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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오늘날, 저작권침해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초로 책과 지도만을 저작권으
로 보호했으나 점차 미술, 기술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책, 라디오, TV 등을 통해 다양한 패러디를 접하고 있다. 패러디는 오늘날 중요한 창작물
로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비평적 기능을 수행하나 원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저작권자와 패러
디작가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즉 패러디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면 패러디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Campbell 사건에서 공정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니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패러디저작자와 원저작권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균형
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ldred사건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공정사용 법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일반원칙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구체적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정보를 널
리 공유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도 최근 우리 하급심이 패러디가 원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미국의 공정사용 법리에 해당하는 4가지 표준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 점과 우리 저작권법 제
28조와 제1조를 종합하면, 우리 저작권법도 공정사용에 관한 일반원칙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Nowadays, the number of infringement cases in the copyright area is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 initially protected only books and maps. With time,
however, the law expanded to include new forms of art and technology.
Most people are confronted with numerous parodi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via books, the
radio and television. Therefore, a parody is a significant creative medium in our contemporary.
Aparody not only has entertainment value, but also serves a critical function.
Protection of parodies is one of society’s values. However, it is against the interest of the author
of creative works. If society allows the free creation of parodies, copyright holders will lose their
interests. Therefore, a solution will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parodist.
To analyze the fair use doctrine in a parody and look at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parodist, it is valuable to consider the case of Acuff-Rose Music, Inc. v. 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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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t gave an important precedent for us to decide and use the fair use doctrine. In Campbell,
the Court stated that one should judge fair use on a case-by-case basis, in other words, by all
four fair use factors.
In the case of Eldred v. Ashcrofit which is the most recent conclusive stat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the First Amendment, it gives us a number of ways that the
First Amendment could be brought to bear to revive the fair use doctrine for free speech and
expression.
In Korea, there is currently no general clause like the fair use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The
Copyright Law of Korea provides individuality when the law needs to protect the infringers from
copyright holders.
However, to develop free expression and to encourage the sharing of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general clause to protect parodies in Korea.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ted that 4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a parody infringes the
copyright holder. They did this by interpreting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which is about the
standard of citation use.
In it, Article 1 is about the balance of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s and users, while Article
28 is about citat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It is therefore possible to use the fair use
doctrine, so that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general claus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Ⅰ. 들어가는 말

권리보호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 및 공중의 이익과 충돌을 가져온다. 저

1970년에 이르기까지 복제기술이 발달하지

작권의 목적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책, 음반 등을 구입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하여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드물었고,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

표현의 자유도 그 영역에 있어서 저작권과 갈등

으므로(우리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도 제한될 필

을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복제

요가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 국민이 복제를 손쉽게

저작물의 이용 형태 중에서 특히 패러디는 원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저작권의 보호

저작물의 비평을 수반하는 이용이므로 원저작

가 강화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저작

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

문제되었다.1)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예술의 창달기능을 담당

권의 보호범위가

이 같은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는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공공장소에서 허

하므로 원저작권자의 이익과 패러디 저작자 및
공중의 이익사이에 충돌을 가져온다.

가 없이 라디오를 틀거나 친구에게 뉴스기사의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복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조차도 저작권

학자들은 저작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미국 저

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2)

저작권자의

작권법상의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일반규정을

1) Rebecca Tushnet, Essay, ｢Copy this essay : How fair use doctrine harms free speech and how copying serves it｣ 114
Yale L.J. 535, at 540～541
2) Ibid, at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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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Mayer v. Showcase Atlanta Cooperative

에 따른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대

Productions, Inc. 사건5)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

해 구체적․열거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다’의 패러디는 원작의 비평적 요소가 없기

패러디의 경우는 우리 저작권법상 허용근거를

때문에 패러디가 아니라고 했고, Stigwood v.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작을 비

O’Reilly 사건6)에서 유머가 없이 비평만 있는

평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문화에 기여한다

경우 패러디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는 점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3)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in Company

여기서는 패러디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

사건7)에서 연방 제11항소법원은 Alice Randall

의 공정사용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

와의 관계 그리고 패러디 허용근거로서 공정사

를 패러디한 ‘사라져 버린 바람(The wind Done

용법리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

Gone)’이 패러디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

유머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Compb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8)은

Ⅱ. 패러디

패러디란 최소한 원저작물을 비평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원저작물의 일부요소를 사

1. 패러디의 개념

용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평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패러디란 표현형

겠다.

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원저

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작물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원작을 이용해야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하고, 셋째, 그 이용에 있어 원작을 변화시켜 익

원저작물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

살스럽게 또는 풍자적으로 비판해야 하며, 넷째,

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4)

그 대상이 되는 원작이 공표되어 가급적 광범위
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다섯째, 원작에

패러디가 공정사용 법리에 의해 보호받기 위
해서는 비평과 웃음을 자아내는 두 요소가 모두

의거하고 있지만 원작이 갖는 창작성과는 다른
창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9)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Metro-Goldwyn3)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은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법리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박성호,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247면 이하 ; 신지혜, “Parody와 저작권의 제한”,
｢Entertainment law｣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03～104면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610면 ; 김양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제3권 제4호 2007. 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91면 이하 ; 김
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안암법학, 제14호, 324면 이하 ; 정재훈,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
해”, 광고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여름 39호) 1998, 25면
4) Sherri L. Burr(1996), Artistic Parody, A Theoretical Construct, 14 Cardozo Arts & Ent L.J. 65 ; 정재훈, 앞의 논문 11면
에서 재인용
5) 479 F. supp. 351(N.D. Ga. 1979)
6) 346 F. Supp. 376(D. Conn. 1972) ; 위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231
면 참조
7) 268 F. 3d 1257, 1268(11th Cir. 2001)
8)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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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

아 패러디로부터 유래하는 예술의 창달과 문화

는 직접적 패러디(direct parody)와 원작을 비평

에 대한 기여를 통한 대중의 이익을 해한다.13)

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

즉,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비평 내지 조롱하기

한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비평하는 매개

때문에 패러디 작가들은 원저작자들로부터 원

적 패러디(vehicle parody)가 있다. Rogers v.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패러

Koons

사건10)에서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현

디는 문학이나 예술의 창달을 위해 그리고 표현

대 사회를 패러디한 것도 포함되나 적어도 원저

의 자유를 위해 다른 장르와 달리 특별한 보호

작물의 일부분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 필요하다. 즉, 원저작자들이 패러디를 막는다

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를 비평하기 위해

면 일반 대중들은 원작을 비평하는 새로운 창작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지게

물을 접하지 못하게 되어 새로운 정보에 접할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MCA Inc v. Wilso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n11)

사건에서 연방 제11항소법원은 패러디가

한편, 패러디의 경우도 시장에 의해 형성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작에 대한 비평이

가격에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있다면 아무런 문

있어야 하고(단순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제가 없다. 그러나 패러디를 저작물 시장에 맡

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원작 자체를 비평

겨 놓으면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웃음거

의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원작을 비평의 대상으

리로 전락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가격과는 무

로 하지 않는 매개적 패러디는 Satire라고 하여

관하게 이용을 허락할 가능성이 적어 시장실패

패러디와

구분하면서12)

원작 자체가 아닌 사회

적 금기 내지 성적 관행 등을 직접적인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패러디가 아니라고 했다.

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저작물 시장의 왜곡을 막
기 위해 패러디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14)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의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

2. 패러디의 보호 이유

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에서 패러디가 허용될 여지가 있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들

다고 판시하고 있다.15)

의 독점적 권리는 패러디 작가의 창작활동을 막

9) 美作太郞, “パロディと著作權”, ｢著作權と 出版權｣ 日本エディタ―スク―ル出版部 1981, 36～40면 ; 박성호, 앞의 책 242면
에서 재인용, 그러나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 유머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위 Suntrust Bank 사건 판결에 따
른다면 ‘익살스럽게 또는 풍자적’이라는 요건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10) Rogers v. Koons 960 F. 2d 301(2d Cir. 1992)
11) 425 F. Supp. 443(S.D.N.Y. 1976), aff’d, 677F.2d 180(2d Cir. 1981)
12) Mel Marquis, “Fair use of the first amendment : Parody and its protections”, Fall 1997, 8 Seton Hall Const. L. J. 123
at 131
13) Lisa M. Babiskin, “Oh, Pretty parody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Fall, 1994, 8 Harv. J. L. & Tech. 193 at 196,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비평 등을 통해 문학 등 예술의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14)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columbia Law Review(December, 1982) 82 Colum. L. Rev. 1600 at 1615 ; 매개적 패러디는 사회현상을 비
평하기 위해 원작 이외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장실패를 막기 위해 공정사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재훈, 앞의 논문 13면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7. 23. 자 2001카합183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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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러디의 성질

다. 즉,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하는 인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

가. 패러디와 저작재산권과의 관계

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포함되지 않
고, 원형 그대로 인용하여야 공정한 관행에 합

패러디는 저작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패러디는 그 특성

새로운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을 구분하여 이들

상 개변하여 이용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도

모두를 패러디로 보는

견해,16)

2차적 저작물을

제외한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만을 패러디로 보

어려워 우리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보호받기 어
렵다는 견해가 있다.21)

는 견해17)로 나누어진다. 그 구별기준으로는 원

그러나 교육적 목적의 인용도 생계의 수단으

작과 관련하여 시장적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를

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상업적 요소를 띠고

2차적 저작물로, 그러한 경쟁관계가 없는 경우

있으므로 비록 상업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구

를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을 패러디로 보는 견

체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 인용규정에

해,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 저작물과 독

따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

있다.18)

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관해서도 패러디

립한 새로운 저작물로 보는 견해 등이

경우,19)

원

는 원작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저작자는 우리 저작권법 제21조에 의해 자신의

비평 또는 조롱하기 위해 개변하는 경우에도 원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작을 떠올리게 인용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패러디를 창작하고자

패러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출처표시가 없거

하는 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

나 원형 그대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관행

러나 패러디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것

에 합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2)

먼저 2차적 저작물로서 패러디의

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2차적 저
작물에 해당하는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상 원

나. 동일성 유지권과의 관계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를 구성하
게 될 것이다.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로서
패러디20)

의 패러디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

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해야 허용된

문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를 작성하는

한편, 독립한 새로운 저작물로서의

16) 김양수, 앞의 논문 86면,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은 단순 복제에 불과하여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
다고 하여 2차적 저작물과 구별한다.
17) 정재훈, 앞의 논문 11면, 원작만이 드러나고 패러디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원작의 변형에 불과한 2차적 저작물은 패러
디로 볼 수 없다고 한다.
18) 김양수, 앞의 논문 90면
19)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이용부분’과 ‘창작성을 갖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저작물 부분도 2차적 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판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는 2차적 저작물에 속한다고 보나,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이 자기 저작물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의 개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원저작물 부분은 2차적 저작물에 속하지 않고 ‘창작성을 갖춘 부분’만을 2차적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양수, 앞의
논문 89면 ; 위 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는 박성호,｢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95면 참조
20) 패러디를 독립한 새로운 저작물로 보는 경우에도 창작성을 갖춘 부분 외에 ‘원저작물의 이용부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
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해야만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김양수 앞의 논문, 97면
21) 이기용, 이지윤, “패러디의 법리적 근거와 허용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384면
22)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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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저작물의 개변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사간문(私簡文)전집을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

발행한 Folsom이 자신의 전집물에서 약 350여

해를 구성한다. 한편,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로서

쪽을 베껴 출판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패러디는 변형부분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이

주장한 미연방대법원의 Folsom v. Marsh26)사

용부분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부터 유래한

그러나 패러디에 있어서, 일반공중은 원저작

다.27)

물의 일부가 패러디의 목적을 위해 변형되어 이

“저작권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종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패러디 내

종 다른 사용과의 균형, 사용한 정도․성질․목

에서 원저작물의 내용, 형식이 일부 변경되어

적, 같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공정한가, 사용

사용되더라도 원저작물의 내용, 형식을 오해하

의 선택과 배치에 있어 진지한 고민을 했는가

지 않으므로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의존한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사람도

것이다.23)

비평가가 만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위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문장을 사용한다면, 원저작물을 공정하게 인용

Ⅲ. 패러디와 공정사용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다. 한편, 원 저작물을 비판할 목적이 아니라 대

1. 의 의

체하기 위해 저작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용
한다면 그와 같은 사용은 표절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common law하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의 재산으로서 자발적으로 공개할 때까지는 지
적 창작물로서 절대적인

권리였다.24)

명백하다. 물론 두 극단 사이에는 대단히 어렵
고 주의를 요하는 넓은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

그 후 공정사용은 Story 판사가 위 Folsom v.

국 저작권법상의 이 같은 저작권은 아래에서 보

Marsh 사건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판례법

는 공정사용 법리에 의해 제한된다.

으로 형성, 발전되어 오다가 1976년 저작권법을

공정사용이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개정할 때에 제107조로 도입되었다. 공정사용에

없이도 특정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한 위 규정은 개념정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5)

이같

공정사용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은 공정사용은 Story 판사가 1841년 미국 초대

할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28) Dellar 사건29)에서

23)
24)
25)
26)
27)

김양수, 앞의 논문 97면
American Tobacco Co v. Werckmeister, 207 U.S. 284, 299(1907)
Rogers v. Koons, 960 F.26 301, 308 (2d Cir. 1992)
Folsom v. Marsh, 9F. Cas. 342(C.C.D. Mass. 1841)
Robert P. Merges, Peter S. Menell, and Mark A. Leml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Revised Fourth Edition, at 522
28)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복제의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복제품이나 음반의 제작 또는 기타 제10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이 상업적 성질인지, 비영리적인 교육적인 목적인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성질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4)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9) Dellar v. Samuel Goldwyn, Inc., 104 F.2d 661(2d Cir.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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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2항소법원은 공정사용 법리가 저작권법

구성하고, ③ 저작권자는 2차 저작물 작성 여부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판시하

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있으며, ④ 저작권자

고 있을 정도로 해석에 있어 쟁점이 많은 부분

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물의 가치훼손이나

이다.30)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32)
사용의 양의 문제에 있어, 연방 제9항소법원

2. Campbell 사건 이전의 미국 판례

은 피고가 원고의 Disney 캐릭터를 반문화적인
것으로 패러디한 한 Walt Disney Productions

199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Compbell 사건에

v. Air Pirates 사건33)에서 풍자의 대상을 회상

서 패러디의 공정사용 기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

할 정도 이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사용

하기 전까지 패러디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은 분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반해 연방 제2항소법원

분했다.

은

패러디를 다른 장르와 구별하여 특별히 보호
할

필요성31)이

Elsmere

Broadcasting

Music,
Co.,

Inc.

v.

National

사건34)에서

패러디를

있는지에 대해, Loew’s Inc. v.

conjure up 기준(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하에

Columbia Broadcasting 사건에서 코메디언

공정사용항변으로 인정했으나, 위 판결의 주석

Jack Benny가 진행하는 30분 정도의 TV 프로

에서 패러디가 원작에 유머와 비평의 요소를 가

그램은 성공한 영화인 ‘Gaslight’라는 영화를 익

미하여 새로운 요소를 창작했다면 공정사용이

살스러운 15분 가량의 희극 ‘Autolight’로 패러

된다고 하여 암묵적으로 conjure up 기준을 배

디하였다. 피고는 문학적인 비평은 저작권 침해

척했다.35) 한편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Sony

에서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 제9항소법원

사건36)에서 불공정한 사용으로 추정된다고

은 원저작물인 영화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용을

했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정사용항변을 배척하

패러디의 정의에 대하여 Elsmere Music, Inc.

면서 ① 패러디는 다른 장르와 구별되어서는 안

v. National Broadcasting 사건37)에서, 연방 제2

되며, ② 본질적인 사용이 있으면 저작권침해를

항소법원은 원고가 뉴욕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30)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 13.05 at 13～150
31) 패러디는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다른 형태와 달리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첫째, 만일 원고가 원작과 패러디 사이
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피고는 원작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피고가 사용이 창작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는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과 상당한 정도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못할 경우 법원은 패러디를 보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체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도, 법원은 원저작자의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패러디의 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Note, “The
Parody defe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 Productive fair use after Betamax”, Harvard Law Review April 1984, 97
Harv. L. Rev. 1395 at 1409
32) 131 F. Supp. 165(S. D. Cal. 1955), aff’d 239 F. 2d 532(9th Cir. 1956), aff’d by an equally divided Court 356 U.S. 43(1958)
33) 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 581 F.2d 751(9th Cir. 1978), cert. denied 439 U.S. 1132(1979)
34) 623 F. 2d 252(2d Cir. 1980)
35) Note, “The Parody defe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 Productive fair use after Betamax”, Harvard Law Review April.
1984 97 Harv. L. Rev. 1395 at 1404
36)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1984) 원고들인 Univerersal City Studio와 Walt Disney
Production은 영화와 시청각 저작물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피고 Sony사가
판매하는 VTR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Sony사가 VTR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VTR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Sony사의 VTR이 상업적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불공
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상업적․비영리적인 경우이므로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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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킨 ‘소돔상공회의소’라는 극에서 ‘I love

호EP-191739로 “Oh Pretty Woman”곡을 등록

New York’의 후렴구를 패러디한 ‘I love

하였다.

Sodom’이란 노래에 대해 패러디가 아니라고 했

한편, 랩 그룹인 2 Live Crew의 보컬리스트

으나 패러디의 정의를 넓혀 원작 그 자체를 비

인 Luther Campbell은 1989. 5. 경 위 원곡 ‘Oh,

평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비평하기 위해 원

Pretty Woman’을 패러디한 랩 버전을 만들었

작을 사용한 경우도 유효한 패러디가 된다고

다. 그 후 2 Live Crew는 1989. 7. 5. Acuff Rose

했다.38)

Music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원곡에 대한 사

결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패러디나 satire는

용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예술형태로서 격려되어야 하므로 저작권 침해

Acuff Rose Music사는 ‘Oh, Pretty Woman’이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르와 동일한 기

패러디되는 것을 싫어하여 위 제의를 거절하

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작을 회상하

였다.

기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 Live Crew는 위 패러디

도 원작을 현대 문화의 잘 알려진 요소로 사용

곡을 새로 만든 앨범 “As Clean as they wanna

하거나 비평 내지 유머러스한 새로운 효과에 기

be”에 넣어 음반 등으로 발매하였다. 이에 대해

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에 해

저작권자인 Acuff Rose Music사는 1990. 6. 경

당한다고 본

것이다.39)

그 후 Campb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

2 Live Crew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금지소
송을 제기하였다.

사용을 판단함에 있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판

원고 Acuff-Rose는 2 Live Crew가 의도적으

단을 해야 하며, 저작권법 107조의 4가지 요소

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신의 곡을 침해하

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사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와 미래

고 판시하고 있다.

의 사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 2 Live Crew는 자신이 만든 곡은 원곡의

3. Campbell v.

Acuff-rose40)

단순성과 주류문화의 동질성을 패러디한 것으
로 이 곡의 목적은 동시대의 발라드를 공격함으

가. 사실관계

로써 백인 중심의 rock-n-roll 음악의 가치를 조
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공정사용항변)했

Roy Orbison과 William Dees는 ‘Oh, Pretty

다.41) 이 점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곡은 패러디

Woman’이란 곡을 공동으로 작곡했다. 1964년,

를 가장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더욱이 사회

Orbison과 Dees는 위 곡에 대한 권리를

적, 정치적 비평을 위한 도구로서 다른 작품을

Acuff-Rose Music사에 양도하였다.

사용하는 패러디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권

Acutt-Rose사는 1964. 8. 26. 저작권 등록번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패러디

37) Elsmere Music v. National Broadcasting Co., 482 F. Supp. 741(S.D.N.Y1980) aff’d 623 F.2d 252(2d Cir. 1980)
38) E. Scott Fruehwald, “The Parody fair use defense after Campbell”, Columbia - Journal of Law and the Arts, Fall 1993,
18 Colum. - VLA J.L. & Arts at 108
39) Melvile B. Nimmer & Davis Nimmer, supra note 30, § 13.05(C)(1) at 13～203
40) Acuff-Rose Music, Inc v. Compbell, 754 F. Supp. 1150(M.D. Tenn. 1991), rev’d 972 F.2d 1429(6th Cir. 1992), rev’d 114
S. Ct. 1164(1994)
41) E. Scott Fruehwald, supra note 38 at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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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사용항변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저작권법 제107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비평을 해야 한다고 주

조에 규정된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

장했다.42)

되어야 한다고 했다. 상업적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제107조의 4가지

나. 법원의 판단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2 Live Crew의 상업적
패러디곡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 연

지방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성질이 패러디이
므로 비록 2 Live Crew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방대법원은 패러디의 개념과 공정사용의 4가지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셋째 요소를 위반할

패러디의 정의에 대해 적어도 기존 저작물을

정도로 원곡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

비평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원

다. 또한, 두 노래는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서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패러디

달라 패러디가 원고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

를 인정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문제는 패러디의

향은 거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공정사용항

특성이 합리적으로 인식되었느냐의 여부에 있

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

으며, 이를 넘어서는 더 높은 품위는 요구하지

가 만든 곡은 원곡이 얼마나 진부한가를 조롱하

않는다고 했다.45)

는 것으로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했다.43)

다음으로 공정사용에 대해서, 패러디가 상업

그러나 연방 제6항소법원은 패러디 사용의

적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만을

목적이 상업적이라면, 잠재적인 손해가 추정된

특별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와 함께

다고 하였다. 잠재적 손해는 원저작물의 잠재적

고려하여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장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을 위한 잠재적

해야 한다고 했다.46)

시장에도 포함된다고 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사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원저작물을 떠올리

취소하였다. 피고가 만든 곡이 백인을 중심으

는 데 필요한 양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로 한 대중음악의 진부함을 비평한 것이라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3가지 요소를 함께 고

해도 원곡을 직접적으로 비평한 것이 아니면

려하여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패러디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곡이

야 한다고 했다.

패러디라는 지방법원의 견해는 마지못해 받아
들였다.44)

마지막으로 패러디는 변형적이기에 원저작물
시장과 패러디 시장은 기능면에서 구별되므로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서 전원일치의 의견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거

을 작성한 Souter 판사는 공정사용항변은 획일

의 미치지 않고, 이러한 피해는 저작권법의 보

적으로 판단(bright line rule)되어서는 안 되며,

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47)

42) Lisa Moloff Kaplan, “Parody and the fair use defe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 appropriate purpose and object of
humor”, Arizona State Law Journal Fall, 1994, 26 Ariz. St. L.J. 857 at 872
43) Acuff-Rose Music Inc v. Compbell, 754 F. Supp 1150, at 1160
44) 972 F.2d 1429 at 1435
45) Campbell, 510 U.S. 569 at 582～583
46) Campbell, 510 U.S. 569 at 578
47) Kathryn D. piele, “Three years after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 What is fair game for parodists?”,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Journal 1997, 18 Loy. L.A. Ent. L.J. 75 a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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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패러디의 예

을 자아내는 패러디를 만들고, 임신한 데미무어

술적인 면의 판단을 거부하였고, 상업적 패러디

는 영화 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Nielsen의 사진

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노동과 창작에 무임승차하

을 위해 필요한 이미지인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

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여

로 중요성이 없는 문화에 대한 비평도 패러디로

상업적 성질을 과소평가하였고, 변형적 성질과

보았다.51) 이와 같이 패러디에 있어서 공정사용

상업적 성질은 패러디의 성질을 분석함에 있어

법리의 적용여부에 대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

채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52)

다.48)

5. 공정사용의 4가지 요소
4. Campbell 판결 이후
공정사용을 판단함에 있어 패러디를 다른
Campbell 판결 이후 연방 제9항소법원은 Dr.

형태의 장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Seuss Enterprises, L.P. v. Penguin Books

관해 Elsmere Music. v. National Broadcasting

O.J. Simpson 형사사건

Co., 사건에서 연방 제2항소법원53)은 예술로서

을 Dr. Seuss 작품 ‘모자를 쓴 고양이(The Cat in

패러디를 장려하기 위해 패러디는 더 넓은 범위

the Hat)’의 독특한 스타일로 패러디한 ‘모자를

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장르와는 달리

안 쓴 고양이(The cat not in the hat)’에 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방 제9항소

패러디 작가가 원저작물과 관계없는 어떤 것을

법원은 Gaslight 사건54)에서 패러디도 다른 형

조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패러디하

태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후

는 것은 공정사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Walt Disney v. Air Pirates 사건55)에서 패러

이와 대조적으로 Leibovitz v. Paramount

디는 다른 형태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USA, Inc.

pictures

사건49)에서

Corp

사건50)에서

지방법원은

Gaslight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Paramount 영화사가 Vanity Fair의 사진작가
Libovitz가 제작한 Vanity Fair의 표지에 사용

가. 사용의 목적과 성질

된 데미무어의 임신한 누드사진을 영화 ‘Naked
Gun 33 1/3 The Final Insult’의 광고를 위해 데

패러디는 그 성질상 변형적이고, 원저작물로

미무어의 임신한 누드 몸매에 Lelis Nielsen의

부터 변형적 요소를 끌어낸다. 따라서 공정사용

머리를 합성한 패러디에 대하여 데미무어의 미

항변의 첫 번째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이 같은

와 Nielsen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대조는 웃음

점을 고려해야 한다.

48) E. Scott Fruehwald, supra note 38 at 142
49) 924 F. Supp. 1559(S.D. Cal. 1996) aff’d 1394(9th Cir. 1997) ; 위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242면 참조
50)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948 F. supp.1214(S.D.N.Y. 1996)
51) Note, “Gone with the wind done gone : ‘re-writing’ and Fair use”, Harvard law review, February, 2002, 115 Harv. L.
Rev. 1193 at 1201
52) Ibid. at 1201
53) Elsmere Music v. National Broadcasting Co., 482 F. Supp. 741(S.D.N.Y1980) aff’d 623 F.2d 252(2d Cir. 1980)
54) Loew’s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 Inc., 131 F. Supp. 165(S.D. Cal. 1955), aff’d sub nom
55) 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 581 F. 2d 751(9th Ci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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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2항소법원은 패러디에 있어서 상업적

터 원작을 패러디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힘들

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사용으로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패러디 항변은 일반적

추정된다고

제9항소법원은

으로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피고가 상업적 사용

하는데 있다.62) 따라서 패러디작가가 원저작자

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

에게 허락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후 패러디

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면 상업적 사용에 있어

를 했다고 해서 악의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한 사용으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

Campbell 사건63)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물 사

다고 판시했다.57) Campbell 사건58)에서 연방대

용의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공정사용에 부

법원은 공정사용을 판단함에 있어 상업적 성질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다른 4가지 요소와

히 했다. 따라서 법원은 공정사용을 판단함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라고 했다.

있어 복제 등이 선의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Nimmer 교수도 사실상 교과서 발행인들도 연

고려해야할 것이다.64)

하였으나

Fisher v. Dees

연방

사건56)에서

예인의 스캔들을 다루는 대중적인 신문의 발행
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

나. 원저작물의 성질

지고 있으며 진지한 학자도 그가 연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원한다고 해서 법이 그 보호
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59)

Campbell 사건에서 대법관 Sounter는 공정사
용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떤 저작물은 다른 저작

사용한 작품이 단순히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물보다 더욱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

것이 아니고 다른 성질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새

이라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저작

로운 표현, 의미로 변경시키기 위해 어떤 새로

권의 목적은 대중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운 것을 부가하는 변형적 사용은 과학과 예술을

격려하는 것이므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

증진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공정

은 창작적인 작품은 사전과 같은 사실적인 작품

사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상업적 사용 등 다

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65) 그러나 패러디

른 요소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60)

는 거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원저작물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공정사용은 선의를 전제로 하는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사용항변을 주장하는데

것이므로 거짓을 사용하여 영화 원본을 취득한

있어 원저작물의 성질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사실은 공정사용항변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66)

된다.61) 그러나 패러디작가들은 원저작자로부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Fisher v. Dees, 794 F. 2d 432, (9th Cir. 1986)
Kathryn D. piele, supra note 47at 7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1994)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supra note 30 § 13.05(A) at 13～158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1004) at 1171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supra note 30 § 13.5 (A)(1)(d) at 13～170.2
Lisa M. Babiskin, supra note 13 at 201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 1168(1994)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supra note 30 § 13.05(A)(2)(a) at 13～171
Mel Marquis, supra note 12 at 133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1994) at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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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
는 양과 성질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73) 따라서 패러디가 원 저작물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모방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도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공정사용 항변
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지닌다. 따라서 패러디를 다른 장르와 구별
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67) 왜냐하면 실질적 유

라. 시장 대체 가능성

사성을 띤다고 하여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패러디의 경우 공정사용이 인정될 여지가

Fisher v. Dees 사건에서74)연방 제9항소법원

없어지게 되어 공정사용항변은 의미가 없어지

은 패러디가 신랄한 비평을 통해 원저작물의 수

때문이다.68)

Nimmer 교수는 공정사용항변

요를 감소시킨다고 해도 이 같은 손해는 보호할

은 실질적 유사성을 띤 경우에 더욱 의미를 지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그들

기

니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69)

자신의 작품들이 비판당하는 것을 싫어하여 비

패러디 작가들은 원저작물을 모방하는 데 그

평 등을 위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원

들의 능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요소는

저작물의 시장과 패러디 시장은 독자층을 달리

패러디 항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요소는

하기 때문이다.75) 센프란시스코 지역의 유대인

아니다.70)패러디 작가가 원저작물로부터 적은

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으로부터 300단어를

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내용의 핵

로맨스 소설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된 Narell v.

심적인 부분이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

Freeman 사건76)에서도 연방 제9항소법원은 원

다. Harper & Row 사건에서 200,000 단어 중

고의 책과 피고의 책은 그 독자를 달리하여 원

오직 300단어만을 사용한 경우도 사용한 부분이

고의 책에 흥미를 갖는 독자들은 원고의 책을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

대체 할 정도로 피고의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지

다고

했다.71)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패러디에 있어서 원저작물을 어느 정

따라서,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

도로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원 저작물을 떠올

족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패러디가 원저

릴 수 있을 정도(conjure up)로 사용해야 한다

작물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했다.72)

그러나 한편, 사용된 양을 판단함에

가 원 저작물을 구입하기보다는 패러디를 구입

있어 패러디의 목적, 성질, 변형적인 요소, 시장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만, 2차적

고

67)
68)
69)
70)
71)
72)
73)
74)
75)

그러나 Gasligh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패러디를 다른 장르와 구별하여 다루는 것을 거절하였다.
Lisa M. Babiskin, supra note 13 at 203～204면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supra note 30 § 13.05(A) at 13～154
Mel Marquis, supra note 12 at 133
Ha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
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 581 F. 2d at 757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at 588
794 F. 2d 432(9th Cir, 1986) at 438
Husler Magazine Inc. v. Moral Majority Inc. 794 F.2d 907(9th Cir. 1986) at 155～1156 이 사건은 Moral Majority사가
Husler사 지도자 Jerry Falwell를 패러디한 사건이다.
76) 872 F. 2d 907(9th Cir. 1989) at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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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시장 중 비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패

을 수 없는 패러디저작자가 표현의 자유(수정 헌

러디로 인해 대체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법 제1조)에 기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점이 문제가 된다.80)

이용허락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77)

Ⅳ.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2. 미국 법원 및 학설의 태도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정헌법 제
1조에 기한 항변81)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1.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대해 첫째, 표현의 자유는 국가행위에 대해 행
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표현의 자유는 저작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은 점차 강화되

권이 있는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어가고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공표 여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재산권인 저작

공표의 시기 등을 결정하는 권리를 남용하게 되

권에 양보를 해야 하고, 셋째, 저작권은 공정사

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는 필연적으

용항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권 기간제한

로 줄어들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

등 저작권 법 자체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법

제1조78)는

표현하는 자의 자유가 아니라 일

반 공중의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례 및 학설의

입장이다.79)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82)
그러나 첫째 근거에 대해, 연방대법원도 사인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유

패러디의 경우 그 성질상 원저작물을 비평하

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인의 행위도

는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자로부터 그 사용허락

정부의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근거에

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원저작물

대해, 패러디의 경우 반드시 원고의 저작물을

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예술의 창달에

사용하지 않고는 아이디어와 소통할 수 없게 되

기여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고, 셋째 근거에 대해,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

이 모호하고, 공정사용항변은 수정헌법 제1조에

77) Mel Marquis, supra note 12 at 1177～1178
78) Amendment I : Congress shall make no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
79) Rebecca Tushnet, supra note 1 at 564～565
80)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패러디로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패러디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
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허희성, ｢‘97 저작권 워크숍
: 패러디와 저작권｣계간저작권, 4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4면
81) Neil Weinstock Netanel, “Copyright and the first amendment : what eldred misses- and portends”, Copyright and Free
Speech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analysis, Edited by Jonathan Griffiths Uma Suthersanen, at 128～129 지금까지 수
정 헌법 제1조에 기한 항변을 받아들인 경우는 지방법원판결 중 오직 2개의 사례밖에 없다고 한다. Triangle Publ’ns Inc
v. Knight-Ridder Newspapers Inc 445 F Supp 875 (SD Fla, 1978)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원심의 판
결이 유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이형하, ｢언론출판의 자유와 저작권의 상충과 조정-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할 것인가?-｣ 헌법재판연구, I(1993년) 한국사법행정학회 271면 참조 ; Holliday
v. Cable News Network New York L J, Jan 21, 1994(CD Cal June 1993)
82) Mel Marquis, supra note 12 at 136～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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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판례가 2003년 1월에 선고한 Eldred v. Ashcroft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정

판결이다.86)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당화하는 수단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항변

보호기간연장법(CTEA ; copyright term extension

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다.83)

act)은 기존의 보호기간을 20년간 연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권, 불법행위 및

장래 생길 저작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위 (CTEA) 법을 적용하도록

항변을 받아들이면서도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규정했다. 이에 대해 public domain의 발행인

저작권 자체의 보호수단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및 보관인들은 1999년 1월 경 법무부장관을 피

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항변을 배척하는

고로 하여 CTEA법의 적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견해84)

및 사상 표현 이분법

제기했다. 그 청구원인으로 첫째, 의회의 기간연

과 공정사용 법리만으로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장에 관한 저작권 규정은, 의회가 국민이 의회

법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에 수여한(열거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고, 둘째,

와 별도로 수정헌법 제1조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위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언론자유의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87)

것은 부당하다는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의 표현을 사용

지방법원과 DC 컬럼비아항소법원은 저작권

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아무리 저작권자에게

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항변으로부터 절대적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게 되더라도 저작권

으로 면책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수정헌법

자의 재산적 이익은 언론의 자유 앞에 양보하여

제1조에 기한 항변을 각하하여 실체심리조차 하

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사용

지 않았다.88)

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 원칙이 왜곡될 우려가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의회

있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가 저작권에 대한 기존의 틀을 변경하지 않는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의

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특권은 타인의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불구하고 저작권제도만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9) 그러나 위 판결의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한

주석에서 저작권에 내재하는 보호수단들은 수

다.85)

정헌법 제1조의 원칙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
다고 판시했다.90)

3. Eldred v. Ashcroft 판결

위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한 달 전에
연방

위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판례에 변화를 준
83)
84)
85)
86)
87)
88)
89)
90)
91)

제11항소법원이

Suntrust

Houghton Mifflin Co., 사건에서 한

Bank

v.

판결91)과

Mel Marquis supra note 12 at 136～137
Neil Weinstock Netanel, supra note 81 at 132면
Denicola 교수의 견해, 이형하, 앞의 논문 277면에서 재인용
Eldred v. Ashcroft, 537 U.S. 186(2003)
Neil Weinstock Netanel, supra note 81 at 134
Eldred v. Ashcroft 74 F Supp 2d 1 (DDC, 1999)3 ; Eldred v. Reno 239 F 3d 372(US Ct of Apps(DC Cir), 2001) 375
Eldred v. Ashcroft, 537 U.S. 186(2003)
Neil Weinstock Netanel, supra note 81 at 147
252 F. 3d 1165, 1166(11th Cir. 2001) 이 사건에서 연방 제11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제한과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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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방대법원의 주석을 고려하면 수정헌법 제1

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도모하여 공공

조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공정사용법

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저

리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작권법 제1조). 따라서 패러디는 원저작자의 권리

다.92)

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패러디 저작자의 권리
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표현 내지 목적을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위해 공정사용항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해석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보호영역은 원저작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물에 대한 중요한 비평에 해당하는 것까지 확장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자

되어서는 아니된다.

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패러디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은 어문저작물에만

나. 피고가 형식상 적법한 공정사용항변을 하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라디오, TV 프로

게 되면, 피고가 유효한 표현에 필요한 이상으

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93) 법 제28조에

로 복제를 했고, 피고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작

규정되고 있는 인용의 요건은 추상적인 문구로

품에 대한 현실적, 잠재적 시장가치에 해를 줄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

수 있다는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 피고가 형식상 유효한 공정사용항변을 했

2. 판례와 학설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용금지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용
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도록 한다.

Ⅴ. 우리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허용가능성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7. 23. 자
2001카합1837 결정
신청인 서태지가 자신이 작곡한 ‘come back
home’ 의 가사와 악곡 중 일부를 변형하여 ‘컴

1. 의 의

배콤’이라는 제목의 음반 등을 제작․판매한 피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를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

이유로 음반 등의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가처

여주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장려

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패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작

디항변을 하였다.

을 비평 내지 조롱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

이에 대해 법원은,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에

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

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

이루어야 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의 공정사용항변을 받
아들였다. 이 사건은 앨리스 랜달이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일부를 사용하여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The wind done gone”을 출판하려고 하자, 마가렛 미첼의 상속재산관리인 Suntrust bank가 출판사 Hounghton
Mifflin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92) Neil Weinstock Netanel, supra note 81 at 149
93) 오승종, 앞의 책, 5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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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 수 있는 점이나 구저작권법 제25조 및 제

와 가사를 그대로 편곡한 것은 자기 저작물의

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

종된 자료로 이용하거나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

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

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를 삽입한 것으로 볼

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

수도 없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

태, 소비자들의 일반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고 판시하였다.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원곡의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개사곡은 원곡에

악보에 대한 전사행위는 개사곡과 원곡 가사와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의 대비를 통해 그것이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을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원곡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서 부수적으로 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구 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들이 상업적

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한 점, 개사곡으로 인하여

비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94) 위

신청인의 원곡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없

대법원 판례는 패러디가 다른 형태와 달리 보

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원곡인용이

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

없는 점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패러디로서 변형적 이용

하겠다.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 판례에 의하면, 패러디 항변의 판단기준으

다. 학 설

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항변의 4가지 요
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사용법리
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패러
디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 공표된 저작물일

나.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사건

것,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위
한 것일 것, ③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일 것, ④

검찰은 피고인이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대표로 근무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미 공

허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패러디 인정 여

표되어 있던 기존의 가요 등의 곡조에 구전되어

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내려오는 노동현실에 대한 풍자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판단기준을 참고로

하는 개사곡의 가사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60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 개의 가사를 악곡의 악보와 함께 편집하여

매개적 패러디(vehicle parody)의 경우 사회

출판했다는 이유로 구저작권법 제71조 제1항 부

현상에 대한 비평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원작

정출판공연죄의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고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소비나 수단을 선택할 수

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패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

디와 다른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악곡의 전부

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패러디로 넣어 보호

94) 박성호, “‘노가바’저작권법 위반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3년 창간호, 역사비평사,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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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근거가 박약하다는 견해가 있다.95) 그러나

다음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매개적 패러디의 경우도 사회 현상을 비평하기

것은 인용의 목적이 인용 및 인용되는 저작물의

위해 public domain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 없는

성질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여지가 많지만 비평의 효과를

인용부분에 각주를 달아서 인용부분이 자신의

살리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

기 때문에 비록 그 보호의 정도는 직접적 패러

명히 해야 한다고 한다.99) 패러디의 경우는 원

디에 비해 낮다고 해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고, 원 저작물을 떠올

본다.96)

릴 수 있도록 인용하는 것이므로 출처명시의무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97)는

패러

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풍자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저작물이 아

결국 우리 학자들이 인용의 요건으로 들고 있

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

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제107조가 규정하고

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여 매개적 패러디를 패러

있는 공정사용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판단요소

디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와 같다고 하겠다. 즉, 정당한 범위부분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 4가지 요소 중 저작물

3. 결 언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시장 대
체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정한 관행에 합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비평 내지 웃음을 자아

치부분은 사용의 목적과 성질, 원저작물의 성질

내기 위해 원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패러

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본 하급심 판례

디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28조의 인

도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용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서 패러디는 다른 형태와 구별하여 보호할 필요

인용의 요건으로서 정당한 범위란 양적인 면

성이 있으므로 인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미국

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자기의 저작물이 주체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

되어야 하고, 피인용저작물인 타인의 저작물은

야 할 것이다.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피인용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는 창작부분이 존재

Ⅵ.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사용법리의
적용가능성

하여야 하고, 인용저작물이 피인용저작물의 시
장수요를 대체할 성격의 것이냐 하는 점도 하나

1. 의 의

의 기준으로 든다. 결국 정당한 범위란 사회통
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하되, 내용상의 주종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관해 제22조

의 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에 따라 개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

한다.98)

해 미국 저작권법상 제한규정을 제107조에 규정

별적으로 판단해야

95)
96)
97)
98)
99)

정재훈, 앞의 논문 11면
Lisa Moloff Kaplan, supra note 42 at 8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7. 23.자 2001카합1837 결정
오승종, 앞의 책, 595～596면
오승증 앞의 책,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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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정사용과 나머지 제108조부터 제119조까

여 일본 국내 구독자에게 유료로 배포한 사건에

지 규정된 면책규정으로 구별하면서 우리 저작

서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사가 위 기사를

권제한 규정 중 제22조, 제24조, 제25조 등만 미

번역한 일본 회사를 상대로 번역문서 작성 및

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에 해당하고, 제23조,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가 번역문서

제26조, 제28조, 제30조 등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의 작성 및 배포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견해100)가

있으나 공정

을 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의 목적에 대해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것으로 구별할 실익이나 근거가 없다고 본다.

유의하면서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의 제목

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에 위 규정들을 두고 있어 위 규정 모두 미국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30조 이하에서는 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러한 입법취지에 기하여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도 제107조부

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터 제119조까지 모두 저작권 제한이라는 제목하

직접 일반적인 공정사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

에 규정되어 있다.

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즉, 공정사용의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는

우리의 저작권 제한규정들은 한정적 열거 규

법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정으로 되어 있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규정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므로 명시적 규정

사안이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보호방

이 없는 일본 법제아래에서는 공정사용의 법리

법이 문제된다. 특히 패러디의 경우가 여기에

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101)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

동경지방재판소는 Last Message in 최종호

부분 패러디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의 인

사건에서, 피고가 휴간, 폐간된 잡지 286종을 수

용의 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면서 그 해석상

집하여 휴, 폐간사의 최종호 표지들을 묶어 책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한

으로 편철하여 발행하자, 잡지사들이 피고에 대

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제1조 및 제28조 규정

해 위 서적의 발행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을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의 해석상으로도

다. 피고가 공정사용 항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이를 미국의 저작권법상의 제107조의 공정사용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내지 제49조는 저작권이

에 해당하는 일반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정사용의 법리에 해
당하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

2. 일본에서의 판례와 학설

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
우는 위 각 조항 소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

가. 판 례

로 보아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사
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02)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의 경제신문 Wall
street Journal지의 기사를 일본 회사가 번역하

나. 학 설

100) 이형하, “미국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 재판자료, 제58집 법원도서관, 653면
101) 東京高等裁判所 1994. 10. 27. 平成5(ネ)3528
102) 東京地方裁判所 1995. 12. 18. 平成6(ワ)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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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1) 적용긍정설

作花文雄

한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규정에 있

교수는103)

일본 저작권법은 미국과

같은 공정사용 규정이 없고, 제한 규정이 개별

는 저작권 제한 규정들은 보호기간 내지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한다.

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어느 저작물
이용행위가 배타적권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경

(2) 적용부정설

우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결론이 조리에 비추어

中山信弘 교수는 저작권 제한에 대해서 한정

불합리한 경우까지 저작권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적 열거규정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술이 현저하

예외 없이 저작권의 배타적권리의 지배가 미치

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 이 같은 한정적

도록 하는 형식적인 법운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열거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공정사용법리는

저작권 제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하고 한정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판례의 형성, 축적을 거

적(권리제한은 법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

쳐 성문법으로 된 것으로 판례의 축적 없이 일

에 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지

반규정으로 공정사용법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만 저작권 제한규정에서 요구되는 엄격성과 한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판이 장기화되는

정성은 그 자체로서 합리성은 있지만 흔히 법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저

체제나 기본구조의 관점이 간과되어 형식적인

해 시킨다는 이유로 공정사용법리의 적용을 반

결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제

대한다.105)

한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일본법에 일반적인 공정사용규정이 없는 이상

3.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배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미친다고 해석하지
않고, 제한규정의 엄격성과 한정성에 의한 권리

우리나라는 공정사용법리의 도입가능성에 아

의 보장과 공정한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

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로 운용해야 한다. 즉,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나

는 성문법을 취하고 있고, 저작권법상 제한에

또는 각 권리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당해 배타

관해 미국과 달리 일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적 권리의 실질적인 규범영역을 정하거나 권리

열거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례법 국가인

남용의 법리 내지 권리의 내재적 제약의 법리에

미국 저작권법에서 발달한 공정사용법리를 그

의해 합리적인 해석운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

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성문법 체계를 흔들고 법

교수는104)

저작권법 제1조는

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

하여 우리 법상 명문규정에 없는 공정사용법리

기서 ‘공정한 이용’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

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의 편익을 고려한 것이어서 저작권자에 대한 제

어렵다는 견해,106) 저작재산권 규정은 저작권자

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

의 권리내용을 공익성 등 특별한 관점에서 특례

권법 전체에 걸치는 일반조항으로서 저작권 제

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한편, 阿部浩二

103) 作花文雄, 詳解 著作權法, 제3판, ぎょうせい2004, 311～312면
104) 阿部浩二, 權利制限規定と Fair useの法理, 著作權法の權利制限規定をめぐる 諸問題, 權利制限規定委員會, 社團法人 著作
權センタ―(2004. 3.) 16～17면 ; 오승종 앞의 책 710～713면에서 재인용
105) 中山信弘, 윤선희 편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275～277면
106) 오승종, 앞의 책 710～711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리남용법리나 기존의 개념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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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에 있어서는 자유이용으로 이용되는 조

것이 아니고 영화, 라디오, TV 등에서도 인정되

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

므로 이를 종합하면 우리 저작권법도 공정사용

행위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은 법문에 구체적

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

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

리나라 학자들이 저작권법 제1조가 곧바로 공정

해,107)

그리고 저작권법은 인용과 관련하여 인

이용의 법리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이 될 수는

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인용 외에 더 넓은 범

없다고 할지라도 인용규정 등 지적재산권 제한

위를 포괄하는 미국의 공정사용 판단기준을 투

에 관한 각 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참조해야 한

영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저작권법이 여러 요소

다고 하나109) 그 결과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

들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한 포괄개념을 사용하

정사용법리를 도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

여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겠다.

두고 있는 이상 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오
랫동안 판례를 축적해 온 미국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견해108)

Ⅶ. 결 론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까지 공정사용법리를 정면으로 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저작권

룬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급심 판례

이용자 및 공중의 이익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중 앞에서 본 사건은 인용규정의 해석과 관련하

취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법의 흠결

여 공정사용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새로

있다.

운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해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결 언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을 비평하여 새로운
창작을 통해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므로 다른 형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문법에 규정된 규정

태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 더구나 패러

만으로 법 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현

디는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비웃음의 대

실을 규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

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용허

해석을 통해 그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 저작권

락을 꺼리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의 엄격성과 한정성에 구속되어서는

도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안 된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자의 권

미국의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사용에 관한

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정의규정이 아니라 그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

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조 및 제28조를 종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저작권법 제28조

합하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공정

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사용의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서 본 하급심 판례도 공정사용의 구체적 적용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기준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있고 여기서 인용은 어문저작물에만 한정하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

107) 유대종, “저작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2006년) 232면
108) 함석천,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저스티스 통권 제91호(2006. 6) 한국법학원 78면
109) 오승증, 앞의 책 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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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사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할 것

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이다.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2007. 12. 28.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일부개
정법률안110)에

영향 등을 들고 있다.

따르면, 미국법상 공정사용과 유

사한 규정인 제35조의 3을 두어 저작권을 침해

주제어 : 패러디, 공정사용, 표현의 자유, 독립된

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새로운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동일성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

유지권, 수정헌법 제1조

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Key Words : parody, fair use, freedom of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speech, original work, secondary

①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

work, moral integrity, the first

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

amendment

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

110) 박덕영,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2008. 4.) 제25호, 사단법인 한국산
업재산권법학회,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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