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CONTACT ─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 선고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
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변호사 김운호
T:02.772.4695
E:unho.kim
@leeko.com
약력보기 >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
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
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
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
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안 혁
T:02.772.4859
E:hyeok.ahn
@leeko.com
약력보기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굴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바탕으로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BTS의 공식 소속사입니다. BTS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국
내외에서 BTS의 무단 화보집이나 그와 유사한 연예잡지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에 광장은 BTS의 선발부터 데뷔,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획∙관리해왔
고, 각 멤버와의 전속계약에 기초하여 BTS의 공식 음반, 공식 화보집, 공식 뮤직비디오

변호사 곽재우
T:02.772.4985
E:jaewoo.kwak
@leeko.com
약력보기 >

등을 독점적으로 발행한 빅히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BTS 무단 화보집
등 발행업체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티스트/연예인의 가치 및 고객 흡인력(성명, 초상 등 이미지)에 대한 소속사의 금
지청구권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카합20578 결정)은 BTS의 성명, 초상 등 이미지는 빅히트가 상
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며, 잡지사가 빅히트의 허락 없이 무
단 화보집을 출판하는 행위는 빅히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
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최초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1183
결정)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와 무관하게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및 빅히트는 BTS의
고객흡인력을 구축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
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 잡지사가 항고심 진행 중 지
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며 빅히트에게 공식 허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
실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수
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라20078 결정)은 1심 결정
을 뒤집고,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서, BTS의 사진이 절반 이상 포함된 잡지의 출판은 “실질적인 화보집” 또는 “화보집
유사의 잡지”이므로 빅히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무단 잡지의 발행∙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수 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
니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아티스트/연예인의 고객흡인력과 관련하여 소속사의 금지청구권을 인정
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한류의 핵심 요체인 아티스트/연예인들의 가
치 및 고객흡인력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를 비단 개개의 사진
의 저작권자 혹은 아티스트/연예인 개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소속사에게까지 확장함으
로써,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여된 가치에 대해 부당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
인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선언하였고,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및 한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
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
무법인(유) 광장 IP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