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종래 인격권이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

까지 보호하는지 여부, 그런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이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

호할지 여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이다. 이 쟁점

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법제 전반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등의 대륙법과 새로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미국법이 각각 취하고 있는 상이한 태도

를 한국의 논자들이 잘 취사선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법학과 지적재산권

법학이 위 쟁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런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부정설과 퍼블리시티권의 독립

성을 부정하고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적 이익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

다는 인격권설은 공통적으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내세워,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퍼

블리시티권을 긍정하려는 필자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

을 낳은 인격권조차 그 근거규정을 엄밀히 찾아보면 헌법이나 민법 모두에 절대권

이자 사권인 인격권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학설과 관련 

판례의 뒷받침으로 별다른 이설 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통하여 타인의 상당한 노력 등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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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3부작 중 논리상으로는 첫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강제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새 용어 대신 아직 독자에게 더 익숙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편의상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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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에 대항할 대세효 있는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은 과거보다 분

명한 근거조항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먼저 보호부정설을 취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위자료가 중추

를 맡게 되지만 이럴 경우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를 제대로 전보하기가 곤란해진다. 

한편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인격권설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배상에도 인격권

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그 논리에 몇 가지 흠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먼저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 우리 

민법학이나 판례의 기존 논리를 비약해서 해석하여, 인격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

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인격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렇게 만연히 확대된 인격권의 개념은 결국 자기부정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왜 그런 재산적 이익까지 인격권이 포섭할 수 있고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취

급되는지에 관한 인격권설의 설명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인격권설의 일원론적 접

근방식은, 독일이라면 몰라도, 초상⋅성명 등에 못지않게 인격주체와 밀접한 저작물

에 관해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한국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 법제상 유일

하게 인격권을 정의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인격권 개념으로부터 재산적 이익보호를 제외한 것과도 인격권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호부정설과 인격권설에서는 만일 퍼블리시티권설에 따라 양도가능한 퍼블리시

티권이 인정될 경우 초상, 성명 등이 인격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인격의 상품화라는 

폐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타인이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재양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입법자는 

위와 같은 우려에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초상, 성명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적

절히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강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이야말로 한류의 발흥과 지속 등을 맞아 그것을 지원하

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앞장서서 보호해 나갈 만한 아주 드문 지적재산

권이다. 신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연예기획사 등이 부당하게 양수받는 등의 

폐해는 우리 법원이 양도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퍼블리시티권과 물권법정주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 및 성명권, 

초상재산권 및 인격표지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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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다툼의 개요 및 이 글의 목적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혹은 초상⋅성명 등의 영리적 사용에 

관한 권리를 둘러싸고 판결과 학계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도 이제 약 20년

을 헤아리게 되었다.1) 20년이란 시간은 법률 일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길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고려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글 작성 시점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과연 ‘퍼블리시

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자체가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2)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편의상 일단 정의하자면, 특정인의 초상(肖像), 성명, 

음성이나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광고 혹은 상품판매 등 널리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외래어는 미국에서 유래된 용어다. 

사실 인격을 상징하는 초상, 성명, 음성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칭하는 용어로는 

비교적 나중에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가 아니라도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다양한 용어가 이미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법학자들이 한국에도 새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퍼블리

1) 인격권(초상권) 일반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국내 최초의 논의는 1960년대 한 신문에 

실린 글(이병린, “초상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신문, 1965. 3. 1.자 3면)이라고 한다

(이는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

리시티권 －”, 스티스, 통권 제86호(2005. 8), 각주 107번 참조). 하지만 이것은 퍼블

리시티권 ‘관련’ 논의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자체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아니었다. 본격

적 논의는 한위수, “퍼블리서티권 － 성명⋅초상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 의 침

해와 민사책임 (상)⋅(하)”, 인권과 정의, 제242호-제243호(대한변호사협회, 1996. 10)에

서 시작되었고 그 점 때문에 위 논문은 이후 계속 원용되었다. 한편 우리 판례상으

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존재를 처음 언급한 것은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세칭 ‘이휘소 박사 사건’의 판결)이다. 
2) 가령 2014년경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퍼블리시티권 

관련 33건의 판결들 중 16건은 그 권리를 인정한 반면 나머지 17건에서는 그 권리를 

부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다룬 전체 32건의 판결들 중 17건에서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대상으로 긍정하였다고 

한다(이는 머니투데이, 2014. 10. 8.자 “남규리는 되고, 제시카는 안 된다 － 홍일표 새

누리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상반된 ‘퍼블리시티권’ 판결 관련 질의－” 기사 및 법률신문, 

2014. 8. 26.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기사 각 참조). 물론 판결들 

중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실제

로는 그것을 종래 인격권의 일부로 이해한 사안도 존재할 것이고, 그 반대의 사안도 있을 

것이기에 과연 몇 건의 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부터 독립한 재산권으로 파

악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렇더라도 일응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 재판례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찬반이 팽팽한 상태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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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이란 개념과 대비하여 한국의 기존 법제, 특히 민법학에서 이미 그 보호

논리가 형성되었던 개념을 가리켜 편의상 ‘인격권’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3) 

그런데 이들 용어들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그동안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결과 국내 논자

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견해들은 엄밀히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갈래로 나뉜다. 그

렇더라도, 종래부터 인정된 인격권의 개념 속에 초상⋅성명 등을 타인의 영리적 

사용행위로부터 비재산권(非財産權, 혹은 비재산적, 정신적, 관념적) 차원에서 소

극적으로 보호받을 권능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렇게 소극적

으로 보호되는 것은, 설령 침해적 행위를 한 타인에게는 영리적 속성을 가짐이 중

요하더라도, 특정인 스스로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해친다는 비재산권적 차원에서 당해 행위가 규제되는 것이다. 우리 법원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에 관해 불법행위의 성립

을 긍정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4)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따옴

표는 필자주)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

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논자들이 실제로 다투고 있는 쟁점은, 종래의 인격권 안에 초상⋅

3) 종래 우리 판결 중에는 이를 ‘초상권’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그러나 ‘초상권’이란 표현은 특정인의 초상뿐 아니

라 성명, 목소리, 여타 그에 유사한 것들의 보호를 통칭하려는 용어로서는 오해의 소

지가 있다. 

사실 위 대상들에 관해 인정되는 비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권리를 직접 가리키는 용어

로는 우리 헌법학에서 거론되는 기본권들 중 ‘프라이버시권’이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학설 중에도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호칭하는 

유력한 입장이 있다[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권(한국민

사법학회, 2005. 3), 376면]. 참고로 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에 있어 그것이 원래 ‘프라이버시권’에서 출발하였다고 파악한 다음(가장 대표적

으로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 389), 그로부터 현재 

독립한 퍼블리시티권과 위 프라이버시권을 대비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중첩적으로 파악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글의 주장처럼 향후 퍼블리시티권이 독립된 권리로 인정

되는 체제에서라면 그것과 직접 대응시킬 만한 것은 인격권 전체라기보다, 프라이버시

권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그 제목에서처럼 인격권 전체의 하위요소로 취급받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담고 있으므로 주로 ‘인격권’과의 관계를 언급

하게 된다.
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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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을 직접 혹은 타인에게 허락하여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이다. ①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그런 재산권 

차원의 보호부분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격권 보호 규정 밖에서도 아직 딱히 

그런 보호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호되기 어렵다는 입장, ② 

종래 인격권의 개념으로는 그런 재산권 차원의 보호가 부적절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개념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그런 재산권 차원의 보

호를 인격권으로부터 독립한 권리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 ③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이미 그러한 재산권 차원의 보호까지 충분히 포섭되어 있으므로 굳이 

미국식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5) 등 3가지로 국내의 다양한 

견해들을 최대한 간결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① 견해는 

‘보호부정설’로, 위 ② 견해는 ‘퍼블리시티권설’로, 위 ③ 견해는 ‘인격권설’로 각

각 호칭할 것이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설과 인격권설은 구체적인 논리야 어찌되었든 초상⋅성명 등

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설은 인격권으로부터 독립된 권리가 그런 보호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것을 전제로 양도가능성을 긍정하는 결론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 비하여, 인격권설은 재산적 이익 보호부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종

래 인격권의 틀 안에서 재산적 이익 보호까지 관철하려 하므로 양도가능성도 부정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보호부정설’, ‘퍼블리시티권설’, ‘인격권설’의 

분류는 당해 인격체와 본래는 밀접한 성격을 가졌지만 뒤늦게 부각된 재산적 이익

부분의 보호가능성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 나아가 그 독립성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

(여기에 덧붙여 양도가능성까지 긍정할 것인지 여부)라는 각 쟁점에 대한 실질적 

입장 차이에 따른 분류이다. 다양한 견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혹은 ‘초상권’ 같은 문구의 사용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 자체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6) 기존 초상권 

5) 대표적으로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  구성에 한 연구－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심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총서(경인출판사, 2013. 8), 283면 혹은 같은 이, 같은 제목

의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2012. 2) 및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퍼블리시

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제45권 제1호(한국민사법학회, 2009. 6), 99면 이하. 
6) 정경석, “아직도 퍼블리시티권인가?”, 지식재산정책, 제8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9), 

41면. 여기서는 종래 초상권의 영리적 사용에 대한 보호로 충분하였는데,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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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에서 영리적 사용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재산권으로 파악되어 왔고 나아가 

그것의 양도가능성까지 인정하는 견해7)는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설’에 가까운 입장

이다.8) 반대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한다고 일단 명시하고서도 그 권리의 양도 

및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독립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징에 관해

서는 별다른 인정함이 없이 오히려 인격권적 성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견해들9)은 

오히려 ‘인격권설’에 가까운 셈이다.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다양한 입장과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위 ②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고 있다. 필자 스스로는 이미 몇 년 전, 한국

에서 (퍼블리시티권설의 입장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그렇게 장차 인정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은 우리 

저작권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만 함)의 일부로 포섭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는 요지의 졸고를 발표

한 바 있다. 논리적으로는 그 졸고 이전에 검토되었어야 할 문제인 ‘퍼블리시티권

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이 글을 뒤늦게 작성하는 이유는 과거 한동안 퍼블리

시티권설이 하급심 판례와 학설에서 주류를 이루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판례와 

학설 모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더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동참하려는 퍼블리시티권설에 대하여 보호부정설에서는 무엇보다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듯하다. 이것이 오해임을 아래 Ⅱ장에서 

자세히 논증할 것이다. 나아가 Ⅲ장에서는 굳이 독립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없더

라도 종래 인격권의 논의 안에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비판론이 

보호부정설이나 인격권설에서 각각 제기되지만, 보호부정설이 염두에 둔 위자료 

제도만으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격권설에 

따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격권설 자체에 

운운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존속기간 등을 놓고 우리 하급심 판례들 간의 

혼란이 심하고 법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면이 있어 ‘퍼블리시티권’ 논의야말로 법질서

의 평온을 해하는 ‘임밋시온’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7) 정경석,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스티스, 통권 제98호(한국법학원, 2007. 6), 

124면 및 127-128면. 
8) 이것은 큰 맥락에서는 마치 미국의 일부 주(州)들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굳이 

채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이란 표현을 채택하면서도 실제로는 양도가능성 등 제반 

내용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주들과 별반 차이 없는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9) 대표적으로 한위수(각주 1), (하), 1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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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흠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Ⅳ장에서는, 본래의 인격 주체와 

분리하여 초상⋅성명 등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긍정하면 인격의 상품화 문제가 심각

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존재하지만 우리 입법자는 이미 인격주체와 초상⋅성명 등의 

분리양도를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이상과 같은 법리적 

검토를 넘어 정책적으로 독립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 필요성에 관해 아래 Ⅴ장

에서 추가로 부연하고자 한다. 이것은 퍼블리시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독립한 

재산권으로 설정하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한류(韓流)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치열하였던 여파로, 미국과 

일본⋅독일 등의 각국 동향에 관한 비교법 자료들, 비록 아직 하급심에 그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다룬 수많은 우리 판결들, 그리고 다양한 논거를 들어 반대 

입장을 서로 비판하고 있는 선행문헌들이 이미 무수하다.10) 지면 제약으로, 이 글은 

10) 한국 지적재산권법학계의 논의는 남형두 교수와 박준우 교수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서 가장 많은 수의 연구문헌을 발표하였다. 이들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학자들은 대

체로 퍼블리시티권설의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학자 중에서도 다른 견해

[대표적으로는 박성호, “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上) － 성명표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법조, 통권 제613호(법조협회, 

2007. 10), 306면]가 과거 존재하였고 최근에도 상이한 입장[가령 계승균, “우리나라에

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소견”,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한국정보법학회, 2013. 

12), 100-101면]이 등장하였다.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한 입장에는 미국법의 논의가 일

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인격권설을 취하는 입

장은 독일법의 논의로부터 엇비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의 비교

법적 동향은 엄동섭,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7호(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111-135면에서 잘 소개하고 있고, 독일의 동향에 대해 

쉽고 간명한 설명은 안병하, “독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지식재산정책, 통권 제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9), 28면 이하가 존재한다. 어쨌든 민법학자인 권태상 교수, 

안병하 교수가 인격권 이론 중 특히 그 재산적 이익 보호(혹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히 인격권설을 취하면서 아주 치

밀하고 예리한 논거를 들어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법학자 중에서

도 양도 가능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에서 그 하위 조항으로 

신설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유력한 견해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박영사, 2012. 9), 452면 및 같은 이,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101면]도 존재한다. 

이처럼 복잡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진 

성격이 독일 중심의 대륙법제에 강한 영향을 받던 한국의 법제도에 새로 미국의 법제

가 영향력을 점차 늘리면서 나타난 상호간의 논리충돌 내지 그 조정의 과정이 잘 확

인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미국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지적재산권법

학계, 반대로 독일 등 대륙법의 영향이 아직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민법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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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격권설’ 

및 ‘보호부정설’로부터 위 입장을 향하여 강하게 제기된 비판론에 대하여만 논리적 

재반박을 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Ⅱ. 퍼블리시티권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1. 보호부정설이 제기하는 물권법정주의 관련 비판의 요지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면서, 보호부정설에서는 설령 초상⋅성명 등에 대한 재

산적 이익 보호가 절실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명시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하에서는 함부로 물권 혹은 그에 유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

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설이 설령 정책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실정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위 비판은, 특별하고도 획기적인 해석론이 동원

되지 않은 한은 퍼블리시티권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쉽게 찾기 어려웠던 

과거 상황에서 상당히 유력한 비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최근까지 그런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들어 퍼블리시티

권설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최근 판례로 2015년경 서울고등법원의 ‘네이버 연예

인 키워드검색 사건’의 판결11) 및 2014년경 서울서부지법의 ‘네이트 연예인 키워

서로 다른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쟁점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충돌 혹은 시각 차이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법학계와 민법학계의 각 논의가 

교차하는 접점(接點)이 사실 많지 않고, 그런 접점의 문제들은 대체로 양쪽 학계에서 

모두 관심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음(이런 예로 각주 30번 내지 33번 및 

관련 본문에서 다룬 ‘지적재산권이 준물권인가?’의 문제가 있음)과 달리, 퍼블리시티

권 관련 논의만큼은 양쪽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한국법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통합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음은 무척 

긍정적이다. 물론 그런 결과달성을 위해 대륙법계와 영미법의 상치된 논리를 합리적

으로 취사선택하고, 전공이 다른 결과 접근시각이 다른 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

적 대상을 상호 통일된 논리로 다루고자 하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쟁점에서 그런 취사선택과 협력의 미덕이 발휘되리라 기대한다.
11)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확정). 이 사건은 김남길, 배용준, 

소녀시대 등 56명의 연예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문제삼은 것이다. 당해 서비스를 통해 광고주들이 연예인 자신들의 성

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가령 ‘김남길 티셔츠’와 같은 키워드로 임의 활용함

으로써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네이버 등은 그런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사건이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민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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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검색 사건’의 판결12)이 있다. 

전자의 판결에서는 “원고들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독립적 재산권으

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

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문에 따라 물권과 채권은 민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은 저작권법⋅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립

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

장에 독립적 재산권으로서가 아니라 불법행위나 양도⋅상속에 있어서 채권보다 

물권에 가까운 독점적이고 배타성이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한

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

에서는 더 부연하지 않았지만 그 판결이 지지한 원심13)은 “…법률, 조약 등 실정

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

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퍼블

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

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

주의에 따른 요청내용을 더 확실히 판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

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

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독점배타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요지

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1390 판결)

을 지지하였다.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187호

로 진행 중 2015. 5. 22. 항소취하간주됨). 이 사건은 피고가 ‘네이트’로 바뀌었을 뿐 

위 2014나2006129 판결과 동일한 원고들이 제기한 것으로 사실관계도 엇비슷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법원의 기각 이유 역시 대동소이하다. 한편 같은 연예인들은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하여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다른 법원(제주지법)이 2014년경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한다(이 문장은, 법률신문 

2014. 7. 24.자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기사 참조).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1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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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들어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고 있는 최근 

판례들의 판시 내용은 구체적 문구까지 동일하다. 이것은 위 판결들14)이 2002년 

서울고등법원의 ‘제임스딘’ 판결15)의 관련 부분 판시내용16)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

고 있기 때문이다.17) ‘제임스딘’ 판결은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하급심 판

14) 여기서는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검색 사건’의 원심(각주 11번의 성남지원 판결)과 ‘네이트 

연예인 키워드검색 사건’의 판결(각주 12번)을 가리킨다.
15)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이 사건은,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로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된 ‘제임스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유족으로부터 양수한 제임스딘 

재단이, 한국의 내의(內衣) 제조업체인 ‘좋은 사람들’이 출시한 브랜드 중 한 종류인 

‘제임스딘’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주장한 사건이었다. ‘제임스딘’ 사건은 

1건의 판결로 그치지 아니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8. 29. 선고 94가합13831 판결; 특허법원 1998. 9. 2. 선고 98허171, 201, 3101, 

3095, 3118, 3125, 3132, 3149 각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99가합84901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등 여러 건의 판결이 내려진 특이한 경우이다. 

그런 특징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서로 다른 법원들 사이에서 퍼블리시티

권의 인정가능성이나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6) “…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

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

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7) 물권법정주의를 내세워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등에 관한 구체적 규

정을 요구하는 부분의 판시 외에도 그에 앞서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연혁과 

그 내용, 한국에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부분을 판시한 

부분의 문구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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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와중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부정설을 취하였던 대표적 판

결이다. 동 판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제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물권법정주

의를 내세워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

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위 최근 판결들은 ‘보호부정설’의 입장에 서서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는 

가운데 물권법정주의를 내세운 것이지만, 심지어 인격권설에서조차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들어 퍼블리시티권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18)

2. 현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음

가. 퍼블리시티권이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될 대상인가의 검토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

지 못한다.”라고 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의 

자유로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립하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인 물권에 관

해 공시(公示)의 원칙을 관철하며, 덧붙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간이화를 꾀하려

는 제도적 목적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공시의 원칙을 제대로 관철하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19)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이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인 물권 자체는 

아닌 것이 일단 분명하다. 즉 민법상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바20) 여기서 물건이란 민법 제98조가 정의한 대로 ‘유

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가리키지만, 특정인의 초상,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의 대상물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이 물권 자체는 아닐지라도 물권에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

타적인 권리이거나 적어도 독점적⋅배타적 권리에 근접한 성격을 가졌다면 물권법

18) 퍼블리시티권의 객체가 물건은 아니어서 물권은 아닐지라도,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

용될 수는 있으리라는 취지의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98-299면.
19) 이런 제도적 목적 부분은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제8판(박영사, 2015. 2), 17-18면 및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Ⅳ] 물권 (1), 박영사(1992. 12), 118면(김황식 집필부분) 각 

참조.
20) 곽윤직⋅김재형(각주 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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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의 취지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퍼블리시티권에도 그 원칙이 유추적용될 여지

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는 견해들은 대체로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의 법적 성격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

리이거나 적어도 독점적⋅배타적 권리에 근접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21) 한편 이런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격권설에서도 대동소

이하다. 그 재산적 이익 보호가 독립한 권리인지에 관해 의견이 갈릴 뿐이다. 그렇

다면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설 중 어느 설의 입장에 서든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

용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학의 관련 논의에 대응시켜보자면 퍼블

리시티권설과 인격권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

되는 세부적 논리에 다음과 같이 차이가 생긴다. 

우선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려면 일단 당해 권리가 물권에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에 속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로 우리 민법

학의 논의22)에서는 ‘지적재산권’, ‘준물권’, 그리고 ‘인격권’ 등23)을 예시하고 있다. 

즉 절대권24) 대(對) 상대권, 혹은 지배권 대 청구권으로 권리들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민법학의 논의에 따르면 위에서 예시된 3가지는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속성,25) 또는 권리의 의무자와 관련해 특정 상대방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효가 있는 속성26)을 가진 권리들이다. 

이상과 같은 민법학의 논의 하에서 퍼블리시티권설의 입장에 따르자면 ① 퍼블리

시티권은 위 3가지 권리 중 ‘지적재산권’에 직접 해당하므로 물권법정주의의 유추

적용을 받게 된다거나 혹은 ② ‘인격권’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로 인격권

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과 엇

비슷하게27) 물권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 퍼블리

21) 필자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상표권과 같이 온전한 독점권은 아닐

지라도 그에 근접한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2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박영사, 2012. 3), 66면 및 62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홍문사, 2015. 1), 37면 참조. 
23) 바로 위 각주의 문헌들에 따르면 ‘친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 글의 

논의와 전혀 무관하므로 다루지 않는다.
24)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세효(對世效)가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곽윤직⋅김재형(각주 

22), 66면 참조).
25) 이런 속성의 제시는 지원림(각주 22), 37면 참조.
26) 이런 속성의 제시는 곽윤직⋅김재형(각주 22), 66면 참조.
27) 인격권에도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은 각주 36번 및 관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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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지적재산권법 전공자임을 고려하면 

한국 지적재산권법학에서의 지배적 논의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지적재산권’28)의 

일부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어서 위 ①과 같은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지

만, 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는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이 문제되는 것이

어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 민법학에서의 논리가 더 중심이 되

는바, 민법학의 논의에서 예시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상표권 등 고전적인 지적

재산권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될 뿐29) 퍼블리시티권까지 포섭하였다고 생각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②와 같은 설명이 오히려 유력하다.

퍼블리시티권설의 입장에서 위 3가지 권리 중 ‘지적재산권’이나 ‘인격권’말고 

‘준물권’에 터 잡아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을 설명할 길은 없을까? 만일 퍼블리시

티권이 ‘준물권’에 해당한다면 물권에 준(準)하는 당해 권리에 물권법정주의 역시 

유추적용된다는 데 거의 이견이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법학계

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지적재산권 일반이 준물권에 속한다고 분명히 밝힌 

입장30)이 제법 유력한 상황임에 비추어31), 퍼블리시티권 역시 ‘준물권’에 속하므

문의 설명 참조.
28) 다만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물권에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지적재산권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지적재산권으로 취급되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지어 민법상 채

권에 해당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특허법 제65조의 특허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지급

청구권 혹은 저작권법 제75조 등에서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부여한 보상청구

권 등이 그것들이다. 이렇게 민법상 물권과 흡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지적

재산권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는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

재산권－ 한국 지재법 총칭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4호(서울대법학연구소, 2012. 12), 131-132면 및 142면 이하 각 참조.
29) 곽윤직⋅김재형(각주 22), 62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예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

인권⋅상표권⋅저작권”을, 지원림, 앞의 책, 36면에서는 같은 예로 “특허권⋅실용신안

권⋅저작권⋅상표권”을 제시하고 있다.
30) 한국에서는 “… 저작재산권의 양도라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준물권(저작

재산권)이 의사에 기하여 이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어떤 주체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

의 권리라는 물권 유사의 재산권(준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박성호, 작권법(박영사, 2014. 9), 410면 등. 일본에서는 “… 특허권은 발명이

라고 하는 무형적인 것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이전성(移轉性)을 가지며 실시권,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가능한 준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설명한 中山

信弘 編著, 注解 特許法, 第三版 上巻(青林書院, 2000. 8), 207면(石川義雄 집필부분) 

및 “… 지적재산은 물리적 존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체물과 다르며, 

아울러 물권 유사의 권리(준물권)로서 권리자가 직접 지배하는 권능을 갖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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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됨에 의문이 없다는 논리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이 글이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이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이라는 본래 민법 

차원의 쟁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법학계에서는 앞서 ‘지적재산권’과 

‘준물권’을 구분하여 예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를 서로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32) ‘지적재산권이 준물권인가?’라는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한국의 지적재산

권법학계와 민법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하지

만 한국법 전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권(私權)의 기본개념을 규정하거나 그 

권리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기에 더 적합한 주체는 민법학계이며, 지적재산권법

학계는 지적재산권들이 전체 권리의 분류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해 민법

학계에 일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굳이 지적재산권법학계에서 

독특한 ‘준물권’ 개념을 수립할 별다른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위 쟁점

에 관해서는 향후 한국 지적재산권법학계의 논리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33) 사실 

‘지적재산권이 과연 준물권인가?’이란 쟁점은 민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의 사각지

대에 놓인 문제에 해당한다. 민법학의 방대함에 비추어, 지적재산권만을 대상으로 

삼아 권리로서의 성질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민법학자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

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세로 확장되어 온 까닭에 

새로 생겨난 세부적 이슈들을 해결하기에도 인력이 달리는 지적재산권법학계에서 

위 문제를 검토할 현실적인 여유를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행여 그 문제에 어떤 

답을 취하더라도 다른 이슈의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민법학계와 지적재산권법학계의 각 

때문에 타인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인 채권과도 다르다…”라고 설명

하는 小野昌延 編著, 注解 商標法, 新版 上巻(青林書院, 2005. 12), 849면(小池豊 집필

부분) 등.
31)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 입장과 반대로 ‘지적재산권은 적어도 준물권은 아니다.’라

고 명확히 반박한 문헌을 한국, 일본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논의 어디에서도 아직 발

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 입장이 실상은 ‘지적재산권이 과연 준물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지적재산권법학계의 유일한 답변에 해당한다.
32) 당해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를 물리치고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준물권’의 예시로 광업권⋅어업권을 제시하면서 이를 특허권⋅저작권

⋅상표권 등이 속하는 ‘지적재산권’과 구별하고 아울러 ‘채권’까지 총 3가지 권리가 

민법상 ‘재산권’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는 곽윤직⋅김재형(각주 22), 62면 참조.
33) 지면제약상 상술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적재산권이 거래에서 비중 있게 취급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고 그 이전까지는 민법학계에서 권리를 분류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의 존재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의 논리를 한국이나 일본의 지적재산권법학계에서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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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교차하는 비교적 드문 접점34) 중의 하나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양쪽 학계에서 통일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문제에 관한 민법학

계의 대답을 지적재산권법학계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퍼블

리시티권설의 입장에서 퍼블리시티권은 민법상 준물권과는 전혀 무관한 권리에 불

과하다. 따라서 ‘준물권’의 하나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유추적용함은 애당초 거론되

기조차 어렵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설이 아니라 인격권설의 입장에서,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

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됨

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우리 민법학의 논의

에서는 물권에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지적재산권’, ‘준물권’, 그리

고 ‘인격권’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인격권설은 초상⋅성명 등에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를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이미 포섭된 부분으로 이

해하므로 위 예시 중 ‘인격권’ 속에서 그런 보호가 구현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인격권’도 물권법정주의의 모습에서처럼 일정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사실 인격권설의 입장에서는 퍼블리시티권설을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고 공

격하면서도35) 정작 인격권설 스스로가 초상⋅성명의 적극적 활용에 관해 독점

적⋅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재산적 이익 보호까지 선뜻 부여하는 것이 물권법정주

의 위반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검토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짐작컨대, 그

런 보호가 이미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인격권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신적 보호

에 대한 인격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파악함

과 아울러 물권 혹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닌 이상 물권법정주의 준수 여부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권법정주의의 직접 적용

이라면 쉽게 배척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추적용될지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야 한다. 즉 설령 인격권설에 따라 인격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보더라도 그 행사의 

결과가 분명하게 독점적⋅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대세적인 효과가 미치는 것이라면 

물권법정주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는 인격권 본연의 부분조차도 그 권리의 성격이 물권과 마찬가지로 

절대권 내지 지배권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물권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을 받아야 할 

34) 마찬가지로 이 글이 다루는 ‘인격권으로부터 독립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 역시 그런 의미 있는 접점에 해당한다. 
35) 각주 1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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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중 하나이거나36) 설령 그렇게 물권법정주의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법률 

명문상의 일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항목의 분석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요구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역시 독점적⋅배타적 권리이므로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될 것인데, 그런 적용의 논리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격권설은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해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견으로

는 오히려 초상⋅성명 등의 정신적 보호부분마저 절대권의 성격상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을 받거나 적어도 법률상 근거규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나. 퍼블리시티권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항의 내용 수준 등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있어 물권법정주의 유추적용문제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

설에 속하는 견해37)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것은 이미 거래의 관행상 

주어져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권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견(異見)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36) 비록 다른 맥락에서 개진된 것이지만, 위 본문과 같은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

한 해석론으로 “인격권과 물권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만큼이나 그 성질이 다르다. 그

러나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절대권의 일종으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

적 권리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만큼 사람 자신에 관한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은 그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소결론을 제시하

는 것으로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2004년 

11월호(통권 제339호)(대한변호사협회, 2004. 11), 86면.
37) 오승종,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검토”, 박찬숙 국회의원 입법안 관련 2005. 6. 23. 

‘퍼플리시티권을 아십니까?’ 국회토론회 자료(미공간). 여기서는 “… 물권법정주의는 

오늘날 복잡한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여 경제의 실질을 따라가는 탄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거래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물권적 권리로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입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물권 또는 물

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님. 결국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독점적 권리는 반드시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써 법제화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독점, 배타성은 거래의 관행상 주어져 있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이 되

는 타인의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서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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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독립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데 가장 큰 벽이었던 물권법정주의 저촉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한 노력38)이라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 법제도를 기준으로 권리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권리의 종류를 분류하

는 것은 지적재산권법학자가 아니라 민법학자들의 활약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그런 민법에서 물권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상 지적재산권

법학계에서 정면으로 그 원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념을 변형하여 이해하기는 곤

란하다고 생각된다.39) 

결국 독립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 물권법정주의가 유추적용된다면 

특정 법률 조항에서 그 근거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과연 당해 

법률에서 어느 수준까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야 물권법정주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인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고 있는 최근 재판례들40)에서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제임스딘’ 

판결의 해당 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겨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은 물권법정주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한 방향으로 왜곡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왜냐하면 민법학에서 물권법정주의와 관련해 요구하는 내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하여서만 새로운 물권이 창설될 수 있다는 점과 그렇게 

창설된 물권의 구체적 내용이 당해 법률 등의 규정과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그치기 때문이다.41)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42) 아울러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으로부터 

38) 비슷한 노력으로, 저작인접권 조항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의 일부라도 보호하겠다는 

접근방식은 남형두(각주 1), 118면 참조.
39) 각주 37번에서 소개한 주장의 취지 속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하는 관습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담겨 있다. 그러나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은 법률에 의한 것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이런 

취지는 편집대표 곽윤직(각주 19), 131면 참조],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관해 우리 

재판례조차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긍정과 부정의 각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0) 각주 14번의 판결을 가리킨다.
41) 편집대표 곽윤직(각주 19), 121면 및 곽윤직⋅김재형(각주 19), 18-20면 이하 각 참조.
42) 실제로 상사유치권 등 여러 가지 물권을 상법이 창설하고 있고, 아울러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 공장저당권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특별법에서 물권을 창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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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권리인 점, 인격권은 비록 그 자체가 물권과 구별되는 권리일지라도 앞에

서 설명한 대로 물권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을 받는 권리 중 하나이거나 그렇지 않더

라도 권리의 성격상으로 일정한 명문상의 근거가 필요하리라는 점, 그렇다면 퍼블

리시티권에 관해서도 최소한 인격권에 못지않은 수준의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

하리라는 점이다. 요컨대 인격권이 어떤 수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

세히 살펴보는 것은, 물권법정주의 준수를 위해 우리가 발견하여야 할 퍼블리시티

권 근거조항의 내용수준을 미리 가늠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다. 인격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민법 등의 근거조항 검토

한국 헌법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등으로부터 도출된다.43) 그렇지만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원칙적으로 국가 공권

력에 대항한 보장일 뿐 사법(私法)의 영역에 곧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므로, 인격권이 공권이 아니라 사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기본

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대 사인적 효력(對 私人的 效力)’ 이론에 따른 검토가 필

요하다.44) 그 검토의 정확한 기준에 있어 다툼이 있지만, 유력한 입장인 간접적용

설에 따른다면 위 헌법조항들은 민법상 신의칙, 신의성실이나 일반불법행위 규정 

등 사법상 일반조항을 통해 그 해석기준으로만 영향을 미친다.45)

사권인 인격권의 법률적 근거조항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

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우선적인 검토대상이 된다.46) 그 이외에도, 타인

이는 편집대표 곽윤직, 앞의 책, 120면 및 127면 각 참조.
43) 그 외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이 근거로 제시된다는 점에 

관해 자세히는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78면.
44) 김재형(각주 10), 43면 참조.
45)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

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고 하여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해 간접적용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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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민법 제752조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허

용한 제764조를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47)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조항들

은 불법행위 차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지배나 대세효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권 본연의 특징, 즉 절대권의 보호규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권에 근거한 금지청구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1996년 처음으로 

그런 금지청구를 긍정하였는데48) 이때 근거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불법행위 관련 

조항들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예방 청구권이었다. 이렇게 굳이 

불법행위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삼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우리 학설49)과 판례50)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와 달리 금지청구에서는 고의⋅과실을 요구

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청구가 사후 구제에 관한 것이라면 침해예방은 사전 예방을 

청구하고자 발동되는 차이가 있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인격권은 우리 민법 입법자에게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결과 민법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간략한 규정들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51) 단순히 불법행위자로부터의 보호가 아니

라 누구에게나 대세효가 있는 절대권의 본질을 가진 인격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

46) 이런 풀이는 곽윤직⋅김재형(각주 22), 63면 및 김재형(각주 10), 64-65면 참조. 
47)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79면.
4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선언한 최초의 예라고 한다. 여기서 대법원은 “인격

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을 지지하고 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에서도 위 93다40614, 40621 판결을 원용하면서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49) 김재형(각주 36), 86면 참조.
50)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과거에 훼손된 명예에 

관한 사후 구제 수단인 데 반하여, 금지청구는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명예훼손 행위

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해자들이 구

하는 바와 같은 금지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항소취하) 참조.
51) 이는 “우리 민법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민법을 제정할 당시 재산

권에 관해서는 법규정을 촘촘하게 짜 두었지만, 인격권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

지 않았다.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된다는 규정 등 매우 간략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는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9) 중 서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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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민법상 근거규정은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민법보다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상의 조항들은,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직접 사법(私法) 영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된다. 요

컨대 인격권에 관해서는 우리 학설과 판례의 힘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가진 사권으

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 현행 법규가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에서는 불법행위

의 효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금지청구권 규정52)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만일 이

런 규정이 도입되면 절대권인 인격권을 위한 근거규정이 현행 민법과 비교해서는 

더 잘 구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개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판례에 의해 금지청구권 발동이 인정된 것 등이 이런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에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할 이론적, 현실적 필요성을 드러내었다는 사정에 부응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53)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현행 민법 규정에서는 금지청

구권 발동을 인정하는 등 절대권인 인격권을 위한 명문의 근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54) 

인격권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어도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어 상당히 가까운 권

리에 속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물권법정주의 위반과 관련하여 검토함에 관해

서도 극단적으로 엄격한 근거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인격권과 다르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졌고 양도성이 긍정된다는 차

이점을 고려할 때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인격권보다 한층 가까운 위치에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권의 경우보다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 따르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바로 아

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절대권을 다루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에 신설된 조문에 의해 

52) 민법 개정시안 제766조의2(금지청구) 

①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에 의하

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을 중지 또는 예방하도록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53)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법무부 용역보고서(2013. 11), 379-380면 

참조.
54) 민법상 명예훼손 등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은 있지만 인격권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포괄적으로 인격권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및 침해예방청구를 명시한 규정을 

민법총칙 제1조의2로 도입하자는 종전의 유력한 주장으로는 김재형(각주 10),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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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아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조문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인격권의 사정과 비교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준수함에 별다른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퍼블리시티권의 근거조항 발견(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민법 등에 인격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52조 및 제764조가 적어도 

인격권을 위한 간접적인 근거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도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민법 

제75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풀이하는 것은 곤란할까? 그렇게 풀이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별도의 조항을 발견하지 않더라도 물권법정주의 위반 시비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격권설에서는 그렇게 풀이함을 전제로 

민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의 내용 속에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권한까지 보호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인격권설과 달리 퍼블리시티

권설에서는 본래 인격권으로부터 독립한 권리의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므

로 근거조항 역시 독립되었어야 사리에 맞는다.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으로부터 독립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미 다수의 논자들55)이 지목한 조항이지만,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

쟁방지법(정식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

한 제2조 제1호 차목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

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중 가목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관한 혼동초래행위)부터 자목(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

55) 사견과 마찬가지로, 차목이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견해를 누

르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는 박준우,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법률신문, 제4276호 2014년 12월 4일 연구논단 기사. 마찬가지의 취지로 보이는 것으

로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방향”, 지식재산정책, 제22권

(2015. 3), 10면. 한편 인격권설에 가까운 견해에서도 차목이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대

해 유연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는 백강진, “한국의 퍼블리시티권 논쟁과 

제3의 길”, The 2nd Asia Pacific IP Forum (2014. 10. 1) 발표자료(미공간), 10면]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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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규제되어야 할 다양한 태양의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처 

열거하지 못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호응한 조항이 바로 차목이다. 차목의 입법취지가 이

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은, ‘그 밖에…’라는 방식으로 규정한 

차목의 문구로 보거나 혹은 국회 입법자료56)의 설명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차목이 실제 입법되기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열거한 목(目)만으로는 새로 등장할 부정경쟁행위를 제대로 포섭하기 곤란하다면

서, 일반조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다. 차목이 입법되기 이전 

시점인 2011년경에도 비슷한 입법시도57)가 있었는데 당시 차목의 내용으로 제안

된 것은 “그 밖에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였다. 이것은 사권보호(私權保護)보다 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이라는 공적질서(公的秩序) 확립에 중점을 둔 것 같은 규정이어서 다분히 독

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접근방식과 비슷한 면이 있는 규정이었다.58) 그것과 비교할 

때 현재 차목의 내용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항할 대

세효 있는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사권보호 중심의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1년 

당시 제안된 조문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근거조항이 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편, 세칭 ‘네이버 광고대체 사건’(혹은 ‘인터넷21 사건’)에서 2010년 우리 대

법원59)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56) 2013. 7. 30. 개정법에 대한 국회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 제출 법안자료에서는 “새롭

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

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57) 김성조 의원 등 10인이 2011. 9. 16.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과 상이한 내용을 차목으로 신설하고자 한 시도였다.
58) 독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을 경제법

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일반조항을 두어 폭넓게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보통법으로부터 발달해온 부정경쟁방지법이 

경제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입법방식을 따랐는데, 이것은 대

체로 미국의 취급방식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 제687호(법조협회, 2013. 12), 50면.
59)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

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

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

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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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

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정 요건60) 하에 금지청

구를 인용한 바 있다.61) 종전까지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 금지명령 발동을 부정

하던 태도를 바꾼 획기적 재판이었다. 그 결정의 판시내용이 차목 조문의 골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 점을 보더라도 차목이 신설되는 데 위 대법원 결정이 상당

한 영향을 끼쳤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도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을 

참고하여 차목이 수립되었다고 한다.62) 

그러나 차목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데 불과한 조항이 아니다. 즉 차목은 민법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추가된 조항이고 무엇보다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변형하여 수용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관련 규

정, 그리고 위 대법원 결정 등 판례의 구체적 법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

쟁방지법 관련 규정이 정한 법리에 따르게 된다.63) 가령 위 대법원 결정에서는 

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

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60) 침해의 계속 반복성, 손해배상 구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 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손실보다 더 클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61) 이 사건 상대방은, PC이용자가 이 사건 피해자 네이버(Naver) 등의 사이트를 방문한 때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수주광고를 위 사이트 화면에 제시하는 애드웨어(MyAD)를 배포

하였다. 애드웨어는 네이버 등이 원래 제공하는 광고를 화면 아래로 밀쳐 내거나 

아예 갈음하거나 혹은 사이트 여백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자신이 제3자에게서 

수주한 광고를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런 광고대체행위에 관해 

원고 네이버는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원심에서 

배척되었다. 상고심에서는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임에도 금지명령을 내린 원심의 

입장이 타당한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62) 실제 차목의 입법을 두고 당초 논의된 3가지 안 중에 위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한 작

성되었던 제1안이 채택되었다는 입법경위의 설명은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산업재산권, 제45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4. 12), 259-260면.
63)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는, 한국의 

민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 양쪽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그 논의내용

의 차이가 미묘하여,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본

래 지적재산권법의 일부가 아닌 경제법의 일부일 뿐이라는 한국 경제법 학계의 시각

까지 겹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이해대로 간략히 요

약하자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행위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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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 ②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사정 등이 금지청구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차목에 따른 금지청구가 허용될지는 기존의 가

목 내지 자목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 발동요건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이것은, 지적재산권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부

정경쟁방지법이 부여하는 보호의 성격이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들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역시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논리와 구별되는 지적재산권법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성질을 가진 차목이 기존의 가목 내지 자목과 달리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글의 대상인 퍼블리시티권 사안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근거조항으로 원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문제될 만

한 세부쟁점들은 바로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마.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반박에 대하여 

종래의 인격권에 기하더라도 재산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인격권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로 차목을 원용

하려는 해석론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인격권설에 따라 보호될 재산적 이

익에 대한 권리는 초상⋅성명 등에 관한 적극적 영리행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 

다름 아니라 전형적인 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바, 그런 성질의 

권리가 인격권을 위한 미약한 근거규정만으로 창설되었다고 보아 결국 물권법정주

의 위반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퍼블리시티권설이 내세우는 부정경쟁방

하지 않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법리가 적용되어 일반불법

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학계의 입장이자 우리 판례이다. 나아가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은 그렇게 인정된 일반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새롭게 

금지청구권까지 인정하여 일견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와 큰 차이가 없는 지위를 부여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법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2013. 7. 30.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이 새로 구축

한 법리가 향후에도 적용될 영역 중 상당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섭시킴으로써 앞

서와 같이 강화되었던 민법상 불법행위법리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양상이다[이상과 

같은 설명 관련해서는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 －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한국정

보법학회, 2011. 4), 208-211면 및 김원오(각주 62), 290-293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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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차목이 물권법정주의 준수를 위한 근거조항으로 부족하다고 공박하는 것은 전

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64)

혹자는 차목 조항의 문구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초상⋅성명 등은 생래적(生來

的)인 특징일 뿐 후천적인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목은 퍼블리시티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그렇지

만 이런 반박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 초상이나 성명 자체는 그 자의 생래적 

특징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65)과 그런 초상이나 성명이 영리적으로 활용되려면 거

의 예외 없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하여 고객흡입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혼동한 결과일 수 있다. 광고 등 영리행위에 사용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초상이 고객흡입력을 가진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그런 고객흡입력은 거의 언

제나 일정한 유명세를 얻은 뒤라야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유명세를 얻기 

위해 쏟은 투자나 노력이 위 차목에서 거론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해당한다. 

다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66)라면 이미 타

고난 초상이나 성명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라고 보

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목이 일반조항으로 지극히 추상적

이고 포괄적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차목의 문구는 

“…등”이라고 하여 설령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도 그것에 가깝

거나 준하는 것들까지 차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혹자는 “공정한…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야 차목이 적용될 것인데, 

64) 그렇기 때문에 보호부정설이라면 몰라도, 인격권설에 속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퍼블리

시티권설을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가령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98-299면]은 자기모순일 수 있다. 
65) 그것과 다르게 후천적 특징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임꺽정 

광고’ 사건(서울지방법원 1997. 8 .1. 선고 97가합16508 판결)에서는 배우 정○○가 

SBS드라마 ‘임꺽정’ 속에서 독특하게 쌓은 털북숭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타인이 임의

로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이런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보호범

위는 당해 드라마 이전부터 쌓여진 의적 임꺽정의 정체성과 구별되어 배우 정○○가 

분하여 새로 만든 임꺽정의 모습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박준석, “퍼블리시

티권의 법적성격 － 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 

제30호(2009. 12), 317-318면.
66) 사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주체성을 긍정할지는 논란거리

이다. 필자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긍정될 수 있다는 사견을 가지

고 있다. 더 자세히는 박준석, “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산업재산권, 제45호(2014. 12), 33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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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등의 사용자와 초상 등의 주체 사이에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퍼블리시티권을 위한 법적근거로 차목을 원용하기 곤란하다고 반박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가령 ‘당해 초상을 활용하여 상품판촉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 상품 A와 관련된 시장에서 당해 초상주체는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어서 임의로 초상을 활용한 판매자 갑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잘못) 전개할 때나 가능한 주장이다.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퍼블리

시티권자가 꼭 직접적인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제3자인 을에게 

당해 초상의 사용을 허락하고 을이 위 A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 B를 판매한 성

과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사용료의 금액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갑이 임의로 초상을 사용한 행위가 결국 널리 경쟁관계에 있는 을 및 

퍼블리시티권자 모두를 해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여하는 보호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

란이 존재하는데 만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물권적 성격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설령 차목이 퍼블리시티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규정이더라도 차목의 보호만으로는 

물권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물권적)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될 것

이다. 학자들 사이의 논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의도 하에 저작권⋅상표권과 

같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설계된 저작권법⋅상표법 등과 

다르게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행위를 객관적으로 규제하려는 주된 목적을 달

성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보호는 소극적으로 주어질 뿐인 부정경쟁방지법만

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67) 이런 성격을 중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점권을 부

여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상당히 유력하다.68) 그리고 필

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전반적 성격이 저작권법⋅상표법 등

에서 부여되는 전형적인 지적재산 독점권과는 성질이 다르며 불법행위 법리에 따

른 보호와 일정부분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69)에는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67)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

하여; 筆者註)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지향하므로 각 제1조에서 예외 없이 

특허권⋅저작권⋅상표권과 같은 권리보호를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지적재산권 법률들

과 차이가 있다. 오히려 “(독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筆者註)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을 선언한 한국의 경제법(여기서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맥락이 닿는다고도 볼 수 있다. 
68)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각주 80번 참조.
69) 가령, 제약 없이 자유롭게 양도가능한 상표권과 달리 미등록 주지저명 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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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법행위 법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퍼블리시티

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형적인 독점권을 부여할 뿐인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축성이 있어 좋다는 입장이다.70)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

극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부정경쟁행위를 규제

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주어진 보호가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지위라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이런 대세적인 지위는 만일 ‘물권 대 채권’, ‘절대권 대 상대권’ 등 

이분법적 분류구도 하에서 굳이 어느 쪽과 더 친밀한지 판단한다면 각각 전자의 

권리(물권, 절대권)에 가까운 것으로서, 후자의 권리에 가까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차목이 부여하는 보호는, 물권법정주의

를 유추적용받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다.

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 관련 퍼블리시티권 사례 촌평

2013. 7. 30. 개정으로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 1. 30.

부터 시행되어 아직 그것이 적용된 분쟁 사례가 많이 쌓이지는 못하였기에 퍼블리

시티권 보호가 차목과 관련하여 다투어진 사건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몇 건의 사

례가 주목할 만한데 다름 아니라 앞서 언급한 2015년경 서울고등법원의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71)과 2014년경 서울서부지법의 ‘네이트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72)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 2건 모두 차목 위반이 다투어진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보호

부정설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중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은 ‘퍼블리시티

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침해대상은 인격권인 성명권에 불과하므로 설령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

는 식으로 차목 위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는 양도가 일정하게 제한된다는 점은 아래 각주 80번 참조. 

또한 이 글의 관심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차목 등 부정경쟁행위와

는 별개이지만, 영업비밀의 보호(동법 제3장)에 있어서는 금지청구권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는 물권 부여라기보다 오히려 불법행위법리에 따른 보호에 가깝다고 필자

는 이해한다[자세히는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 스티스, 제114호(한국법학원, 2009. 12), 163-165면 

참조].
70) 이런 견지는 박준석(각주 65), 312면 각주 43번 등 참조.
71)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각주 11번).
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각주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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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2건의 키워드검색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피고 검색엔진이 타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차목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73) 즉 당해 인터넷 검색엔진이 검색키워드 광고

주의 요청에 순응하여 검색광고를 구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광고가 포함된 검색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런 과정에 있어 검색엔진 자신은 직접 

문제의 소지 있는 광고 구성 등을 행한 주체라기보다 광고주와 이용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그런 지위에서 검색정보제공이라는 공익적 기

능을 수행하려고 타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요지이다. 

그렇지만 설령 위 판결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피고 인터넷 검색엔진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게 허용한다고 하더라

도74) 원고들의 초상⋅성명 등을 자신의 키워드검색광고에 사용한 광고주는 (실제 

사건에서 비록 피고는 아니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책임의 추궁대상이 될 가능

성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2건의 키워드검색 관련 판결 모두, 광고주가 원고 연

예인들의 성명 등을 사용한 경위는 ‘연예인 ○○가 착용하였던 옷, 신발, 장신구이

거나 그러한 스타일(style)의 상품이다.’라는 뜻을 구매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검색

키워드에 넣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 측을 옹호하고 있다.75) 하지만 언론보도나 

73) “설사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인

정할 수 없어 성명권은 인격권으로 파악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그 1심에서는 아예 차목 위반이 주

장되지 아니하였다.
74) 사실 검색엔진의 키워드검색광고에서는 특정 키워드검색 요청에 어떠한 광고를 제시

할지에 관해 개별 광고주보다 검색엔진 사업자가 더 주도적인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오히려 검색엔진 사업자를 행위주체로 볼 여지가 크다(이런 사견은 박준석,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상표를 직접 사용한 자는 누구인가?”, 스티스, 제122호(한국

법학원, 2011. 2), 206면 등 참조). 다만 행위주체가 되더라도 그 행위결과에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려면 퍼블리시티권 영역에서도 인정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권리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더 넓게는 공정

사용(公正使用)에 의한 제한이 부과되므로 검색엔진의 활동은 최종적으로는 침해책임

추궁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다.
75) 비록 차목 위반 여부를 판시한 부분에서가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판단 내용이 실질

적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검색광고에 사용한 행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은 “검색이용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연예

인이 착용하였던 옷, 신발, 장신구 또는 그러한 스타일의 상품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

품들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

에 연예인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를 입력하고, 광고주는 원고들이 착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 朴俊錫  99

학술비판 등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광고주가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성명 등을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퍼블리시티권(다만,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인격권

으로서의 ‘성명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한층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건의 키워드검색 관련 판결 모두 보호부정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신의 상품에 관해 연예인이 착용하였거나 

그런 스타일의 것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연예인 성명을 사용한 경우가 ‘인격권’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나름의 논리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뿐만 아니

라 상표법상의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가목 및 나목의 표지(標識) 보호, 나

아가 퍼블리시티권설에 따라 구성되는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도, 

당해 권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스스로의 상품 특징을 설명하거나 혹은 기

술(記述)하기 위하여 권리의 대상(여기서는 성명)을 사용한 경우라면 권리침해행

위가 아니라는 엇비슷한 논리가 존재한다.76) 결국 위 2건의 판결과 같이 보호부정

설을 취하든, 아니면 사견처럼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든지 간에 판결들의 이 부분 

판시부분이 보편적 견지에서 타당한지 여부는 과연 광고주의 주장처럼 연예인 성

명이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판

가름 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만일 검색결과의 링크로 연결된 광고주의 

웹사이트에서 가령 ‘이 티셔츠는 연예인 김남길이 착용한 것과 같은 스타일로 제

작된 것입니다.’라고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남길’이란 성명이 등장하였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검색키워드에서부터 ‘김남길 티셔츠’라고 제시하는 것77)은 설명

용하였던 옷, 신발, 장신구 또는 그러한 스타일의 상품을 지칭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

의 성능이나 특징을 압축하는 표현으로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

를 사용하므로, 이는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네이트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

에서 역시 대동소이하게 판시하였다.
76) 먼저 상표권의 경우 우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를 통하여 타인이 자기의 상품에 

관해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설명하거나 혹은 기술(記述)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

정경쟁방지법의 가목 및 나목의 표지(標識) 보호에 관해서도 관련 조항이 없지만 마

찬가지로 풀이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성질상 상표권상 상표나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및 

나목의 표지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설

명적⋅기술적으로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 법리가 거부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77) 위 2014나2006129 판결이 예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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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이라기보다 유명연예인 ‘김남길’의 성명이 가진 고객흡입력에 편승하여 고

객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더 많을 것이다.78) 

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가능성 등

사실 ‘퍼블리시티권설’ 안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가능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제각각의 입장으로 갈릴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권

의 일반적인 속성에 따라 양도성을 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은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다양하게 열거된 보호대상들

이 양도성을 가지는지에 관해 침묵하여 왔다.79) 사실 논란이 치열하지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설명되기도 하는 ‘미등록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조차도 최소

한 당해 권리자의 지위 이전과 더불어서라면 당해 표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80) 만일 차목에 근거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78)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퍼

블리시티권설을 취하는 견해 중에는 그 권리가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가깝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견지에서는 ‘타인이 스스로의 상품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

이 허용된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논리가 존재하지 않아 본문과 같이 판결들을 비판

한 서술이 직접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법리에서, 타인

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영리성을 가진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만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최근의 대표적 판결례로는 ‘Be The Reds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저작권법에 비추어도 이번 사건의 판결들

이 취한 입장을 선뜻 긍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79) 그것 말고도 상속성이나 존속기간 등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80) 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퍼블리시티권의 성질에 적합한 보호를 부여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최근 신설된 차목이 가장 적합한 근거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런데 차목이 속한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사실 한국 지적재산

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표법 등 다른 지적재산권법들과

는 확연히 다르게 상표권 등 배타적인 독점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 

즉 적극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이 아니라 마치 공정거래법과 

같이 부정한 경쟁행위를 객관적으로 규제하려는 태도, 즉 그런 규제의 과정에서 개인

의 권리는 소극적으로 주어질 뿐이라는 태도를 채용[이에 관해서는 박준석(각주 58), 

49면 이하 참조]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이런 태도를 중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예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 아니라거나 혹은 적어도 그 권리가 양도가능한 것이 아

니라는 견해가 일본과 한국에서 상당히 유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저작권⋅

상표권 같은 전형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구별된다는 점에서는 필자도 공감하지만, 

위 견해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앞선 견해에서 가리키는 ‘권리’ 혹은 ‘양도

가능’의 뜻이 통념과 차이가 있음을 독자들은 유의하여야 한다. 즉 위 견해에서 

‘권리’란 상표권 등과 같이 전형적인 독점권만을 뜻하며, ‘양도가능’이란 어떤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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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하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할 때, 퍼블리시티권은 위와 같은 전통적인 보호대상

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양도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보호하여 온 대상들, 가령 미등록

(未登錄) 주지저명(周知著名) 표지와 같은 보호대상에 관해서도 양도성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정도라는 사실은 퍼블리시티권을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으로 보호하느냐를 둘러싼 다툼에도 시사점이 있다. 퍼블리시

티권설을 비판하는 입장이 내세우는 강력한 반대논거 중 하나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등에 여전히 모호함이 있거나 견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대세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가목의 권리 등도 그 양도성 등에 관해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으로 양도성 등을 인정할지에 관해 여전

히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대세효를 가진 권리로 인정받는 데 

없이 자유롭게 양도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관련 논의를 여기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비평하는 것이 지면제약상 불가능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가 양도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위 견해의 설명만큼은 이 글의 목적상 짧게나마 부연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예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위 견해에 관해

서는 박준석(각주 28), 34면 이하를 참조할 것]. 가령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지적재산

권법학자인 나까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대

상은 권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상속⋅라이센스⋅담보권설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경제재(經濟財)로서는 확고한 것이라는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中山信弘, 特許法, 第2版(弘文堂, 2012. 9), 16頁]. 그러나 위 설명은 부정경쟁방

지법상의 권리가 상표권 등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혹은 부동산 물권처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닐 수 있음을 가리키는 범위까지만 타당할 

뿐이다. 가령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각 제2조에서 가장 처음에 

규정함으로써 첫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未登錄)의 주지저명(周知著名)한 상

품표지의 경우 당해 표지의 사용자라는 지위로부터 독립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

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해당 문구는, 상표

권 관련조항에서처럼 독점권자인지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당해 표지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타인의 침해적 사용으로 야기될 일반공중의 혼

동을 방지하고자 그 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경쟁행위를 객관적으로 규제하려는 태도를 취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관점이 반영

된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런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관점에 따르더라도 당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의 실체와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가능

하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이나 도메인이름 등 상당히 이질적인 

대상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상이 모

두 미등록 주지저명 표지의 경우처럼 영업의 실체와 더불어서만 양도할 수 있을 뿐이

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차목에 포섭된 퍼블

리시티권도 영업비밀이나 도메인이름 등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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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향후 차목에 근거하여 인정될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도 사

정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 상속성을 가지는지에 관해서도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는 침묵하고 있지만 해석상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긍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긍

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존속시키지 말고 그 존속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그런 존속기간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권리주체의 사망시점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퍼블리시티권설에 대한 비판론을 제시한 인격권설을 취한 일부 학자81)

는 인격권 중 재산적 이익에 관한 권리에 관해 양도성을 부정하면서도 상속성은 

긍정하고 있다. 그 논리에 그대로 따르자면, 사망으로 비재산적 가치에 관한 인격

권 부분은 ‘사망자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상 사후에도 여전히 

존속하여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하는 자만 상속인이 될 필요성이 있을 뿐이지만,82) 

재산적 이익에 관한 인격권 부분은 “사망자의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라는 의미를 더 이상 갖지 않(고) 인격권 중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부

분은 그 주체의 사망 이후에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므로)” 이

러한 관점에서 그 상속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게 된다고 한다.83) 그러나 이렇게 인

격권의 재산적 이익부분에 관해 양도가능성은 부정하면서도 상속성은 긍정하려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고 본다. 이것은 원래 인격주체와 불가분적이고 일원적(一元

的)으로 기능하였던 비재산적 가치과 재산적 이익부분이 인격주체의 사망으로 인

하여 돌연 서로 다른 법적 효과에 놓이게 된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설명이자, 원래 

인격권의 일부였던 재산적 이익부분이 경위야 어찌되었든 타인(상속인)에게 귀속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인격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84) 이와 관련하여 인격권설

이 독일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원론을 취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은 아

래 해당부분85)에서 다시 분석하기로 한다.

81)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19면 및 341-346면. 
82)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41-343면.
83)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45-346면.
84) 인격권설을 취하는 견해 중에서도, 이렇게 상속성을 긍정하는 논리만큼은 모순이라면

서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으로는 안병하,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한독법학, 제17호(한독법률학회, 2012. 2), 103면 및 같은 이(각주 10), 33면.
85) 각주 124번 및 해당 본문 이하의 설명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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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보완적 입법필요성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신설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한 명문의 근거가 존

재하지 아니하여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만 여전히 입법적 해결이 있어야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여전히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특허법⋅

저작권법 등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와 여러모로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근거규정하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특

허법⋅저작권법 등과는 달리 아주 단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단 퍼블리

시티권뿐만 아니라 미등록 주지저명 상품표지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보호대상들 전반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될 만한 모호함86)이 일부 존재한다. 

원칙론으로 이런 모호함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근간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어서 굳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는 배려를 

입법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이나 

상속성, 구체적인 구제수단,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조정에 관해서는 굳이 

입법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이나 상속성에 관해서는 바로 

앞의 항목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구제수단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보호하는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및 제5조

가 부여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조문의 개수가 

소략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 때문에 굳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

를 포함하여 더 넓게는 공정사용 법리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가, 상표법

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풀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 법리를 따르게 되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에서만큼은 유독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름 아니라 존속기

간이 그러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석론에 따르면 그 보호대상들은 관련된 지위가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86)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 등처럼 권리부여형 입법이 아닌 행위규제형 입법에 해

당하므로 저작권⋅상표권 등과 같은 독점권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를 구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에 관해서는 박준석(각주 28), 34면 

이하 참조], 다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대상들과 달리 유독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선의

(善意)인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한 경우 금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영업비

밀보호의 성격 논란(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참조),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다툼 등이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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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상품표지⋅영업표지 등 다른 보호대상들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당해 표지가 공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당해 표지의 식별력

(識別力)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87) 설령 ‘표현의 자유’

라는 대립된 이해관계가 처음부터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표지에 관한 독점을 당해 

법인 등에게 영속시킬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본질적

으로 일정시점에는 사멸하여 그 이후 대개는 공중으로부터 점차 잊히는 자연인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이 상이하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 영속(永續)한다고 취급하

는 것은, 상품표지⋅영업표지 등 다른 보호대상들이 영속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지

나치게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입법

자가 특별히 보완적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차목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퍼블리시티권88)에 관해서는 타인이 사망한 뒤로부터 ○○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 될 것이다. 물론 민법상 

소유권과 같이 영구히 존속하는 독점권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기간

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자는 제안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당초 30년으로 설정되었

다가, 50년으로, 다시 최근에는 70년으로 계속 연장된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

법자가 인위적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질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은 논리 필연적으로 분명

한 선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제약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입법자가 결정하면 될 문제에 불과하다.89) 

더 나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예 차목과 같이 다른 대상들도 포함하는 

일반조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예 퍼블리시티권만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특별 

조문을 만드는 방법도 입법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이런 특별 

87) 이것은 본래 영속하는 법인이 표지의 권리자가 되어 당해 표지의 식별력을 지키거나 

더 높이는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반대로 영업

에서 표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나 

나목이 요구하는 ‘미등록 주지저명’ 관련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아예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88) ‘퍼블리시티권’이란 명칭은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다 적

절한 국문 대체어를 실제 입법에서는 사용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89) 같은 입장으로는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2d.  ed (2009. 3. 

Updated, Westlaw Database) 및 송영식 외 6인, 지 소유권법(하)(육법사, 2008. 11) 중 

이대희 집필부분,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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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90) 현재도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들 중에는 민법에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조항91)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려는 법안92) 및 ‘인격표지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단행 법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려는 법안93)이 존재한다. 필

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 사용이라는 형식을 떠나 보호부

정설⋅인격권설⋅퍼블리시티권설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

로, 향후 입법에서도 그 형식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양도성이 있는 독립한 재산

권으로서 초상⋅성명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면 이 글의 목적, 나

아가 한국에서의 그동안의 논의가 의도하는 바가 상당부분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안들은 아주 세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필자의 사견과 차이가 

90) 퍼블리시티권 관련 특별입법의 시도 사례로 2005년 박찬숙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

안, 2009년 이성헌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 2012년 박창식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존재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틀 안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 점이 특색이며 그중 박찬숙, 이성헌 의원의 

각 법안은 양도성을 긍정하고 상속성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작권법적 시각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접근하는 태도에 반대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할 것을 주장

하는 의견으로는 박준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 유명인의 

유사물(類似物)을 이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2권(한국산업재산권법학

회, 2007. 4), 179면 이하;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을 중

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29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 8), 172면 이하; 박준석

(각주 65), 297면 이하 등이 있고, 이들과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이해되는 미국의 유력

한 견해로는 Mark A. Lemley, “Ex Ante versus Ex Post Justif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71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29 (Winter 2004), pp. 147-148를 참조

할 것.
91)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

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66조의3을 준용한다.
92) 2013. 8. 23.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위 각주의 내용과 같은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동 법률안이 역시 제안하고 있는 제766조의2 내지 4로 규정될 

인격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한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함을 동 

개정안의 발의문과 국회검토보고서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입법안은 김재형 

교수의 제안(각주 10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다.
93) 2015. 1. 13. 길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별

도의 단행법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권’이란 명칭하에 보호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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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적정한 기간을 넘어 너

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전개된 다툼을 입법적으로 종결시킨다는 큰 장점이, 당해 

법률이 가졌을지도 모를 일부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법률

안이 아니더라도 향후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수립에 의하여도 그런 지루한 다툼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특별한 입법에서든 혹은 앞서와 같이 위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

간 제한을 위해 향후 보완할 단서조항의 입법에서든,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다툼에 참여한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채용하였거나 언급한 것이

어서 편의상 채용한 것일 뿐 입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미국식 외래어를 

쓰기보다는 더 적절한 국문 용어로 치환하는 것이 당연히 더 바람직하다. 길게 언급

할 이슈는 아니지만 사견으로는 당해 ‘초상재산권’94)이란 표현보다는 ‘인격표지권’

이란 용어 등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퍼블리시티권 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1. 총설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최근 재판례인 2015년경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95) 및 2014년경 ‘네이트 연예인 키워드검색’ 판결96)들은 보호부정설을 취한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오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하

에서는, 위자료 배상) 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다.97) 이런 태도는 종전부터 퍼블리시

94) 박찬숙 의원안(각주 90번 참조)에서 채택하였던 표현이다.
95) 각주 11번 참조.
96) 각주 12번 참조.
97) 먼저 2014나2006129 판결(각주 11번)의 경우 “… 성명권은 인격권으로서 성명에 관한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다음(판결문 7면)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어 성명권은 인격권으로 파악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판결문 10면) 나아가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침해 여부

에 관하여 주로 “타인의 허락 없는 영리적 사용”(여기서의 ‘영리적 사용’은 타인의 영

리적 사용행위로부터 비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받을 권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3가합32048 판결(각주 12번)의 경우 퍼블리시티

권을 부정한 다음 예비적으로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위 두 사건 모두 원고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오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2013가합32048 판결은 이해하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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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권을 부정하던 판례 나름의 논리를 변함없이 계속 승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신적 충격(혹은 비재산적 가치 침해)에 관한 위자료 배상만을 

검토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경우와 비교

할 때 그 판단기준이 너무 상이하고, 특히 유명인을 위한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현저하게 미흡한 과소배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지극히 부당하다. 덧붙여 혹자의 

오해도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에 중점을 둔다고 하여 

반드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하에서 

이런 점들을 상세히 분석해본다.

2.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 사이 판단기준의 상이성

위 2건의 판결들이 내려지기 이전의 주장이었지만, 퍼블리시티 침해사안에 있어 

인격적 이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이 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상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양자의 배상이 따로 분리된다기

보다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혼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98)함으로써 그 주

장의 취지상 굳이 재산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존재하

였다. 하지만 이는 부당하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위자료 산정에서는 가령 침

해방법이 금액산정에 있어 중요요소 중 하나이지만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그 침해

방법의 태양 차이는 거의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우리 판례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자료의 보충적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99)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산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부정하고 반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위자료 지급을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지만, 일

부 하급심 실무에서는 위자료 지급을 재산적 손해배상 수단에 보충하는 지위가 아

서는 변론주의의 한계에 따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지

만 2014나2006129 판결은 위와 같은 선언과 판단 부분의 법리설시를 통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보호부정설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98) 정경석(각주 7), 127면 및 143면. 다만 동 저자의 입장이 이 글 목적상으로 엄밀하게 

보아서는 인격권설이라고 하기 어려움은 앞서 설명하였다. 
9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

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108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4호 (2015. 12.)

니라 경우에 따라 그것에 갈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100)이 왕왕 드러나곤 

한다.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가 이런 변칙적인 실무를 규제하고자 하였지만101) 재

산적 손해에 관한 입증 곤란을 우회하여 법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위자료로 

갈음하거나 보충하려는 현실적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하급심의 경향

이 완전히 시정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하급심 실무를 그대로 놓고 보자

면, 굳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하지 말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거나 혹은 양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향후 실무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 이를 

수용하고 계승하여야 할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

3. 위자료로는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구제 미흡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사안을 보호부정설에 따라 파악할 경우 생기는 난점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배상의 기준으로는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기

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명인(有名人)의 경우 그 재산상 손해가 통상인의 그것과 

비교할 때 수백 배 이상으로 클 수 있는데 위자료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없다. 일반인과 특정한 유명인 A를 나란히 놓고 볼 때, 어떤 유형의 침해행위를 

상정하든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헌법 이념상 평등한 인격체들 사이에서 

정신적 고통이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 위자료 배상액에 그만큼 차이를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보호부정설에서 자주 간과하거나 혹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대중 앞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일반인들과 달리 유명인은 활동의 목적상으로 그런 노출

을 희망함이 일반적이어서 제3자가 그런 노출을 허락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

로는 인격적 가치의 침해로 의율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102) 그 때문에 인격

권 침해를 전제한 위자료 배상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가령, 누구나 선호할 만

100) 그에 따라 위 논자(각주 98번)가 지적하듯이 실제 결과적인 손해배상 총액에서는 재산

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금액이 부여되곤 한다.
10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다수.
102) 운동선수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대중적 명성을 획

득하려고 노력하여 왔다는 이유를 들어 공인(公人)의 프라이버시권 포기 이론을 적

용해 청구를 배척한 O’Brien v. Pabst Sales Co., 124 F.2d 167 (5th Cir. 1941) 판결 

참조. 이런 판결의 논리에 대응하여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퍼블리시티

권의 인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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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상한 이미지로만 구성된 커피광고에 유명연예인이 등장하였는데 당해 광고계

약상의 흠이나 그 계약상 효력범위의 제한으로 실제로는 당해 광고주가 허락 없이 

유명연예인의 퍼블리시티를 사용한 것인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겠지만 

그 침해행위가 반드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수반한다거나 유명연예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103) 일부 사안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뜻밖에 

공개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적 권리를 긍정한 경우에 비추어 아주 미

미할 금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호부정설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명인은 그

런 공중에의 노출에 정신적 충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주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직업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뉴스

에 나오는 것과 달리 이름이나 사진이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되거나 상품에 표시될 

경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나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즉, 

자기가 출연할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침해된 데 대한) 불쾌감 및 대중

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광고에 출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우려 등의 정

신적 고통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고 할 것”이라는 주장104)이 과거에 있었다. 하지

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유명인의 손해배상소송을 가정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초상⋅성명 등을 널리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험이 많은 자가 그런 대

가의 지급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사용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불쾌감’이란 실제로

는 침해적 사용행위에 관한 금전적 이득을 상실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이 본질일 것

이다. 그럼에도 이를 ‘대중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광고에 출연한 것으로 받아들

일 것에 대한 우려 등의 정신적 고통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고 보아 일종의 인격

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 배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지나치게 기교적인 이론구성에 불과하다. 

한편 인격권설에서는 퍼블리시티권설을 취하였던 과거의 일부 재판례들이 재산

103) 가령 이런 해석으로는 일본의 ‘오냥꼬 클럽(おにゃん子クラブ)’ 사건의 항소심 판결

[東京高裁 平3.9.26. 平成２(ネ)４７９４ 判決 (判時1400号3頁, 知財判例集374頁)] 

참조. 여기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하는 사용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사용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법

에 의하는 한 해당 연예인의 주지성을 높이는 이상 원고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04) 한위수(각주 1), (상), 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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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

을 비판하면서 초상⋅성명 등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5) 왜냐하면 인격주체가 갖는 

초상⋅성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면에서 재산적 손해 말고도 정신

적 고통이 따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성명 등과 관련

하여 재산권적으로 보호받는 영역과 비재산권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 개념상 분명

히 구별되므로 손해배상에서도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이론상 모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비판은 일단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때 재산적 손해배상의 

금액에 비하여 위자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에 불과하다.

4. 재산상 손해배상에도 인격권이 더 적합하다는 인격권설의 논리 비판

가. 인격권 침해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민법학 일반의 논리와 관련하여

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종래 유력하였던 퍼블리시티권설을 누르고 한국에서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이 최근 두드러지게 된 데는 반대 입장을 취한 재판례들의 등

장 외에도 ‘인격권설’이라 이 글 서두에서 명명한 견해가 강하게 개진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우선 비교법적 차원과 관련해, 인격권설은 독일법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이 글 서두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법학자들이 생각하기 힘든 새로운 접근방법을 한국의 퍼블리시티

권 관련 논의 속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최적의 논리를 도출하는 데 큰 가치가 있

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106) 

그런데 인격권설에서는 종래 인격권의 보호 속에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굳이 독립

105)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56면.
106) 특히 종래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고 있던 논자들의 관심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여[이렇게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검토

로는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민사법학, 제68호(한국민사법학회, 2014. 

9), 503면 이하 참조], 전자의 청구와 달리 후자의 청구에서는 권리자의 실손해액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퍼블리시티 권리자

에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설 등에 의한 경우와 인격권설에 의한 경우의 각 법적구제 수단

별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한 것(이는 권태상, 앞의 책, 348면 이하 및 358면 이하 

각 참조)은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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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인격권에 근거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청구에 있어 적용될 법리가 통상적인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107) 그러나 인격권설의 위와 같은 전제, 

그리고 구체적 논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아래 항목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우리 민

법학이나 관련 판례의 최근 논의 흐름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거나108) 혹은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종래의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에 의한 구제가 일정 요건하에 부여될 수 있다는 수정

된 입장을 취함으로써109) 결국 침해가 문제된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특별히 한

정된 유형의 구제수단만을 부여하던 종전 태도에서 뚜렷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런 새로운 민법학의 흐름은 얼핏 보아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격권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될 수

도 있다. 일단 민법상 특정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구제수단 사이의 상호 

긴밀하였던 연결 고리를 종전보다 약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

대로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자, 지적재산권법학자인 필자의 

능력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는 있겠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 

우리 민법학이나 판례의 기존 논리는 인격권 등 비재산권과 재산권의 상호 개념 

획정 및 구분에 있어 다소 복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격권’ 및 ‘재산권’에 관

하여, 총칙 차원의 설명에서는 일단 ‘인격적 가치 혹은 그 비재산적 가치를 보호하

는 권리’ 및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각각의 본질을 중심으로 개념을 

107) 인격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일하다

는 취지의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61면. 안병하의 글(각주 5) 및 같은 이의 다른 

글(각주 106)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취지상 같은 의견으로 짐작된다.
108) 이런 설명은 정상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통권 제630호

(법조협회, 2009. 3), 15-16면. 사실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사법 실무에서

는 재산권이 침해된 불법행위 사안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가능

함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였다. 가령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등 

다수. 
109) 이런 새로운 판례는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각주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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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는 듯하다.110) 그런데 실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구제 부분에서

는 마치 ‘인격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가깝게 상

정하여 본질이 아니라 그 보호의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듯한 입장이 보인다. 

그런 태도의 차이 때문에, 총칙 차원에서 권리의 본질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한 

바에 그대로 따르자면, 단지 침해행위의 대상이 ‘재산’일 뿐 당해 재산이 가진 핵

심적 성격인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 따로 이례적으로 내재하는 비재산적 가치가 침

해되었을 뿐이어서111)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의문 없이 설명112)되어 왔다. 반대

로 ‘인격’(혹은 인격체)을 침해대상으로 삼았을 뿐 당해 인격체가 지닌 핵심적 성

격인 비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따로 인정될 만한 재산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이 문제

된 사안113)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

명114)되어 왔다. 이렇게 비재산적 가치 침해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일단 인정

한 다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지급을 명하거나, 반대로 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해 ‘인격권 침해’임을 인정한 다음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자칫 권리들 

상호간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저해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식

으로 설명하는 우리 민법학이나 관련 판례의 태도115)는 실로 오랜 연혁을 가진 

110) 가령 ‘인격권’을 채권과 물권 같은 재산권에 대비되어 생명⋅자유⋅명예⋅초상⋅성명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라는 요지로 이해하는 견해는 김재형(각주 10), 46-47면. 

지원림(각주 22), 37면에서의 ‘인격권’ 개념 설명도 ‘… 초상⋅성명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라는 요지여서 ‘…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다. 두 

학자 모두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로 인격권을 정의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함께 참고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산권’은 구체적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설명은 지원림(각주 22), 36면.
111) 가령 특정인에게는 소중한 기념이 되는 사진이지만 그것이 이미 너무 낡아 시장에서

는 타인에게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을 침해자가 잔인하게 불태우거나 오

염시켜 손괴한 경우가 그러하다.
112) 위 69다2016 판결 등(각주 108번) 참조.
113) 가령 특정인의 신체가 상해를 당하여 치료받는 과정에 지급한 거액의 비용만을 그 

가해자를 상대로 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114)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박영사, 2012), 465면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치료비 등의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한 다음; 筆者註) …생명⋅신체 이외의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에

도 재산적 손해가 생긴다. 어느 경우에나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명예

⋅신용⋅정조 등의 침해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문제로서 해결되는 일이 많

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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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며, 그 태도의 당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학이나 판례에서 ‘인격권’의 범주 안에 

경우에 따라 포함시키는 재산적 이익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인격권설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인격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단지 인격 혹은 인격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재산적 이익을 훼

손하여 그것이 지탱하는 인격 등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재산

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인격 등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 그치

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타당하다.116) 요컨대 당해 재산적 이익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할 지위를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재산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보호가 ‘인격권’의 이론 하에서 주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된다.

다만 ‘인격권’과 ‘재산권’의 구별이 아니라, ‘비재산권’과 ‘재산권’의 구별에 관해

서라면 현재 우리 민법학에서는 양자 사이의 결정적 구분 기준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 지위와의 불가분적 결합 여부로 판별하고 있다.117) 민

법학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자면 ‘비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 또는 가족관계에서

의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는 권리”로 인격권과 가족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밖의 모든 권리들은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한다.118) 이때 인격권의 정의(定義) 부분

만을 추출한다면 ‘(양도불가능하게) 인격이란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는 권리’

가 그것일 것이다. 이런 정의는 인격권을 ‘순수한 인격적 가치(등)에 관한 권리’라

고 앞서 정의한 것과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양도불가능하지만 재산적인 

가치가 인격권의 개념 안에 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이다. 실제로 인격권

설은 ‘우리 민법상 인격권이 비재산권이더라도 재산적 이익이 없는 권리라는 뜻이 

115) 인격권과 재산권 이외의 권리에 관해서도 엇비슷하다. 가령 상속권의 경우 재산적 

이익에 관한 것임에도 이를 비재산권에 포함시키는 입장과 재산권으로 취급하자는 

입장이 다투어지고 있다[이는 지원림(각주 22), 37면 참조].
116) 가령 사람의 신체는 인격권의 대상이지만, 그 신체를 침해하는 타인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지급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

러 기업의 명예 등을 비방광고로 훼손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비방광고의 부정적 효과

를 일소하는 데 필요한 대응광고의 비용 지급을 명한 사안을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에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제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한다(이는 정상조

⋅권영준, 앞의 글, 16면에 따른 권영준 교수의 제시이다).
117) 이것은 환언하자면 결국 ‘비재산권’은 양도불가능한 권리이고, ‘재산권’은 양도가능한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118) 곽윤직⋅김재형(각주 22), 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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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지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권리라는 뜻에 불과하니, 퍼블리시티와 

관련된 재산적 이익이라도 인격권 개념 안에 넣어 보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

다.’는 요지로 주장하고 있다.119) 이런 주장은 ‘비재산권’과 ‘재산권’의 대별에 관

한 민법학의 구분 기준에는 형식적으로 부합한다. 하지만 영리행위로부터 소극적

으로 간섭당하지 않을 지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상⋅성명을 사용하여 영리행

위를 벌일 지위까지 인격권 안에 넣는 것은 자칫 인격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기

부정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학이나 관련 판례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침해가 문제된 권리

의 법적 성격에 따라 특별히 한정된 유형의 구제수단만을 부여하던 종전까지의 입

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에 보기 힘든 유형의 민사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상 필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

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일정한 요건하에서나 가능한 예외적 취급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해 

인격권설이 여전히 인격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취급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이익 보호

가 예외적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원칙적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격권 침해

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구제되는 재산적 이익 보호가 인격적 가치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더불어 최소한 대등한 침해구제수단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 적극적 영리행위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인격권에 포함시키는 논리자체의 검토

인격권설을 지지하는 최근 견해들은 왜 인격권의 보호 속에 초상⋅성명 등을 영

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우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침해행위로부터 자유로워

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

므로 인격권은 소극적⋅적극적 측면의 내용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런 

시각에서 첫째,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인격발

현에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초상⋅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격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둘째, 사람의 동일성표지

119) 이는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83-284면 및 앞의 학위논문(각주 5), 290-291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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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업적 이익 추구를 위해 객체화되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서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사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표지의 상업적 이

용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20) 비평하건대, 이 견해

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동원하지 않은 비교적 간명한 설명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인격에 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권 속에 타인의 영리적 사용행위로부터 소

극적으로 보호받을 비재산적 가치 보호가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런 소극

적 배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부터 곧바로 인격체 자신의 적극적 활용 내

지 타인에게 허락할 권리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논리비약121)이 있다.122) 바꾸어 말

하자면 타인의 영리적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재산적 가치로 보호받을 권능

이 인격권 본연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과 ‘인격의 상품화’ 위험을 자칫하면 겪을 

수 있을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영리를 추구하고자 인격주체 스스로가 혹은 타

인에게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권리까지 부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전혀 차원

이 다른 것임에도, 전자의 사실로부터 곧장 인격권의 보호에 있어 영리적으로 적

극 활용할 재산적 이익 보호가 불가분적이라고 결론내리고 만 것이다. 물론 위 견

해 스스로 ‘인격권은 소극적⋅적극적 측면의 내용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하여 영

리행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 측면뿐 아니라 적극적 측면을 지적하는 듯하지만, 구

체적 설명에서는 왜 적극적 측면까지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관해 설명이 부족한 느

낌이다. 

다음으로, i) 인격권의 주체와 당해 법익 사이에 소유권 유사의 지배관계가 인정

되고 ii) 아울러 인격권에 그동안 부여된 비재산권적 방어권만으로는 외부효과의 

효율적인 내부화가 어려울 것 등 2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때라면, 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법익의 재산권적 귀속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견해이

다.123) 첫 번째 요건은 당해 법익이 명확히 특정되고 의심의 여지없이 인격권의 

주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실질적 구현을 가져 지배대

120)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83면 및 288-290면; 같은 이,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

시티권”, 민사법학, 제59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6), 55-56면 각 참조.
121) 가령 생명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 속에 장기매매 등 생명 경시의 상품화 행위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곧바로 당해 생명의 주체에

게 자신의 장기에 대한 상품화 등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122) 위 견해 이전의 글이지만, 재산적 이익에 대한 자기결정권만으로 곧장 인격권의 재산권

적 귀속내용을 이끌어내는 시도가 성급하다는 비판론은 안병하(각주 5), 111-112면.
123) 안병하(각주 5),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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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될 수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한다. 한편 두 번째 요건은 타인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인격주체의 법익을 임의 사용함에 대항하여 비재산권적 방어권 행사에 

따른 위자료 청구만으로는 그 임의사용에 따른 침해자의 경제적 이윤이 더 큰 

까닭에 임의사용을 근절시키기 어려워 그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이른바 소유권의 인정근거에 관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이론에 의탁하여 앞서 비평한 견해의 흠을 메꾸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의 경우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적극적 보호가 긴요

하다는 점은 설명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도입된 재산권 부분이 왜 인격주체에

게 계속 귀속되어야 하고 양도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정작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소유권이 전전 양수되듯이 위 재산권 부분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달성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인격권설의 일원론적 접근방식과 한국저작권법 등과의 불균형 

인격권설은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인 초상⋅성명 등에 관해 독일 법제가 취하는 

태도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상⋅성명 등에 관한 법적보호

에 있어, 인격권의 개념 안에 재산적 이익보호까지 포함시키고 그 재산적 이익의 

양도는 부정하면서도 그 재산권 이익부분의 상속은 판례가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

하여 이례적으로 긍정하고 있다.124) 아울러 이렇게 양도성과 상속성에 대한 상이

한 취급은 독일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관하여 재산권 부분이 독립하여 따로 존재하

지 않은 채 인격권이 중심이 된 권리의 일부에 속할 뿐이라는 이른바 일원론(一元

論)을 취하면서 저작권 중 재산권 부분의 양도조차 금지하는 대신125) 그 상속만큼

124) 독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응하는 부분을 인격권의 일부일 뿐이라고 취급하고 

있다. 인격권의 철저한 보호를 강구하려는 구체적 방책으로 인격발현에 불가분적으

로 연결된 초상⋅성명 등 일정 징표에 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까지 인정하면서 그런 

재산권적 구성부분이 일신전속적이라고 보아 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판례는 1999. 12. 1. 판결(BGH, NJW 2000, 2195 － Marlene Dietrich)을 통해 그런 재

산권적 구성부분이 상속될 수 있다는 것과 상속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상속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권리를 인격권으로부터 독립한 별개 권리로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은 안병하(각주 10), 28-29면]. 한편 위 판결과 같은 날 독일연방일반대

법원(BGH)는 Marlene Dietrich의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지위에 있

는 당해 사건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BGH GRUR 

2000, 715 － Der blaue Engel)도 내렸다고 한다[이 문장은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156-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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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하고 있는 논리구조와 거의 흡사하다. 실제로도 독일에서 인격권과 퍼블리

시티권 상호 관련 논의는 저작권을 이루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관계설

정에 관한 독일 저작권법의 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작권에 관해 일원론

과 이원론의 대립이 있는 것처럼 인격권에 관해서도 일원론뿐 아니라 비재산적 가

치 부분과 재산적 이익부분으로 이분하여 각각 독립된 권리로 취급하려는 이원론

(二元論)이 존재하지만, 아직 독일에서는 판례가 지지하는 일원론이 확실히 우위

를 점하고 있다.126) 

하지만 인격의 산물에 관해 일원론을 기조로 삼아 저작권 및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이익보호에 모두 관철하고 있는 독일 입법자와 달리, 한국의 입법자는 적

어도 저작권법에서 이원론을 확실하게 취하면서 저작재산권에 관해서는 양도가능

성과 상속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이

익보호에 있어서도 초상⋅성명 등의 정신적 가치보호와 하나로 묶는 일원론을 한

국에서 취하는 것은 균형상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와 같은 이들이 이런 비

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미리 인식하여서인지 인격권설에서는 독립적으로 거래객체

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와 다르게 초상⋅성명 등은 인격주체와 직접 불가분적

으로 결합되어 상호 차이가 분명하므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27) 

같은 맥락에서, 독일 학자 콜러(Kohler)의 견해128)를 원용하면서, 저작물 등 지적

재산은 당해 주체로부터 확정적으로 분리되어 외부에 별개의 존재로 인식됨에 비

125) 독일 저작권법 제29조는 ‘저작권의 양도’에 관해 사망이나 유증의 결정이 없는 한 

저작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39조의 저작인격권의 합법적인 이전과 마찬

가지로 제31조의 이용권(Nutzungsrecht)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이용권 설정을 통하여 사실상 외국 입법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126) 이 부분 단락은 안병하(각주 10), 29-30면 및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92면 참조. 

한편 일원론과 이원론에 관해 자세히는 엄동섭(각주 10), 121-123면.
127)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92면.
128) 콜러(Kohler)의 등장 이전까지 독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관하여 정신적 소유

권(Geistiges Eigentum)설이 통설이었다. 정신적 소유권설에 의하여 종전까지 지적재

산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던 입장이 포기되었다. 콜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무

체재산권(Immaterialgüterrecht)설을 제창하였는데, 정신적 소유권설이 ‘소유물 절도’

라는 비유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성 인식을 강화한 기여만큼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인 것과 물건을 혼동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콜러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인간 밖’에 존재하지만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에 관한 재산권, 

즉 무형의 재산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이는 Claus 

Ahrens, Gewerblicher Rechtsschutz, 1. Aufl. (2008), S. 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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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상⋅성명 등은 그 주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심지어 당해 주체 

자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29) 

살피건대 인격권설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한국의 입법자는 초상⋅성명 등에 관해서도 가령 그것을 상표권의 대상으

로 활용하려는 경우 당해 인격주체와 분리하여 그 상표권이 양도가 될 수 있음을 

이미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130)과 배치된다. 

둘째, 설령 독일에서는 초상⋅성명 등이 인격주체와 불가분적으로 긴밀하게 결

합된 것으로 확고하게 이해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명제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인 것이라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국가의 문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인격권설 스스로가 독일의 관련 동향을 소개하며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131) 원래 저작물도 과거 독일에서는 초상⋅성명 등과 마찬가지로 인격

권의 대상인 것으로 취급되던 것이 나중에 학설의 입장 변경으로 저작물은 인격주

체로부터 분리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취급되게 된 연혁이 있

는 점, 아울러 초상⋅성명 등에 관하여도 1999년경 독일연방일반대법원(BGH)의 

판결을 통하여 상속성이 인정되어 타인(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은 거래계의 요청을 

수용한 태도변화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독일에서조차 향후 초상⋅성명 등

을 인격주체로부터 더욱 분리시키는 정책권자의 입장 변화가 없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상이한 환경에 처한 독일에서의 현재 대처방식을 참고하

는 것보다, 한국의 입법자가 이미 저작물에 관해서는 독일에서의 일원론적 취급과 

다르게 (저작)재산권 부분을 독립적 권리이자 양도가능한 권리로 규율함으로써 

(저작)인격권만큼은 계속 간직하고 있을 당해 주체인 저작권자로부터 훨씬 이탈하

기 쉽게 규율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훨씬 중요하다. 

셋째, 초상⋅성명 등이 저작물보다 일응 인격주체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더

라도 그런 긴밀한 결합은 초상⋅성명 등의 비재산적 가치 부분에 국한된다고 파악

함이 옳다. 인격의 비재산적 가치와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구성함에 있

어 일원론 혹은 이원론 중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원론을 

이미 취해야 가능한 결론적 견해로서 은연중에 미리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즉 ‘인격의 비재산적 가치’와 ‘인격에 관한 재산적 이익’ 상호간에도, 마치 ‘인

129) 안병하(각주 5), 100-102면.
130) 아래 각주 141번 및 해당 본문 설명 참조.
131) 안병하(각주 5),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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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체’와 ‘인격의 비재산적 가치’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처럼, 긴밀한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위 주장이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할 뿐 대개는 간특(姦慝)할 개연성이 있는 영리추구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인격주체’로서의 모습과 ‘인격에 관한 (적극적 영리행위에 대한) 재산적 이익’

은 오히려 이질적 성격이 없지 않다. 만일 저작인격권이 잘 구현되는 이상적 모습

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이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을 상호 거리와 비교한다면, ‘인격의 

비재산적 가치’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이상적 모습으로부터 ‘인격에 관한 재산적 

이익’ 보호 관련한 태양들은 훨씬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 한국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에 반하는 태도임

인격권설의 입장은 한국의 입법자가 드물게 인격권의 개념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어긋난다. 2005. 1. 27.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등 법익침해를 당했을 

경우 중재 등의 구제를 규정한 특별법인데, 언론보도로 침해될 법익으로 가장 대

표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명예에 관한 인격권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동 법률 

제5조132)에서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금지의무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타

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정의조항에서는 ‘인격적 가치’를 인격권의 중심으로 삼고 

있음이 일단 분명하다. 다만 위 문구 중 ‘…등’을 (확장)해석하여 재산권 내지 재

산적 이익에 관한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겠지

만, 같은 법률 제30조133)에서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격권 침해는 정신적 손해와 관련될 뿐 재산상 손해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위 법률의 인격권 정의에 따르면 인격권은 재산

132)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

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

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133)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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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위 조항이 언론보도의 피해에 관한 구제를 정한 특별법일지라도 그 피해의 주된 

대상이 인격권임을 고려하면, 위 법률의 인격권 정의조항이 비록 민법과 같은 일

반법상의 정의는 아닐지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법률

은 제5조의 인격권을 정의하며 헌법상으로 별개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풀이되는 

“생명, 자유,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까지 일괄적으로 인격권의 범주에 포섭함으

로써134) 입법기술상으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정작 재산적 손해는 인격권 개념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이 특

징적이다. 현행법 전체에서 우리 입법자가 ‘인격권’을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

에 해당하는 위 법률 조항의 정의가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 법제에서는 인격권이 

비재산적 가치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임을 적어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마. 그 밖의 검토

그 밖에도 인격권설은 인격권설의 배경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135) 우리 판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 포함 여부에 관해 가장 

직접적으로 판시한 사례136)에서조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

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따옴표는 필자주)를 가

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라고만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 전후 문맥의 해석상, 

타인의 영리행위로부터 소극적인 자유 내지 자기결정권만을 인격권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판례의 입장을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파악한다고 

할 때, 인격권설은 자칫하면 인격권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희석화하는 논리

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간단하게라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의 퍼블리시티권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의 각 법제가 가진 극명한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에 

134) 만일 제5조 제1항의 인격권 정의가 생명, 자유, 신체, 건강은 제외한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에 국한된다고 보게 되면, 

생명, 자유, 신체, 건강에 관한 침해를 당한 경우는 제30조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는 기이한 결과가 될 것이다. 
135) 이런 설명으로는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288면 등.
13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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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이다. 독일과 미국의 각 법제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히 퍼블리시

티권 논란이 직접 속하는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 Persönlichkeitsrecht)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137) 미국

과 달리, 독일 등 유럽연합이 현재 인격권에 관해 법률 제도 전반에서 아주 철저

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항상 언급되는 것이 나치즘 등 파시스트 국가시절 극단적인 인간도구화의 폐해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가장 큰 원인이다.138) 미국에서는 양도가능한 재산권의 하나

로 취급하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대응 논의에서도, 이런 철저한 보호 경향이 드

러나는 유럽에서는 인격적 징표에 관해 그 독립성과 양도성을 함부로 긍정하면 결

국 국가기관 등 타인이 엄청난 통제권한을 쥐고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 

내지 우려가 관련 법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짐작된다. 결국 한국에서 독립

되고 양도가능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지의 문제도 크게 보아서는 미국과 같이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우선할지 그렇지 않으면 독일 등 유럽연합처럼 개인의 프라

이버시 존중 내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엄중한 방어권 부여를 우선할지의 근본적 

정책 판단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Ⅳ. 퍼블리시티권과 인격체의 분리를 우려한 비판에 대하여

인격권설이나 보호부정설을 가리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설을 비판하는 공통 논거 

중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인격주체가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하는 초상, 성명 등의 징표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완전

히 상실하게 되어 인격의 상품화 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139)

하지만 이런 비판론은 자본주의시장에서 특정인의 초상, 성명 등이 일반공중의 

137) 이에 관해 유력한 문헌으로는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aw Journal 1151 (April 2004)를 참조할 것. 

여기서 저자는, 미국이 심지어 본래의 인격권 대상에 대하여서조차 자유로운 정보유

통을 우선시함에 비하여 독일 등 유럽은 인간존엄 내지 개인 인격권을 엄중하게 보

호하는 법제를 지켜와 차이가 극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38) James Q. Whitman, op. cit., p. 1165 참조.
139) 권태상, 앞의 책(각주 5), 317-319면 및 안병하(각주 5), 115면 등. 그중 후자는 양도

가능성 긍정이 궁극적으로 타인의 초상 등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인정하게 만들고, 

이런 강제집행으로 인한 인격 제약의 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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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은 결과 잠재적 고객들인 일반공중을 상대로 이제 엄청난 재산상 가치를 

띠게 된 현재의 추세, 그리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법리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

인 민사법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전적 대가가 수수되는 양도를 통하여 인격체와 

그를 징표하는 초상, 성명이 분리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런 민사법리

의 특별법으로서 새로운 고려가 진행 중인 한국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고려는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다.140) 

무엇보다 지적재산권법 중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141)의 경우 이미 명문으로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성명⋅초상 등이 상표권으로 해당 당사자와 별개로 거래

상 취급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권은 당연히 

제3자에게 다시 양도가능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그 유명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타인이 상표로 등록하

여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인바, 이렇게 상표권으로 등록된 초상⋅성명 

등이 영리활동에 쓰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유명인 스스로도 그런 등록

에 동의를 부여하는 데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게 되므로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

로 적극 활용하는 태양에 해당된다. 이런 태양은 퍼블리시티권에 있어 초상⋅성명 

등이 대가지급을 전제로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것을 광고 혹은 상품판매 등에서 상

업적으로 사용하는 양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전자의 상표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쓰인다면, 후자의 퍼블리시티 대상물은 대체로 자기상품의 고객흡입력향상 

내지 판매촉진을 위해 조력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때 인격주체와 인격적 징표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만일 인격의 상품화 혹은 

그에 준하는 법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분리가 위 상

표법 조문이 적용될 상황에서처럼 인격주체가 타인에게 상표권 등록을 허용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든, 그렇지 아니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하는 것에 의해 생기

든 간에 가리지 않고 엇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해야 옳을 것이다. 

140) 물론 후자의 성질을 띠더라도 여전히 그 출발점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이익과 결부된 

면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상 가치가 압도적인 경우가 등장하였고 이런 경

우들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의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41)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

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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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판론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만일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

은 상표등록허용이든 퍼블리시티권 양도든 구체적 분리사유를 가리지 않고 일단 

인격주체와 그 인격적 징표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가 이미 위 상표법 조문에서 그런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판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분리가 외국이 아닌 적어도 우리 법제상으로

는 전혀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폐해를 낳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결

과이거나 혹은 설령 그런 우려가 일부 사실이더라도 현대산업사회에서 특정인의 

초상⋅성명 등 징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허용할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판

단한 이익형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 양도에 의한 경우보다 

상표법의 위 조문과 관련하여 인격적 징표가 인격체와 분리된 경우가 인격권설이 

우려하는 폐해의 발생 가능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142) 

우리 입법자143)는 상표법의 위 조문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를 인정하게 되면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한 인격주체

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격권(영리적 이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할 권리)과 퍼블리

시티권 양수인이 현재 가진 퍼블리시티권(적극적으로 활용할 권리)의 활용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권리 충돌은 한국의 지적재산권법학 입장에서

는 전혀 생경한 것이 아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이미 저작권법에서 경험하고 

관련 조치를 행한 바 있으므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즉 인격발현물에 관한 인

격적 권리(저작인격권)와 그 대상을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적 권리(저작

재산권)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의 권리충돌 조정방법이 이미 저작권법에 여럿 존재

한다. 가령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창작

자에게 남아있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公表權)과 양수인의 저작재산권 행사도중 

일어날 수 있는 공표행위와의 충돌문제144)를 해결하고자, 저작재산권 양도가 있는 

142)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 양자 모두 그 영리적 활용이 목적인바, 영리적 활용에 있어 

퍼블리시티권 양수인은 해당 징표를 대체로 상품광고에 조력하는 내용으로 등장시킬 

뿐이지만 상표권자는 타인의 성명 등을 아예 상표권자 자신의 출처(出處)를 표시하

는 징표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당해 성명 등이 귀속될 인격주체 입장에서 볼 때, 단

지 퍼블리시티권 양수인의 광고에 조력자(助力者)로 등장할 때보다 상표권자가 인격

주체 자신의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광고할 때 느끼는 정신적 부담 내지 잘못된 사용

에서 야기될 폐해가 더 클 것이다. 
143) 반대로 독일 상표법에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44) 비전문가를 위해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은 저작

인격권 중의 하나여서 양도할 수 없어 저작물 창작자가 계속 가지고 있지만,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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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런 사실로부터 저작인격권자(저작자)는 당해 양도목적물 원본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5) 이런 규정을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의 상황에 적절히 응용하자면, 만일 인격권을 가진 초상⋅

성명 등의 주체가 타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퍼블리시티

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상⋅성명 등의 통상적 활용에 대

해서는 인격권에 근거하여 소극적으로 그런 영리행위로 인한 방해배제를 구하기 

곤란하다고 비교적 쉽게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우리 입법자는 타인이 특정

인의 초상⋅성명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양수한 뒤 그것을 기화로 원래 인격주

체의 인격권적 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전히 명예훼손[경우에 따라서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일반 민사 및 형사 법리에 따라 여전히 통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하여 보완을 꾀하고 있다. 

Ⅴ. 퍼블리시티권으로 한류를 지원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격권설이나 보호부정설이 공통적으로 가진 

큰 흠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퍼

블리시티권을 부정하던 우리 판례에서도 거의 항상 고정문구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민법에서 인격권 보호가 오늘날 같이 정립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아니하였으

며 몇몇 선각자들의 노력이 탐스러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

권에 관해 해석론을 통하여 정착시켜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한국의 현재 사정은 가령 한류 보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다

른 나라보다 앞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에서 기본적 입장은 미국 등 선진제국이 먼저 시행하

고 있는 관련 입법이 있고 통상압력 등이 있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

이나 배포권 등은 저작재산권에 속하므로 양도 가능하여 타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양수한 타인이 자신의 권리인 배포권을 행사하려면 일반공중에게 

복제물 등이 배포되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참조) 불가피하게 ‘공표’(동조 

제25호 참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자칫하면 창작자가 가진 ‘공표권’ 침

해행위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생긴다.
145)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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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극적 자세였다. 퍼블리시티권 이외의 지적재산권법 제도라면 국가의 관련 산

업 비교우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그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이 결코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 관련 제도는,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

은 국가, 가령 유럽연합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전

반적으로 도입하기를 기다린 다음 한국이 뒤늦게 따를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한

국이 먼저 나서 보호할 만한 아주 드문 지적재산권 분야라고 생각된다. 

사실 한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우리가 퍼블리시티권 법제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146) 한류를 대

표하는 스타, 가령 ‘대장금’의 극중 역할로 중국대륙 곳곳에 널리 알려진 이영애의 

이미지, 그리고 역시 ‘겨울연가’의 극중 역할로 일본 여성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

린 배용준의 이미지를 여기서 예로 놓고 볼 때, 그런 긍정적 이미지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주체는 물론 연예인 자신들일지 몰라도 다른 한편 

그런 이미지 창출이 가능한 제반여건을 마련해 준 한국사회 전체가 그로 인한 혜

택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 환언하여 이런 이미지들은 법이 확실히 뒷받침해줄 

만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연이어 벌어진 ‘제임스딘 사건’147)

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중 하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멀고먼 미국 땅에서 타개한 

영화배우의 이미지가 법적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자

국민에게 가져다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148) 그런데 ‘제임스딘 사건’에서도 바

로 그러하였지만 이렇게 유명인의 인적징표를 제대로 보호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

대화하는 데 개인(당사자나 그 상속인)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부득이 더 효율

적인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조직은 현실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거나 사용허락을 받은 연예전문회사 등의 모습을 띠게 될 것

이다. 이렇게 한류와 관련해 유명연예인의 이미지가 한국사회 전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당해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가 가능한 주체가 양수하여 그 권리행사를 수행하도록 일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146) 대표적으로 남형두(각주 1), 199-200면.
147) 각주 15번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148) 미국과 같이 중국, 일본 등에게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관철할 수 있다고 낙

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스스로 먼저 보호하지 않고서는 나중의 통상협상 등에

서 타국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요구하여 관철하기는 불가능하다. 세계강국인 미

국조차도 자국이 먼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지재권을 타국과의 협상에서 타국으

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관철시킨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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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장차 한국의 입법이나 판례에서 확고하게 도입할 경우 생

길 수 있는 부정적 모습이나 폐해를 필자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등 선진제국의 유명연예인들만을 위한 법제로 전락할 위험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기우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확고하게 정착된 경우 

그 소문을 듣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서의 이윤 추구에 나선다면 어쩌면 

외국인의 권리보호 비중이 현재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

이를 살펴보면 그런 증가에 불구하고 외국인만을 위한 제도가 되리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일절 부정되어 왔다기보다 이 글 

서두에서 적었듯이 과거 한때나마 압도적인 비중의 하급심 판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긍정하고 있었음에도 그런 관련사례들 대부분에서 보호받고자 한 주체는 

우리 연예인 등이었고 외국인이 권리보호를 주장한 것은 ‘제임스딘 사건’과 같이 

아주 소수였던 것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기 때문에, 신진 연예인을 옥죄는 노예(전속)계

약 논란을 둘러싸고 잘 드러난 일부 연예기획사 등의 잘못된 구태(舊態)가 퍼블리

시티권에 관해서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조항’이 신진 연예인

이 소속사와 체결하게 되는 전속계약의 필수적 조항 중 하나로 잘못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기계적으로 연예기획사에 일괄 양도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모습은, 이미 다툼의 여지없

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적재산권법의 다른 제도들, 가령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이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아예 그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룬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예약승계(豫約承繼)

하는 경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부정적 우려 때문에 아예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어두움으로 생

길 손해는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의 추가창출이 퍼블리

시티권에서도 가능한지가 바로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본다.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을 인정할지에 관해 가장 부정적인 독일에서조차 미국귀화 

여배우 ‘메를린 디트리히’ 판결을 통하여 당해 인격체가 아닌 그 상속인으로 하여

금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는 사실149)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재산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에 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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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권리를 독립한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든, 독일에서처럼 인격권의 일부로

서 재산상 이익의 보호라고 파악하든 그 법리의 차이에 관계없이) 본래의 인격권

과 분리하여 다른 주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어느 국가에서든

지 점차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일반론으로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 사안

에서는 우리 판례 등이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가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퍼블리시티권의 어두운 면이 가져

다 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 종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소속

구단과 개별 야구선수 사이의 정형화된 ‘야구선수계약서’에서 ‘선수(의) 초상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개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일괄양수하였다고 해석해오던 잘못된 관행에 분명히 제동을 걸고, 

위 문구의 형식적 내용에 불구하고 양도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후 관행을 수정

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의 판결150)이었다. 

퍼블리시티권(판결 원문에서는 ‘초상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성실한 파수꾼 

역할을 법원이 수행할 수 있다.151) 퍼블리시티권의 성질은 위에서 예로 든 업무상

저작물이나 직무발명보다 인격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점, 한류스타의 퍼블리시

티권에 관해 외국에서의 적극적 권리확보가 문제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

을 제외하면 굳이 퍼블리시티권 양도가 아니라도 사용기간과 사용범위를 획정한 

사용허락을 통하여 대개는 목적달성이 가능한 점을 분명히 고려하여 우리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향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양도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사안에서 실제로 그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지지할 사안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

다. 그런 제한적 유효해석을 통하여 신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미리 입도선매 

식으로 차지하려는 연예기획사의 잘못된 시도를 어느 정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 

149) 각주 124번 참조.
150)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이에 관해 더 자세히는 박준석, 

“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322-326면.
151) 법원이 아니라 아예 입법적 해결을 꾀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특별한 단행

법률로 시도되고 있는 2015. 1. 13. 길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각주 93번)에서는 “장래 발생 가능성 있는 인격표지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동 법안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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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종래 인격권이 보호하는 구체적 범위에 관해 초상⋅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관한 재산적 이익까지 보호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퍼블리시티권

이란 독립한 재산권으로 그런 보호를 긍정할지 여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치

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쟁점이다. 이 쟁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독일 등의 대륙법과 새로 영향을 늘리고 있는 미국법이 취하고 

있는 상이한 태도를 한국의 논자들이 잘 취사선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

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이 위 쟁점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을 조화롭게 조정하여야 

한다. 이런 갈등이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인 것은 퍼블리시티권 논쟁을 통하여, 

이 글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지적재산권이 준물권인지 여부’ 문제와 달리, 한국

의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이 상호간에 만나는 접점 중 하나를 서로 조화로운 논리로 

통일할 기회가 분명하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재산적 이익의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규

정이 없는 한 그런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부정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종래 인격권의 개념 속에 재산적 이익의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

다는 인격권설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을 내세워,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

을 긍정하려는 필자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권법정주의가 요구하

는 바는 일부 판례가 지나치게 강제하는 바와 같이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등을 세세히 규정한 조항까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퍼블리

시티권을 낳은 인격권조차 그 근거규정을 엄밀히 찾아보면 헌법이나 민법 모두에

서 절대권인 사권으로서의 인격권에 관해서는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학설과 

판례의 뒷받침으로 별다른 이설 없이 인정되고 있는 양상을 이 글에서 확인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항할 대세효 있

는 권리를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도 이제 과거보다 한층 분명한 

근거조항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당해 규정이 직접 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거나 초상⋅성명 등이 위 조항이 예시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지라도 위 조항이 지극히 추상적인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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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논란과는 별개로, 차목이 속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원칙은 권리의 영구 존

속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인격의 구현 결과물이라는 성격 때

문에 저작권의 경우처럼 독점권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그에 관해서는 추가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부정설을 취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위자료가 손해배상청구의 축을 담당하

게 되는바, 이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없이도 손해배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실제로는 유명인의 재산적 손해를 제대로 전보하기가 곤란해진다. 한

편 한국에서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인격권설은 재산상 손해배상에도 인격

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지만, 그 논리에 몇 가지 흠이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과 관련한 우리 민법학이나 판례의 기존 논리를 비약해서 해석하고 있다. 타인의 

영리행위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영리에 몸담는 권한까

지 인격권 개념이 포섭한다고 보기에 논리상 무리가 있고 자칫하면 인격권의 자기

부정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왜 적극적 영리행위에 관한 재산적 이익까

지 인격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근거

를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기대어 제시하더라도 왜 그렇게 주어진 권리가 양도 불가

한 것인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설의 일원론적 접근방식은, 독일이

라면 몰라도, 초상⋅성명 등에 크게 못지않게 인격주체와 밀접한 저작물에 관해 

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한국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 법제상 유일하게 

인격권을 정의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인격권 개념으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호부정설과 인격권설에서는 만일 퍼블리시티권설에 따라 양도가능한 퍼

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될 경우 초상, 성명 등이 인격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인격의 

상품화라는 폐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취지상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타인이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우리 입법자는 앞서와 같은 인격 

상품화의 우려에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초상, 성명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적

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성이 강력하다는 사정을 우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이야말로 한류의 발흥과 지속 등을 맞아 한국이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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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앞장서서 보호해 나갈 만한 상황을 맞고 있는 아주 드문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성이 긍정되고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연예

기획사로의 기계적인 양도가 강제되는 등 만만치 않은 폐해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두운 문제점은 우리 법원이 양도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등 다른 

제도적 보완으로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투고일 2015. 10. 22    심사완료일 2015. 11. 22    게재확정일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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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Independent from the Personality Rights 
－Mainly Focusing on the Logical Rebuttal to Recent Criticisms－

Park, Jun-seok
*

152)

Whether conventional personality rights do protect proprietary interests related to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a person’s portrait, name and etc. commercially, and 

whether such proprietary interests are protected by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are the issues which have caused fierce debates for a 

long time in South Korea. For a reasonable resolution of these issues, all participants 

in Korea should hit the bala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attitudes of civil law sys-

tem including German law which has had overall impact on Korean law traditionally 

and American law system which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Korean law and must 

solve harmoniously internal confrontation made by contrasting perspectives between 

civil law scholar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scholars in Korea.

The so-called no protection theory under which the above protection is not 

permitted without a special legislation because the conventional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does not provide the above proprietary interests and the so-called 

personality right theory under which the protection of such property interests is 

arguably included in conventional personality rights while the independence of right 

of publicity is arguably denied have severely criticized together the so-called right of 

publicity theory supported by the author of this article et al. under which the right 

of publicity is deemed an independent property, based on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Numerus Clausus. However, the personality rights which gave birth to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ognized without any substantial opposition only by support of 

some scholars’ theories and relevant cases even though there is actually no direc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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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basis to support the personality rights as a real right and a private right in 

both Korean Constitution and Civil Code which become clear after a strict search 

for such statutory basis by this article. Considering this, the right of publicity is 

seen to have been based on a much clearer statutory basis now than in the past by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 Paragraph 1 10th Sub-paragraph (Cha)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ich gives a real right against any acts that 

infringe upon others’ economic interests by appropriating any achievements made by 

others with considerable efforts and etc.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some Korean courts’ view 

based on the no protection theory,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ould take a 

key role for indemnification and,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mpensate enough for 

the pecuniary loss of celebrities. Meanwhile, the personality right theory which is 

seemingly an influential position in recent years argues that the personality right 

theory is better suited for the damages for pecuniary loss, but the theory has some 

flaws in its logic. First of all, the theory exaggerates the meaning of the common 

proposition among Korean civil law scholars and related cases that the damages for 

pecuniary loss could be allowable for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ity right, by 

interpreting it as that proprietary interests related to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personality commercially could be covered within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rights. However, such a rampant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rights 

shall inevitably face a risk of self-denial. In addition, there is no plausible 

explanation by the personality right theory for how the personality rights include 

such property interests and why the part of the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treated 

as non-transferable. The monistic approach of the theory is not matching with the 

specific situation in Korea, unlike in Germany, because Korea already took dualistic 

approach for a person’s copyrighted work which is bonded with the person 

almost like his portrait, name and etc. Finally, the personality right theory is not 

harmonizing with the unique and clear defini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provided by 

Act on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mong 

our Korean statutes which excludes any property interests from the concept.

The no protection theory and the personality right theory insist that th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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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rtrait, name, etc. from the person will be likely to result in the evils of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ity if the transferabl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point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ory. However, Korean 

Trademark Act already did allow the portrait, name and etc. of celebrities to be 

registered for another person’s trademark and also re-transferable. Beyond the above 

concern of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ity, our legislators are seemingly recogniz-

ing the strong needs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for legalization of that some-

one’s portrait, name and etc. used by the other persons. 

Finally,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very r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Korea 

had better to protect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in part to support the so-called 

Korean wave when we are watching the rise and continuation of such wave and etc. 

The harmful consequences including that the right of publicity owned by newbie 

entertainers is likely to be transferred unfairly to the entertainment agency and etc. 

would be well mitigated in many cases by countermeasures such as that Korean 

courts shall strictly review the validness of such assignment.

Keywords: right of publicity,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privacy and personality 

rights, right of portrait and name, commercial right of portrait, 

proprietary right of portrait, symbol right of personality, Article 2 

Paragraph 1 10th Sub-paragraph (Cha)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