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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터(Lawketer) 법률의견서

주제 : 연예인 모델계약 종료 후 인터넷 상에 연예인의 이미지가 계속 유통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야 : 민사 > 계약

1. 질의의 요지

연예인 모델계약이 끝난 후 SNS상의 과거 모든 컨텐츠에 있는 연예인의 이미
지를 없애야 할까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계약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과거의 
컨텐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아주 
오래 전의 컨텐츠가 되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것
은 그 컨텐츠를 지우지 않는 잘못을 한 것일까요?

2. 로케터 의견

가. 답변

SNS상에서 모델계약이 종료한 연예인의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
로 컨텐츠 사용자(이하 ‘사용자’라고 합니다)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능한 한도까지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이유

(1) 일반적인 모델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 관련 컨텐츠를 모두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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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역
시 계약 종료 후 허락 없는 광고물 사용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SNS의 경우는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 후에 관련 컨텐츠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까지 ‘계약종
료 후의 불법적인 컨텐츠의 사용’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SNS에는 항상 새로운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 모델의 컨
텐츠는 의도적으로 과거 게시물을 찾지 않는 이상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
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의도적으로 검색하여야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두
고 모델계약에서 말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 SNS 광고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사용자
가 컨텐츠를 최초 게시한 이후에는 당해 컨텐츠들이 사용자의 통제 범위 
밖에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최초 게
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연예인들의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방지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서 특정하
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
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당해 사안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페이
스북 등에서 기업들이 이전 광고모델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두는 사례
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가령 처음처럼의 이효리, 토니모리의 송중
기). 물론 이들 기업들이 체결한 모델 계약의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기
존 컨텐츠들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
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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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당해 연예인 혹은 소속사가 이미지 관리 
등의 타당한 사유로 기존 컨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능
한 한도, 즉 최초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관리자에게 관련 게시물들의 삭
제를 요청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하고, 그 밖에 사용자가 통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2013. 1. 26.

로케터 변호사 방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