 메탈이라는 컨셉으

로, 차를 두고 남녀가 포옹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왕뚜껑> 광고는 위 기본 

구조를 따르면서도 일정부분 변형이 가해지는데, 영화배우 이병헌이 개그맨 김준

현으로,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이라는 카피문구가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

면’으로, 메탈의 휴대폰 모양이 라면 뚜껑 모양으로, 차의 종류와 포옹 장면에서의 

남녀 동작 등에서 변형이 있다. 팔도의 위 두 패러디 광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며 성공한 패러디 광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팔도의 패러디가 

성공한 패러디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팔도의 광고는 SKY 휴대폰 광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 풍자, 비꼼과는 무관하며, 단지 SKY의 광고가 취한 구조를 

차용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의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

다.62) 따라서 적어도 법학의 패러디 항변에 있어서는 위 광고는 실패한 패러디이다.

61) 광고에서 패러디가 사용되는 태양에 대해서는, 김정우, “방송 광고의 상호텍스트성 활

용양상 － 패러디 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제51호(2011) 참조.
62) 현실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의 패러디는 원작 등에 대한 비판의 유무보다는, 원작에 

대한 일반의 관습적인 기대지평을 얼마나 좌절시킴으로써 관심을 이끌어냈는가에, 그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패러디광고는 무차별적 전달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상업성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승화된 방법으로 효과를 창출하는 광고 전략

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고크리에이터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산출이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 정보를 무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듯이 원 텍스트에 대한 자기 반영성과 상호텍

스트성은 패러디광고의 표현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전기주/차현희/김성택, 

“패러디 TV광고의 표현형태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0권(2012),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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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성모방적 패러디

2013년 개봉한 영화 오블리비언(Oblivion)은 그전에 존재하던 영화들에서 여러 

모티브와 장면을 따와 이를 재구성한 영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혼성모방(패스티

시)의 표현방법을 따른 작품으로 평가된다.63) 위 영화가 모티브로 잡고 있는 스타

워즈 역시 미국에서 인기 있던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모방하였다.64) 오늘날 많은 

양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 작품들의 영향 하에서 다음 작품들이 제작되

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차 모방과 창작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그중 과거에 

특정 작품 하에 위치하기에 그 의미를 가지던 부분들을 따로 분리시켜 오늘 해당 

작품에서 차용하여 새롭게 현재에 구성하는 표현방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차용과 결합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혼성모방(pastiche)이라고 부른

다. 혼성모방에 의해 우리는 해당 부분에서 원작을 상기할 수 있으나, 여러 요소들

의 결합에 의해 해당 작품은 원작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진다. 그리고 차용된 원

작의 부분 역시 새롭게 구성된 새로운 세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와 

같은 차용은 그 목적이 원작에 대한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구성

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비판적) 패러디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성모방적 작품의 범람 속에 살고 있다.

63) “톰 크루즈가 주연한 공상과학영화 ‘오블리비언’(Oblivion⋅조셉 코신스키 감독, 2013)

은 중후 장대한 규모와 현란한 액션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더불어 등

장인물의 캐릭터, 이야기의 구조, 스펙터클(spectacle⋅구경거리)로 이어지는 구성이 돋

보인다. 동시에 이 영화는 ‘혼성모방’과 ‘패러디’라는 포스트모던 공상과학영화의 문법

을 충실히 따른다. 외계인과의 전쟁,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묵시록적인 설정은 핵전쟁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영화 ‘우주전쟁’(1958)이나 텔레비전 시리즈 

‘V’(1983) 등을 연상시킨다. 주인공의 기억이 이식된 것이고 주인공이 알고 있는 현실

이 거짓이라는 설정은 ‘매트릭스’(1999)와 유사하다. 또한 주인공이 원본인간의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은 ‘솔라리스’(1972)나 ‘에일리언 4’(1997)와 닮았다. 잭과 줄리아가 

헬리콥터를 타면서 공중전을 펼치는 장면은 ‘스타워즈’(1977)와 ‘인디펜던스 데

이’(1996)에서 펼쳐지는 공중전을 떠올리게 한다.” (노광우, “모방과 짜깁기의 포스트

모던 영상 시대”, 신동아, 제645호(2013), 554-557면)
64) 스타워즈 첫 번째 시리즈인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줄거리는 에드가 버로우즈

의 소설 <화성의 존 카터>에서, 각 등장인물의 이미지 및 설정은 조셉 캠벨의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과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숨겨진 요새의 세 악인>에서 

각 차용하였다. 그 외 영화의 각 장면에서도 혼성모방이 이루어지는데, 서부극 영화, 

공중전 기록 필름, 사무라이 영화, 설정 스케치와 그림, TV 프로그램 등의 장면 및 

설정이 차용되어 스타워즈 작품 안에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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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뒤샹의 샘(Fountain)

3. 패러디 개념의 변화와 각국의 대응

가. 아방가르드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패러디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희화적 

패러디나 비판적 패러디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일반에 대한 비판 목적의 매개

적 패러디나 혼성모방적 차용에 이르고 있다. 이들 표현 형태를 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패러디 개념이 형성 변화한 시대적 배경이나 흐름이 중요하

며, 이에 예술의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미학적 논의를 살펴본다.

예술의 영역에서 패러디 항변이 전제로 하고 있

는 원작에 대한 근대적(비판적) 패러디가 극에 달한 

것은 아방가르드 작품들에서였다. 대표적 거장인 마

르쉘 뒤쌍은 L.H.O.O.Q.에서 두 가닥의 수염으로 

모나리자를 전도시킴으로써 원작인 모나리자를 패

러디하였다. 그런데 아방가르드의 비판은 원작을 향

한 것임과 동시에 그 근저에는 당시 미술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그

의 또 다른 작품인 샘(Fountain)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림 3]과 같이 

그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변기를 전시관으로 옮김으로써 현실과 유리되어 존재하고 

있는 예술 세계 자체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었다. 아방가르드 사조는 기존 모더니

즘 예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

실을 비판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작품들은 전방위적으로 희화화되면서 패러

디 되는 운명에 처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방가르드의 패러디스트들

은 원작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패러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작이 기

반을 두고 있는 예술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패러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이다.65) 즉, 근대적(비판적) 패러디스트들의 원작이 가진 권위에 대한 도전은 본질

65)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위예술에서, 새로운 것이 추구되는 이유는 

단순한 ‘동경’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것에 대한 권태에서, 혹은 지금의 것에 대한 불신

이다. 전위적인 새로움은 기존의 풍토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배척되는 그런 것이다. 즉 

현재에 대한 부정,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은 아방가르드 개념에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부정을 통해 아방가르드 미술이 추구한 것은 미술의 내적인 발전

이었다.”(박상선, “포스트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미술연구소 논문집, 제4권(2002).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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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작이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66) 

아방가르드 사조에 이어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원작이 지닌 권위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원작의 권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철학적인 배경으로 자리하게 된

다. 주체의 상실67)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작품 자체와 그 작품에 저작자가 

담아낸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해당 작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구조와 그 작품을 

읽어내는 독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과거는 해체되어 현재에 재등

장하였고 기존의 여러 작품들이 차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들은 다른 예술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스타일, 매체, 주제 등을 차용, 혼합

하여 현재에 내어놓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혼성모방을 근대적 패러디와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허한 무엇인가로 평가하기도 한다.68) 그

러나 혼성모방적 패러디인 패스티시 역시 새로운 작품을 향한 저작자의 욕구가 반

영되어 새로운 작품을 구성해낸다는 점에서 그것이 공허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69) 이에 프랑스 저작권법은 패스티시를 패러디와 동일한 위치에서 규정

66) 이러한 점에서, 원작과 관계를 기초를 전제로 하면서 매개적 패러디의 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는 미국의 Rogers v. Koons, 960 F.2d 301 (2d Cir. 1992) 판결은 타당하다.
67)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Aspen, no 5-6, 1967.
68) 이러한 평가로는 프레드릭 제임슨이 대표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

임슨은 모더니즘에 비할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새로운 종류

의 평면성이나 깊이 없음,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새로운 종류의 피상성의 

출현(9)을 꼽는다. 이런 특색을 그는 고흐(Van Gogh)의 농사꾼 신발 그림과 워홀

(Andy Warhol)의 ‘다이아몬드 가루 신발’(Diamond Dust Shoes) 그림을 비교하면서 제

시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부하는 깊이의 모델로는 안과 바깥의 해석학적 모델, 

본질과 현상의 변증법적 모델, 잠재와 현현 또는 억압의 프로이트적 모델,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실존주의적 모델, 그리고 기표와 기의의 기호학적 모델을 열거한다(12).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다른 특징은 주체의 소외가 아닌 그것의 파편화이다. 이제 불안

이나 소외를 느낄 주체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장남수, “프레드릭 제임슨

의 문학비평 연구－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단절론을 중심으로”, 어 문학, 제41권 

제2호(1995), 519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예술에 있어 독창성에 대한 논의자체가 

해체되어야 할 모더니즘의 이념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타인의 작품을 차용하는 것

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김기련/장동련/김재범, 전게논문, 55면).
69) 리오따르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독립된 창조적 가치를 인정한다. “리오따르의 포스

트모던 개념에는 발전과 개혁이라는 현대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박상

선, 전게논문, 189-190면);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모던의 일부이다. 어떤 한 작품은 그것이 먼저 포스트

모던한 뒤에만 모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종말에 도달한 모

더니즘이 아니라 발생기에 있는 모더니즘이며, 이 상태는 항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다.”(장남수, 전게논문, 517면); “리오따르는 배리(背理)의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안

에서 모더니즘의 요소를 찾고자 하는데, 그의 논리 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공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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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패스티시 장르의 방법에 따른 원작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70) 

나. 패러디 개념의 변화와 패러디 항변의 보호 범위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들은 적어도 원작을 상기한 후 해당 작품을 원작과 구

분시키는 것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충족되지 못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거나 당연히 침해할 뿐이다. 그러나 목적의 범위에 있어서 각 패러디 사이에 차

이가 있으며 이에 세 번째 요건인 목적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를 목적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패러디 항변의 보호 범위 

(요건1)

원작을 

상기시킬 것

(요건2)

원작과

구별될 것

(요건3) 목적의 범위

원작에 대한

비평 목적

사회에 대한

비평 목적

새로운 작품

제작 목적

↓

① 대법원이 취하는 패러디 항변 인정 범위71) ↓

② 사회에 대한 매개적 패러디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72) ↓

③ 비평목적이 없는 혼성모방적 패러디 역시 자유로운 이용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위 표에서 사회에 대한 비평 목적의 패러디(②)와 새로운 작품 제작 목적의 패

러디(③)는 패러디의 목적의 범위를 원작의 비평 이외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한다. 이들은 판례가 과거의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에 빠져 실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의 보호를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원은 패러디 항변의 인정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외의 표현방법에 대한 

항변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 기초한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그만큼의 

당위를 가지는 것일까?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잉보호하는 것은 아닐까? 

것이 아닌 새로운 창조 과정에 놓이게 된다.”(김기련/장동련/김재범, 전게논문, 62면)
70) 프랑스 저작권법 제112조의5 제4호: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자

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그 저작물의 패러디, 패스티시, 캐러커쳐를 

금지할 수 없다.”
71) 박준우, 전게논문, 74면; 최명수, 전게논문, 122면; 김원오, 전게논문, 345면; 계승균, 

전게논문, 234면.
72) 강신하, 전게논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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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러디 개념의 변화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패러디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대

법원은 “만약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거나 창작의 수고를 덜기 위해 이용하는 것일 뿐, 원작의 내용이나 스타일과 비판

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정성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

서, “조소나 풍자의 목적이 아닐지라도 해학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원작의 이용이 

허용된다는 반대견해를 배척”하였다.73) 위 판결은 원작의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가진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와 같은 동의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원

작에 대한 비판적 패러디의 경우에만 원작의 이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논

리적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사회비평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매개적 패러디

(vehicle parody)는 원저작자가 이용을 허락할 여지가 크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패러디가 될 수 없다는 판례와 견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74)  

그러나 원저작자의 허락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패러디의 성립여

부나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해석은 근대의 소유권 절대의 원

칙에 기초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권리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

며, 동 원칙이 수정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제21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은 제21조 제2항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제21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

하며,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오늘날 극복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의 성격을 지니는 저작권 역시 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정 및 제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공익과의 관계 내에서 그 인정범위가 평가되어

야 한다. 요컨대, 원작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저작권자의 사

익과 동 이용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

으로 위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서 고려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근대적(비판적) 패러디 항변의 범위를 고

수하면서도, “원작의 내용이나 스타일과 비판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73) 김원오, 전게논문, 329-330면에서 재인용,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 (1994).
74) 김원오, 전게논문,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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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공정성의 주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현저히 감소할 뿐”이라 판시하

여,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75) 이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패러디 개념의 변화가 문제되는 사례를 패러

디 항변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정이용의 일례로 포섭함으로

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음의 자유사용의 법리

에 대한 독일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Asterix und Obelix 

사건에서, “패러디의 경우와 같이 신작이 원작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에만 자

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원작의 디자인의 광범위한 인용의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용이 애초부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자유로운 사용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

여,76) 원작과 직접적 관련성 없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매개적 패러디나 포스트모더니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가 문제된 경우를 

기존의 패러디 항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해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미국의 판례와 유사하다. 

반면에, 프랑스는 저작권법상 패스티시를 패러디와 동일한 위치에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는 근대적(비판적) 패러디를 넘어서 포스트모더니즘적(혼성모방

적) 패러디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결단의 산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즉,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패러디와 패스티시가 각 장르의 법칙에 따라 사용

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패스티시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리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최근 패러디를 명시적

으로 인정한 제39조를 넓게 해석하여,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Mi voca lechera(나의 

젖 소)라는 노래를 오락 방송쇼에서 가사를 바꾸고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노출이 

심한 여성그룹에게 각 50초 정도 3번에 걸쳐 부르게 한 것을 정당한 패러디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77) 이와 같이 근대적(비판적) 패러디를 넘어선 사회에 대한 비

평 목적이나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목적에서의 패러디들을 세계 각국은 별도의 

법리나 입법을 통해 또는 패러디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유로운 이용의 영역으로 

75)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 1171 (1994), 각주 12 참조. 이와 같

은 판례에 대해 패러디의 비평 목적이 부정되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을 것처럼 정리

한 반대견해가 있으나, 판례의 태도를 따른다는 점은 앞서 II. 1.에서 살핀 바와 같다.
76) BGH, 11.03.1993, I ZR 263/91.
77) J. Morcillo Uceda and F. Garcia Morcillo v. Gestevision Telecinco SA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of Madrid (N41), May 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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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 개념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Ⅳ. 우리 법원의 태도와 그에 대한 평가

1. 관련 판례

 

가. 항변에 대한 소극적 태도

우리 법원은 저작권과 관련된 일련의 항변의 범위를 앞서 살펴본 해외의 경우에 

비해 좁게 해석하고 있다. 패러디에 관한 판결인 ‘컴배콤’ 사건78)에서 서울민사지

방법원은 패러디 항변의 상세한 요건을 밝히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패러디

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

여 패러디의 목적에 대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목적을 가진 직접적 패러디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이후 패러디 항변에 대해서는 위 견해가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79) 그러나 위 판결이 매개적 패러디나 포스트모더니

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 비평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는 패러디가 저작권법에 

새로이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한편, 

최근 ‘짝 패러디’ 사건80)에서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정이용의 항변을 하였으나, 서울중

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저작권 위배 부분

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의 청구 

78)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79)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부, 례로 풀어보는 작권 상담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23-125면. 그 이유에 대해서 원작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비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충

분히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위의 이유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패러디 항변이나 공정이용의 항변

의 성립을 부정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해당 저작권의 사익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80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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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공정이용

의 항변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원고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드라마 전문 채널 ‘SBS플러스’ 역시 피고가 

제작한 ‘Show Me The Money (Mnet, 2012)’, ‘Voice Korea 시즌1 (Mnet, 2012)’ 

및 ‘롤러코스터 시즌 1(tvN, 2009~2011)’의 일부 장면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개그투나잇－쇼미더 개그(SBS, 2012)’, ‘GoShow (SBS, 2012)’, ‘오마이갓(SBS플

러스, 2011~2012)’의 일부 장면을 제작한 사실, 코미디 프로그램 또는 예능프로그

램의 경우 시청자에게 익숙한 다른 영상저작물로부터 소재나 장면, 이미지를 차용

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

고 역시 원고 영상저작물의 소재나 장면, 이미지를 이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기법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그 이용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불공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

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동일)

 

패러디 항변이 문제된 경우는 아니지만, 항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태

도는 다음의 사례들에서 살필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를 인용한 

사건81)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락 프로그램 중 연기자 이순재가 해당 영

화에 출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화를 3분가량 반영한 것에 대

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

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

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

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진다.”라는 일반론을 설시한 뒤, 동 사안에서의 인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시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론의 당부를 떠나 실제 판

단에 있어 법원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영화를 3분의 시간에 걸

쳐 인용한 것은 공정한 인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82) 한편, ‘음악 미리듣기 서비

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82) 다만, 새롭게 입법된 공정이용의 항변은, 원작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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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건83)에서,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곡의 

일부를 절단하여 미리듣기 서비스나 통화 연결음 내지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

공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

이라는 항변84)을 배척하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위 부득이

한 변경에 대해, “부득이하다는 것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의 능력상의 한계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

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

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해당 항변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나. 원작의 보호범위를 좁히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해석

‘짝 패러디’ 사건의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법원 역시 다른 영상저작물로부

터 소재나 장면, 이미지를 차용하여 표현하는 기법이 오락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포스트모더니

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는 원작의 일부를 차용하여 새로운 작품의 창작 재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원작과의 일정한 관련성 하에 논의되던 패러디 항변과는 다른 

태양을 띠고 있다.85) 이에 패러디 기법의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성과 항변의 범위

를 좁게 해석해 오던 선례 사이에서, 법원은 패러디 항변이나 공정이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대신 저작권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이끌

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

고의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

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86) 판례는 ① 피고가 차용한 표

현 등이 원고의 독창적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 부분으로 원작에 저작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③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니라 일정한 창조적 과정으로서 변형이 수반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그 인정 범위가 

좀 더 넓게 설정될 가능성은 있다.
83)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84) 구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85) 그리고 그 패러디에서 익살스러움이 항상 수반되는 것 또한 아니다. 원작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사회 비판의 목적으로 원작을 활용하는 순수 매개적 패러디의 경우도 같다.
86) 수원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피고가 패러디를 주장하거나 차

용을 인정할 경우, 의거관계 요건은 자인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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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별로 원작과 패러디 작품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이때, 실질

적 유사성이란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

분적ㆍ문언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를 말하

는데, 특히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판단에는 유형이론, 본질적 특성의 감득 기

준 등을 통해 판단되며87) 여기서 법원의 폭넓은 해석의 재량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8)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이 원고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대본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지가 문제된 

여우와 솜사탕 사건89)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두 집안의 이야기라는 주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어서 창작물로서의 가

치를 가지지 않는 부분(① 원작의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있는지 판단)이나, 그 구체

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해소과정에서의 상호관계 구

도,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동일성 등에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거

의 유사한 대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된다(③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그 침해를 긍정하였다. 반면에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90)에서는 ‘내게 너무나도 사

랑스러운 뚱땡이’라는 만화를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가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

해, “못생기고 뚱뚱한 여고생 주인공이 우연히 얻게 되는 변신수단을 통해 아름다

운 외모로 변신하여 겪게 되는 에피소드로, 못생겼으나 심성이 착한 주인공 여고생, 

주인공이 사랑하는 이상형의 남자, 원래 주인공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라이벌,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였으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고민한다는 점 

등의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이라 볼 수 없고(① 원작의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있는

지 판단),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줄거리나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상호관계 등 사이에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체

87) 오승종, “극적 저작물(dramatic works)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산업재산권, 제40호(2013), 

155-158면 참조. 특히 일본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저작물을 기초로 작

성된 저작물로부터 그 기초로 된 저작물의 표현형식에 있어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감

득할 수 있다면, 그 저작물은 기초로 된 저작물의 침해물이라고 본다. 우리의 경우는 

실질적 유사성을 언급한 판결, 본질적 특성을 직접 감득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 

판결, 두 가지 모두를 그 요건으로 한 판결이 있다고 한다.
88) 이하 둥근 괄호안의 내용은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2가합4017 판결.
90)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21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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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두 저작물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

호관계 등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이 사건 드라마의 창작적 표현형

식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어 피고의 드라마로부터 원고의 

만화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감득할 수 없다(③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고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함으로써 드라마가 만화와 다른 별개의 창작

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2009 로스트 메모

리즈’ 사건91)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소설을 접하고 그 소설에서 아이디

어를 얻어 SF적 요소를 결합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여 양자 간에 차용이 있었음

이 명백한 경우라도, “역사적 배경이나 주제, 소재나 대체역사기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① 원작의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있는지 판단),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전개과정 및 결말 등을 참작하여 전체적으로 양

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대비하여 볼 때 원고의 소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독창성 있게 표현해 냄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고(③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로 인하여 원고 소설의 상업적 가치

나 문학적 가치를 상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례에 대한 검토

이처럼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혼성모방적) 패러디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원작으로부터 차용된 부분이 보호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92) 

패러디 작품과 원작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

다. 특히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차용 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차용 중 일부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

과하고, 나머지 아이디어 영역을 넘어선 저작권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작

품이 원고의 소설과 달리 독창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두 작품 사이에 

91)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나6530 판결.
92) 즉, 우리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취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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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최근의 ‘짝 패러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원고(SBS)의 ‘짝’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짝짓기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

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 진행에 본질이 있는 반면, 피고(CJENM)의 

‘SNL’ 프로그램은 코미디물로서 실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로 표현하고 있

는 피고 영상저작물 및 출연자인 게이머들이 마치 게임처럼 퀘스트를 부여받고 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 양자 사이에

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가 있다.

첫째, 실제에 있어 무엇이 아이디어이고 무엇이 창조적 표현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원작이 사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 역시 결국 누군가

에 의하여 과거 설정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반복적인 차용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

라는 주장 앞에서는 그 어떤 저작물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다양한 이론들이 제

시되고 있으나,93) 그 구분에 있어 완벽한 기준이란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분에

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법원이 공정이용의 항변 등

을 극히 소극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구

체적인 타당성을 위해 아이디어/표현 판단을 도피처로 삼을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차용된 내용은 독자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라는 구성을 남

용하는 순간, 이는 원작을 보호 가치가 없는 텅 빈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

히려 저작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위 판례들에서 법원은 패러디 작품에 독창적 표현 내지 상황설정 등이 있

다는 점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작

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작품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차용된 원작 부분은 

해당 작품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원작을 상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된 작품이 일단 해당 작품이 원작을 무단히 차용하였다면, 위 작품

이 창조한 별도의 독창성으로 인해 더 이상 원작을 상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면, 원작의 저작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 저작권 침해 주장 자체는 인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94) 그리고 원작의 이용이 패러디 작품의 독창성에 비추어 공정한 이용의 

93) 김병일, 전게논문, 49-55면 참조.
94) 패러디 작품이 원작을 침해하는지는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패러디 작품에서 감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패러디 작품에 별개의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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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공정이용 항변의 요건들을 기초로 별도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점은, 기존의 패러디 항변이 ① 원작을 상기할 수 있을 것, 

②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적인 작품일 것, ③ 별도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가사 패러디 작품이 원작에 대해 독창성을 가지더라도 별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침해에 대한 항변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짝 패러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

적 특성이 피고 영상저작물 1, 2에서 감지된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음에도, 이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는95) “피

고 역시 원고 영상저작물의 소재나 장면, 이미지를 이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기법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라 설시함으로써, 원고 저작물의 

소재나 장면, 이미지를 해당 작품에서 상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모순을 보이

고 있다.96) 그러나 만일 패러디 작품이 원작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당 부분에서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을 감득할 수 있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하며,97) 

려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저작물 중 95%를 피고가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

더라도 나머지 5% 부분이 원고의 보호받는 표현을 복제한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성호,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각종 저작물

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체적 적용”, 법실천의 제문제(동천 김인섭 변호사 화갑기념

논문집)(1996), 722면.
95) 이처럼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물성이 없거나 저작권침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

조의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나 금지청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7가

단70153 판결 등).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된다. 

저작권법상으로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측면, 법적 예측성 및 안정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개별 지적재산권법에 보호되

지 않는 정보는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드는 지적재산법 

중심주의와 지적재산권에 포섭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정보 등

이 있을 수 있고 양자는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민법 자기완성주의가 그것이

다(오승종, 전게논문, 175-177면 참조). 
96) 이와 같은 모순은 표현/아이디어 이분법에 따라, 두 작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재나 

장면, 이미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무색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의해서만 극

복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법 자체가 원작의 요소를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전, 배치

하는 혼성모방(패스티시)에 다름 아니다.
97) 일본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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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작품에 추가적인 독창적인 부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후 공정이용을 판

단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

끝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원작과 패러디 작품 사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단계인 반

면, 공정이용의 항변은 그와 같은 판단 이후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보호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자유로운 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서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더해 원

작의 상업적 가치나 문학적 가치를 상실, 훼손하였는지를 추가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데, 실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준인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과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에서는 원작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그와 같

은 고려는 공정이용의 항변의 판단 기준 중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원이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패러디 작품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원작에서 차용한 부분이 패러디 작품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패러디 작품

의 독창성으로 인해 원작을 더 이상 감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될 것이나, 패러디 작품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원작을 여전히 감득할 수 있다면 실질적 유사성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

로 단편의 일부를 차용한 후 새로운 요소를 수없이 추가하여 긴 장편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장편 속에 단편의 내용이 잔존하여 있고 이로써 원래 단편을 상기할 수 

있다면,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패러디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패러디 작품의 독자적인 보호 가치가 있는가라는 문제

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의 항변의 판단 기준 중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요컨대 원작의 침해여부를 밝히는 실질적 유사성은, 차용된 표현들로부터 원작의 

본질적 특성 감득성 내지 원작의 상기가능성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며, 현재 판례가 설

시하고 있는 시장영향력, 대상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짝 패러디’ 사건에서 “원고 영상저작물과 피

고 영상저작물 1, 2에서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 및 내레이션 문구가 발견되기는 하

지만, 피고 영상저작물 1, 2에서 위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

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저작물 1,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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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패러디 작품에서 그대로 사용된 위 

표현들이 원작의 존재를 감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였는지는 의문이다.98)

 

3. 소결 및 패러디를 둘러싼 입증관계

패러디 항변이 낳은 도그마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저작권의 주장과 공정이용의 

항변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무한한 자유와 소유권 절

대의 원칙이 통용되던 근대와 달리 오늘날은 헌법에 의하여 그 제한이 전제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한 저작권 또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일단 그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저작권이라 하더라도 공익과의 관계에서 그 독점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판례의 태도와 같이 공정이용의 항변 등을 좁게 인정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

작권 및 패러디를 둘러싼 변화를 이해하고 공정이용 항변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례 축적을 통해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관계를 명확히 함이 상당하다. 

[표 4] 패러디가 문제되는 경우의 입증관계 

원고(저작권자)의 공격방어방법 피고(패러디스트)의 공격방어방법

저작권 대상인 원작의 존재

부인

모방된 것이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원작과 패러디 작품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

항변
저작권의 존재 및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나 공

정한 이용이라는 주장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전개되는 모습을 상정해

보면,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공정이용의 항변 판단이 다른 단계에 위치

함을 알 수 있다. [표 4]와 같이 저작권자는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의 존재와 ⓑ 

패러디 작품에 그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 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를 주장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패러디스트는 위의 두 

주장을 각 부인하거나,99) ① 모방작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나 ② 원작과의 혼

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중 원고의 주장 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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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능성이 없고, ③ 변형적 이용(공정이용)의 목적이 있다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정사용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으며, 애써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무리한 해석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 공정이용의 항변에 있어서는 그 목적

이 ⑴ 원작 자체의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기존의 패러디 항변에 해당하며, 

그 외 ⑵ 사회의 비판 목적의 매개적 패러디나 ⑶ 새로운 작품에 대한 창작 목적

을 가진 (혼성)모방적 패러디의 경우는 관계되는 저작권 및 패러디 작품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공익성의 문제, 시장의 중복 가능성 유무, 공정이용 규정의 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경

우에 있어서의 판단은 ‘각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는 프랑스 저작권법의 입법례와 

같이 구체적인 태양과 기법에 따라 체계적인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100)

 

Ⅴ. 결어: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패러디를 둘러싼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패러디 항변에 관

한 기존의 법학적 논의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패러디가 초기 근대에서 형성되었던 

것과 다른 양태를 띄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은 패러디의 관념

에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 각국은 입법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

다. 우리 법원은 해당 패러디들을 항변으로 포섭하기보다는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

위 확정 단계에서 보호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해당 

99) 그것은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아니라는(모방한 것이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실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원작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100) 프랑스 저작권법은, 패러디, 패스티시 이외에 캐리커쳐를 규정하고 그 장르의 규칙에 

따른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漫評)의 명예훼손과 관계하여 대법

원은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

인 사실 관계를 직접 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 관계를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8. 선고 99다6203 

판결)고 하여, 캐리커쳐나 만평 등의 표현방식 자체에서 발생되는 인상은 그 장르의 

규칙으로서 이를 제거한 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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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패러디 내지는 공정이용의 항변과

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다. 본 논고의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자는 주장

은 항변의 범위를 근대적(비판적) 패러디의 개념 틀에 재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근대 패러디 항변을 넘어선 항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이 입법된 공정

이용의 항변의 인정에 주저하지 않으며, 해당 항변을 유형화하여 그 요건을 체계

화하여야 한다. 

[그림 4] 나니아 프래스너의 심플 리빙(Simple living)과 다퓨니카(Darfurnica)

비록 상표권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루이뷔통의 수난’이라 이야기 된 [그림 4]

와 관계된 사례는 저작물과 그것의 자유이용의 관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2007년 나

디아 프래스너(Nadia Presner)가 제작한 ‘Simple Living’이라는 왼쪽 작품에서 아프

리카 다르푸르(Darfur)의 어린아이가 한 손에는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다른 한손에

는 강아지를 앉고 있는데, 여기서 루이뷔통은 호화 사치품의 심벌로서 기능하고 있

다. 그녀는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다르푸르에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과 인권유

린에 무관심함에 반해, 호화사치품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이 작품

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후 위 작품을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판매하여 해당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나, 2008년 루이뷔통이 자신들의 상표권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프랑스법원에 제소하였고 그로 인해 나니아 프래스너는 위 

프로젝트를 중지하게 된다. 그러나 3년 후 그녀는 오른쪽 작품인, 피카소의 ‘게르니

카(Guernica)’를 패러디 한 ‘다퓨니카(Darfurnica)’를 제작한다. 동 작품에서 위 

‘Simple Living’의 아프리카 소년이 등장하면서, 다시 루이뷔통과의 소송에 휘말리

게 된다. 프랑스법원은 “작품을 통한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루이뷔통의 디

자인 사용권에 우선하며, 루이뷔통은 매우 저명한 브랜드이고 유명연예인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고급 브랜드 제품이므로 다른 업체보다 사회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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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넓게 수용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여,101) 루이뷔통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품의 패러디를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벌어진 위 사례는 저작권과 공익과의 관계

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오늘날 근대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더 이상 유

효하지 않듯이 저작권은 또한 공익의 고려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창

작 행위를 위해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패러디, 패스티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들은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존재 가치가 크다. 이

들 표현을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 보호해야 할 당위는 여기에 있다.102) 요컨대, 공

익과의 관계에서 저작권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가 아닌 적정한 저작권

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법원의 해석에 있어서도, 

원작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내용이 없다는 해석보다는 저작권자의 원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그가 원

작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저작물로부터 부당한 이득

을 얻는 것을 막고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이용의 항변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며, 풍요롭고 자유로운 문화 창달 발전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103)

투고일 2014. 10. 11    심사완료일 2015. 2. 8    게재확정일 2015. 2. 27    

101)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Nadia Presne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5 

February 2005, NJ 2006, 39, Steel and Morris v. UK, ground forth decision 94.
102) 저작권법이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으로는 제한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작권법 해설

서(2012), 32면(문일환, 전게논문, 346면에서 재인용)]. 
103) 미국 판례에서 공정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이규호, 공정이용 단기  도

출을 한 사례연구(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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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yond the Dogma of Parody Doctrine

Kim, Woo-Sung*

104)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description of the parody doctrine. It is consisted 

of 3 parts; here organizing the existing debates, summarizing the usage of parody in 

our life, criticizing the precedents of South Korean court are. In first parts, focusing 

on the adaption of fair use doctrine in copyright law, we discuss about the requisites 

of parody doctrine, the relevancy between fair use doctrine and parody doctrine, the 

scope of rights which can be infringed by the parodies. In second parts, we talk 

about the parody which is using in real life; like art, drama, show program, clothes, 

ads, and writings. Although the definition of parody in law field is narrow (it is lim-

ited to direct parody), the concept of parody in real life covers the vehicle parody 

and the pastiches. Based on the necessity to protect these expressions, many coun-

tries are amending the copyright law or breaking the precedents. In third parts, we 

analyze and criticize this logic which is taken by the Korean court. Even though we 

adapted the fair use doctrine, the South Korean courts are still passive about using 

this doctrine. They permit the parodies by limiting the copyright’s scope of original 

work (of art) or judging the similarity between two arts. But it has limits. The pro-

tection of copyright is still significant, but it should not be abused. The fair use doc-

trine can be the solution for adopting the parodies into the law fields.

Keywords: copyright, fair use, parody, pastiche, post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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