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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정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고 표절하는 문제

로 인해 패션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

다. 패션디자인계에서 모방은 패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

피한 것으로써 긍정적인 행위로 간주 되지만, 표절은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쓴다는 점에서 모방과는 차이가 있다. 모방 된

디자인 중 디자인이 너무 유사하여 모방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

껴질 때 표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패션디자인에서 모방 디자인은 원 디자인이 나온 같은 시즌에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원 디자인이 출시되기도 전에 생산되

기도 한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패

션 분야에서 비슷한 스타일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출시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너무 유사한 디자인은 지식재산권 시비의 원인이 된

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패션디자인 보호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패션디자인 보호의 어려움과 표절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의 이해 부족과 패션디자인 조

형적 요소 표절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을 이해하고 패션

디자인 조형적 요소 표절에 대한 소비자와 패션디자이너의 인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소비자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의 조형적 인식

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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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 및 표절과 패션

디자인 표절의 조형적 인식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의 연구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50명과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50명으로 구

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구글폼을 사용하여 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

자인 두 개를 보고 설문 대상자가 이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적고,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작성

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패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5년 이상 경력의

패션디자이너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을 고찰한 결과 모방기법을 사용한 모방, 트렌드를 따

르는 모방 등으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패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성장에 기여 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었고,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모방

및 표절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무에 기반을 두고 있었

다.

둘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가 표절’을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이 5점 이상’인 유형에서는 그래

픽(Graphic), 패턴(Pattern), 아트워크(Art Work), 브랜드 아이덴티

티(Brand Identity), 실루엣(Silhouette), 디테일(Detail), 색(Color),

로고(Logo), 스타일링(Styling), 배색(Color Combination), 소재 질

감(Texture) 등 11가지 조형적인 요소 중 2가지 이상의 표절 요소

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래픽이 표절 요소로 꼽힌 사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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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고 ‘유사

도 평균 점수가 5점 이상’인 유형에서는 기존 디자인에서 눈에 띄

게 변형이 이루어진 사례, 모방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 사

례, 기존 디자인에서 재해석을 한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베이직한

스타일이나 클래식한 디자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패션디자인 5년 이상 경력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인

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모방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모방은 ‘디자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

자 모두가 다양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반면,

패션디자인의 표절은 모든 참여자가 짝퉁과 같은 표절은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교육적인 의의를 위한 표절은 허용해

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션디자인의 모방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금전적인 이유’,

‘모방을 통한 디자인 발전’, ‘유행에 민감한 패션디자인의 특성’, ‘소

비자의 니즈 충족’ 등을 꼽았다. 반면, 패션디자인 표절의 원인으

로는 ‘디자인 경험 부족’, ‘시간 부족’, ‘기업 문화’, ‘교육 부족’ 등을 꼽

았다.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에 따라 조형적 기준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베이직한 아이템 및 베이직한 디자인은 모방이라는 인식을 보였

다. 둘째, 베이직한 디자인 및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경우를 제외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내포된 디자인의 경우 표절로 보았다. 셋

째, 기존에 자주 보이지 않던 독특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는 표

절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트렌드가 된 경

우는 모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넷째, 전통적인 의상, 디자인을

모방한 유형은 모방으로 보았다. 다섯째, 그래픽은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모방의 범주가 좁게 나타났으며, 다른 조형적 요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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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을 가르칠 때 다수의 패션디자이너가 교육에 사

용되는 모방과 표절을 필요하지만, 이후 패션산업에서 일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때 표절로 보일 수 있는 조형적인

요소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교육할 수 있다.

둘째, 실증적으로 고찰된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의 기준은 패

션디자인 표절을 방지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허용 가능 범위에서

트렌드를 수용하고 원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모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패션디자인, 모방, 표절, 조형적 요소 표절, 디자인 카피

학 번 : 2016-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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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패션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

허청이 발표한 ‘산업부문별 출원(특허ㆍ실용신안)’ 통계에 따르면, 통계자

료 정리 시점인 2011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

피제품 제조업의 출원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특허청, 2018),

디자인 출원 건수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60,000건이 넘게 출원되고 있

다. 지식재산 출원 기업별 순위를 비교했을 때, 국내외의 지식재산 다출

원 기업 TOP 5 중 국내의 경우 패션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나이키가 2위, 루이비통이 4위로 TOP 5 안에 두 개의 패션

기업이 포함되었다(특허청, 2020).

모방이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우리말샘, 2016)’이란 뜻으로 창

조적인 응용, 기술적인 도약, 이종(異種) 산업간 모방 등은 긍정적으로

간주한다(Schnaars, 1994, pp. 29-30). 반면 표절은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씀(우리말샘, 2016)’이란 뜻으로 ‘몰

래’ 한다는 점에서 모방과 차이가 있다. 또한, 표절은 예술 분야에서 사

용되던 용어로서 원안(출처)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

이 디자인한 것처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부분적 전용이 아닌 전

체를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김동하, 2013). 모방 된 디자인 중 소비자가

볼 때 디자인이 너무 유사하여 모방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표

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모방은 이전의 패션디자인을 따라 하는 것

이 아니고 기존 요소를 새롭게 구성하여 원래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하며, 표절은 오리지널 제품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디자인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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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에서 모방 디자인은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온 같은 시즌에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오리지널 디자인이 출시되기도 전에 생산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H&M, Zara, Forever21 등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들은 인기 있는 타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하되 낮은 가격의 소재를 사용

하거나 장식을 변형하여 빠른 시간에 전 세계 매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국내에서도 뉴욕, 유럽 등의 패션 중심지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의 의복을 구입하여 약간의 수정을 더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빈번하다.

패션 분야에서 비슷한 스타일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출시되는 것은 트

렌드에 민감한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지만 너무 유사

한 모방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비의 원인이 된다. 구체적인 예로 2017년

발렌시아가(Balenciaga) 콜렉션에 처음 등장한 '어글리슈즈'는 패션 아이템으

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발렌시아가의 어글리슈즈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자 Zara, Bershka, Fila, Umbro, Nike 등 많은 브랜드에서 발렌시아가의 배

색과 청키한 모양을 차용한 디자인을 시장에 출시하였다(Ozemebhoya,

Hypebeast, 2018; Sajonas, Hypebeast, 2018). 하지만 2018년에 캘빈클라인

(Calvin Klein)이 출시한 ‘마빈(Marvin)’은 색상(회색, 녹색, 노란색)의 조합, 가

죽과 메시 소재가 들어가는 신발의 윗부분 등이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와 너

무 비슷한 느낌을 주어 발렌시아가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Highsnobiety, 2019; Hypebeast, 2018). 또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인도 디자이너 Orijit Sen의 원피스 디자인 도용 문제로 비난을 받았으며 구찌

가 Daper Dan과 아티스트인 Stuart Smythe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으로 이슈가

되었다(Vox, 2018; TFL, 2018). 이런 표절 시비는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동

대문에서 제품을 사입(仕入)해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임블리는 명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았다가 소비자들의 공분

을 샀다. 단지 “모티브 얻었다”는 말과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관행으로 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중앙일보, 2019).

이와 같이 디자인 표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브랜드로서 쌓아온

가치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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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김지인, 2018).

Hemphill과 Suk(2009)는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과 오리지널 디

자인을 모방한 복제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패션디자인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패션디자인 보호는 쉽지

않다. 패션디자인은 일부 조형적 변형만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창

작이 용이하며,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은 창작과

모방 사이의 선후 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장애

요인이 된다(최승수, 2017).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디자인 모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이 최종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며,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될 때 보통 3

년 이상 소요된다(황유선, 2012). 그동안 원작자의 디자인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더구나 디자인을 일일이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적 체계는 패션디자인의 재산권보호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차상육,

2010).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패션산업 종사자들의 부족한 인

식과 불신으로 인해(홍병숙, 석효정, 이은지, 2012) 현재 국내 패션산업에

서 패션디자인 등록을 통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제도를 받는 경우

는 많지 않다(황유선, 2012). 싸이클이 짧은 패션디자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장기적인 권리 존속기간을 부여해 디자인을 과보호하는 것

은 패션디자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장려할만한 방

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임종욱, 2012).

상표의 주된 기능으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및 식별기능이 있는데 이

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하며, 생산자는 다른 브

랜드와 구별되는 제품임을 알리는 광고·선전을 가능하게 한다(특허청,

2014). 하지만 상표법은 제품 그 자체보다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보호

하는 것으로 그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

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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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것이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부

정경쟁방지법은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 보

호를 받는 경우는 소수의 대기업과 해외의 유명 패션 업체로 국한된다

(황유선, 2012).

위와 같은 패션디자인 보호의 어려움과 표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

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비전공자는 물론이

고 디자이너나 디자인 전공자조차도 모방과 표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Salusso et al., 2016; 김

덕용, 강연심, 2014). 모방과 표절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수립해야만

디자이너 스스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 형태도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방과 표절에

대한 개념 및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패션디자인 저작권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이재일, 이윤정, 2013; 김덕

용, 강연심, 2014; Marcketti, Greder, & Sinclair, 2014) 패션디자인 저작

권의 법적 필요성 및 디자이너와 실무자의 패션디자인 저작권에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이 연구의 대부분은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

련된 인식에 한정되어 있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

다.

패션산업의 디자인 모방에 관한 연구(홍병숙, 석효정 & 이은진, 2011)

는 디자인 모방에 대한 패션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하지만 대상자가 오랜 경력자로 한정되어 있고, 어떤 것을 모방으

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조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또한, 패션디자인의 법적인 보호와 한계(육소영, 2010; 윤여

강, 2019; 이재경, 2016; 조경숙, 2014; 최승수, 2017; 황유선, 2012;

Salusso et al, 2016)에 대한 연구들은 패션디자인 보호의 현실적인 한계

를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를 제안했지만 모방과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모방과 표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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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전공자의 인식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에서의 모방과 표절의 인식을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유사디자인

을 판단할 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패션기업 종사자들의

심층면접에서 디자인 모방의 원인 중 하나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지적한

것(홍병숙, 석효정 이은진, 2011)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패션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 디

자이너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인식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을 넘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며, 나아가 패션산업의 발전으

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자 및 비전공자의 패션디자인 조형적 요

소 표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고찰된 패션디자인 조형적

관점에서의 모방과 표절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의 모방과 표절

에 대한 인식 변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의 모방성을 이해하고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

에 대한 조형적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션디자인 표절

의 조형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업계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합리적인

표절까지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

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 및 비전공자들의 패

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에 대한 조형적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특징

을 토대로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민해보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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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소비자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의 조형적 인

식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3.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 및 표절과 패

션디자인 표절의 조형적 인식을 고찰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모방과 표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은 패션디자이너 및 전공자가 패션디자인 특수성에 따른 모방과 표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패션디자인 모방의 조형적인 기준을 연구하는 것은 패션디자인

표절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다른 패션디자이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수용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모방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문제별 세부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의 모방에 대한 개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자인 분

야의 모방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모방의 구체적인 사

례를 분석하고 디자인의 모방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학술지, 저서, 인터

뷰 등 다양한 형식의 문헌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 모방의 개념을 명확하

게 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생각하는 모방과 표절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구글폼을 사용하였으며, 모방이나

표절 논란이 되는 사례를 색출하여 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두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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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설문 대상자가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디자인을

보고 이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적

고,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왜 그

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총 100명으로 기존 패션디자인 저작권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김덕용,

강연심, 2014; Salusso et al., 2016)를 참고하여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 소

비자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집은 조사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표본추출방

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된(IRB No. 2012/003-019)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및 구글 설문 URL을 단체 SNS 방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URL을 클릭하여 설명문을 읽고 동의를 클

릭하면 설문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 관련 네이버 카페 사이

트인 ‘패션 & 취업 완전 정복’(https://cafe.naver.com/fashionworking)에

모집문건 및 구글 설문 URL 게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 구성하였다. 우선 패션디자인에

서 모방 사례 선정을 위해 구글 뉴스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였다. 다양한

뉴스를 얻기 위해 영어로 검색하였고, 모방과 표절의 의미를 모두 내포

하고 있는 단어 ‘copy’로 검색하였다. ‘Fashion’, ‘Copy’, ‘Design’,

‘Fashion Copy’,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Copy’를 검색하였을

때 ‘Fashion Copy’는 총 282건 중 62건, ‘Fashion Design Copy’는 276건

중 112건으로 패션디자인 모방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아 본 연구에서는

검색 키워드를 ‘Fashion Copy’와 ‘Fashion Design Copy’로 선정하였다.

2020년 2월 26일과 2020년 11월 10일 두 번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중복되는 사례를 제외하여 총 146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중 패션전

문가 3인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은 99건을 최종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절을 판단하는 조형적인 요소는 그래픽(Graphic), 패턴(Pattern), 아트

워크(Art Work),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실루엣(Silho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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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Detail), 색(Color), 로고(Logo), 스타일링(Styling), 배색(Color

Combination), 소재 질감(Texture) 등 총 11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이

견이 있을 시 기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을 고찰하기 위해 연

구참여자와 1 대 1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선행연구

(이재일, 이윤정, 2013; 홍병숙, 석효정, 이은진, 2011; Marcketti, Greder,

& Sinclair, 2014)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주관

적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5년 이상 경력의 패션디자이너 15명

으로 구성하였고, 자료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모집은 연구자의 지인들에게 모집 문건을 전달 후 면접 의사가 있는 경

력 5년 이상의 디자이너에게 연구자의 연락처를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연구자에게 연락이 오면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온

라인 설문에 참여한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인턴, 전

시 등 패션디자인 경력 인정)에게 추가로 심층 면접도 희망하는지를 묻

고, 동의한 참여자에게만 다시 한번 면접 의사를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

하지 않고 모집된 면접 참여자는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연구문제 2에

서 진행된 설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면접 전에 미리

전달된 면접 관련 서류 및 설명문을 숙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본 연구 설명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때, 대면 면접의 경우 서면 동

의를 받았으며, 비대면 면접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연구참여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을 받았다. 인터

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했으며, 자료 분석 전에 녹음된 내용

을 전사하였다. 문항은 선행연구(이재일, 이윤정, 2013; 홍병숙, 석효정,

이은진, 2011)에 따른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의 기준, 관점, 상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99개 디자인에서 나타난 모방

과 표절의 반응 차이, 설문 참여자의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와 패션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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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반응 차이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견을 반구조 질문 문항에 추

가하였다.

제 2 장 모방과 표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예술과 디자인에서의 모방과 표절

본 절에서는 예술과 디자인에서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였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mitation’이며 어원은 그리스

어 ‘미메시스(mimesis)’이다. 미메시스는 그리스어로 ‘춤, 몸짓, 표정 등으

로 인간, 신, 사물 등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김광요 외, 2010). 미메시

스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문학에서는 ‘모방 내

지는 현실의 재현’을 의미하고(영화사전, 2004), 미학에서는 ‘초기적 표현

예술’을(Tatarkiewicz et al., 1970), 예술에서는 ‘예술창작의 기본 원리로

서의 모방이나 재현’을 의미한다(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2009).

표절 역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윤리적인 비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절의 개념에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재화를 자신의 것

인 것처럼 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들어 있고(계승균, 2000), 법적으로

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두산백과, 2021). 하지만 저

작권법이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고 있기에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모방과 표절이라는 개념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패션디자인에서의 모방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에서의 모방을 살펴

보아야 하며,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패션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모방과 표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예술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바라본 모방과

표절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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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과 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의 개념

1.1. 예술에서의 모방과 표절 개념

모방, 즉 미메시스는 고대에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가 ‘모든 예술은 모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좀 더 구체화 되었고,

시대에 따라 모방이 갖는 의미는 변해왔다. 고대에서의 모방은 자연물과

인간형상의 재현을 의미하면서 유사성에 근거하였으며, 유사성 즉 모방

은 예술을 정의하는 규범이었다(김동하, 2010). 플라톤은 세 개의 침대를

비유하여 예술을 설명하였다. 그는 세 개의 침대 중 창조자, 즉 신이 만

든 침대는 본질의 침대로 이데아의 영역에 존재하는 진리라고 보았고,

목수(자연)가 만든 침대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으며, 자연의 침

대를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의 작품은 모방에 대한 모방이라고 보았다

(Plato, 2006). 결국 예술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을 보

였다. 요컨대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물질을 이데아의 모방으로 간주했고,

예술작품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의 모방으로 물체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

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을 모방하는 의식적인 창작예술’이

라고 정의하였고, 모방을 정서적인 즐거움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Aristotle, 2017).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행위를 인간이 보편적으

로 갖는 모방 충동과 다른 사람의 모방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본능으

로 보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방은 플라톤의 모방과 달

리 단순히 자연 그 자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이상,

즉 사물의 본질에 대한 주체와 실천을 반영하여 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돈, 1997).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재현을 통해 비대상 세계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모방과 창조를 불가

분의 관계로 규정하였다(김영호, 2004). 즉, 고대 서구 예술은 자연과 인

간형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작품을

모방해서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창작작품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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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는 예술에서 기독교 신학이 주를 이루면서 인간의 형태를 모방

하여 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고대 모방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고대에서 모방과 창조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다면, 중세에서 무

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는 오직 신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예술

가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으로 보았다(조인수, 2014).

이후 르네상스에 모방의 중요성은 정점에 도달한다(조인수, 2014). 르

네상스에는 아카데미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예술에 수학적 정확성과 모방

의 원리가 결합 되었고,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와 같은 아카데미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명작을 모사하는 기법을 익히게

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술 형식의 완벽한 모방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았

으며 정밀한 모사를 창작을 위한 기본으로 여겼다. 즉, 전통에 기반을 두

는 아카데미 예술이 주를 이룰 때의 모방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

방하여 그것과 같은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예술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

났으며 이때부터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모더니즘 예술이 시

작되었다. 근대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서면서 모방과 창조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었는데, 뵐플린(Wölfflin)과 같은 미술사가들이 ‘모

방’을 교육과 창작의 기본이 되는 원리로, ‘창조’를 궁극적인 예술을 위한

원리로 분류한 것이 모더니즘 미술의 기본 원리로 발전하였다.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서면서 미술가들의 예술목표에도 변화가 생겨 그동안 예술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명작모사, 종교, 신화 등을 작품에 담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술가들은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장인적·기술

적 기법에서 벗어나 형태, 색채, 재료의 결합에 독창성을 부여했고, 자연

을 묘사하더라도 그 모습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서 대상과의 연결성을

끊으려 했다(김종기, 2012). 미술가들은 개인적 경험과 감각에 충실하며,

자신의 내면과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풍경이나 사물을 표현하고자 했고,

현실성을 외면하여 비슷한 작품이 생산되는 근원마저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 사회에서의 모방론, 즉 재현하는 모방은 비대상적인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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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독창성에 밀려 예술의 영역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김영호,

2004). 독창성에 대한 열망은 추상으로 연결되었고, 모더니즘 미술은 추

상, 초현실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기존의 대상을 재현하는

모방은 독창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

는 ‘표절’이라는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Posner, 2007).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예술에서는 모더니즘에 있던 독자성,

순수성, 독립성이 무너진 혼합된 형태가 등장하였고(김영나, 1993), 모더

니즘에 반하는 가치관 및 예술사조가 생겨났다. 이때는 모더니즘에서 강

조되던 절대성보다 상대성이, 분리보다는 통합이, 독단주의 이론보다는

관용주의 이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김욱동, 2004). 제임슨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상업적인 문화 대중주의, 고도기

술의 의존성, 탈전체주의, 탈중심주의, 패러디, 혼성모방, 장르해체 등으

로 보았고(Jameson, 2001), 햅디지(Hebdige)는 주체의 ‘탈중심화’, 스타일

에 대한 매혹, 문화적 위계질서의 붕괴 등으로 요약했다(Hebdige, 1988).

또한, 핫산(Hassan)은 불합리성, 단편화, 탈경전화, 재현 불가능성, 혼성

모방, 대중주의,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정리했다(Hassan, 1987).

포스트모더니즘에 차용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표절과 차용의 기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차용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차용(Appropriation)은 라틴어 ‘propius’에서 유래된 단어로 ‘자

기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를 의미하며, 기존 요소를 새로운 문맥에 삽입

하여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으로, 창작자만의

독특한 재해석이 추가된 창조적 개념을 담고 있다(이주연, 1998). 시각적

이미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인 차용은 본래 모

방이라 불리었으나, 1970년대부터 미학에서 미술 방법론의 하나로 예술

적 의도성을 내포하는 ‘차용’이란 개념으로 체계화되었다(조경숙, 2019;

김영선, 최재필; 2020). 차용의 개념이 체계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술

사에서는 모방을 다룰 때 모방이란 단어보다 차용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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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는 예술에서의 모방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며 모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방 작품은 고의성, 목

적성, 예술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표절로

간주되기도 한다(김영선, 최재필, 2020). 첫째로 고의성(intention)은 다른

작품의 차용을 숨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순수 창작물로 오인

하도록 하는데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차용 작가들이

원작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감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작이 어떤 작품인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경

우에 한정된다(Posner, 2007).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Mona Lisa, 1503)’나 피에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Composition II in Red, Blue, and Yellow, 1930)’과 같이 유명한 작품을

차용했을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원작이 무엇인지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용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작을 유

추할 수 없는 작품을 차용했을 때는 차용한 작품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

다.

목적성(purpose)은 작가의 차용목적을 이해하는 것으로 차용의 목적이

예술적이지 않은 작품은 표절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김영선, 최재필,

2020).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인 시선을 끄는 것을 목적으

로 차용을 하는 것은 차용목적이 예술적이지 않고 차용 의도가 불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차용된 작품은 모

두 표절로 간주 될 수 있다(이정인, 2011; Posner, 2007). 예술적인 목적

의 차용은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 현대사회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

적의 차용, 근대미술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으로 나뉜다(김영선,

최재필, 2020). 자기발전을 위한 차용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발전

시키는 수단으로 기존 작품을 차용하는 경우를 말하고(윤영범, 2013), 현

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차용은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김재원, 2011), 대중이 선호하는 스타

일을 차용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오진

경, 2014; 이제휘, 2012). 미학연구에서 차용의 대부분은 근대미술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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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김영선, 최재필, 2020).

즉, 근대미술에서 나타나던 독창성, 유일성, 매체의 순수성 등을 비판

하기 위한 차용이 대부분이었고, 차용 대상은 근대에 유명했던 예술작품

에 한정된다(윤영범, 2013; 이제휘, 2012; 김영호, 2004). 따라서 차용 시,

위와 같은 예술적인 차용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표절로 간주한다(윤지관, 2016).

차용작품의 예술성은 차용 이후 새로운 예술적 의미(allegory)가 부가

되었는지. 즉 원작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차용을 통

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김영선, 최재필,

2020). 미학에서의 새로운 예술적 의미는 오리지널 작품과 차용된 작품

의 단절과 교체가 아니라 차용을 통해 원작자의 사상과 메시지를 재해석

하고 극대화며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윤영범, 2013).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절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작품과 같은 예술작품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 즉

예술에 관한 사상을 색이나 문자로 외부에 표현하는 방식을 저작권법으

로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에 대한 방식은 보호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외관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

관이론은 미국에서 추상화 기준, 총체적 느낌, 미학적 느낌 등의 이론이

개발되었다(최동배, 김별다비, 2013).

첫째, 추상화 기준(abstractions test)은 추상화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을 찾는 이론이다. 아이디어는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

지 못하는데 어느 지점부터 보호가 가능한 표현으로 구체화 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

1930). 창작자는 컨셉과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디테일 적인 요소들을

창작하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순으로 창작과

정을 한 단계식 소거해가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부터 추상적인 단계를

거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최동배, 김

별다비, 2013). 그 이후에 침해된 요소가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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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시각화 및 객관화를 하게 된다(정상조, 2003).

둘째, 총체적 느낌 기준(total concept and feel)은 시각예술 작품이 갖

고있는 전체적인 느낌과 의미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따라서 표절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한지

영, 2016) 이 기준은 두 작품의 캐릭터, 분위기, 메시지, 배치 등을 비교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컬러가 다르게 사용되고, 표현 방법의 차이, 묘사

한 대상의 각도 등의 차이가 존재한 경우 이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Kerr v. New Yorker Magazine, 1999).

셋째, 미학적 느낌(aesthetic appeal)의 기준에는 앵글, 구도, 빛과 그림

자 등과 같이 예술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존 사진저작물의 피사체를

다른 작가가 재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지만 (김형진,

2011), 원작과 같은 기법, 구도 등 많은 부분을 따라 하여 사진을 찍었다

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Gross v. Seligman,

1914).

1.2. 디자인에서의 모방과 표절 개념

디자인에서의 모방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창조를 위해서는 모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완전 무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류승호,

2006). 즉, 모방은 아이디어 발상과 창의적 사고의 자원으로서 중요한 요

소들을 제공하며, 혁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김동하, 2013).

디자인에서 모방은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디자

인을 배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디자인을 처음 배울 때,

우선 따라 그릴 수 있는 스킬을 배우고, 스킬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는 모방할 대상과 주제를 토대로 창작을 한다. 즉 오리지널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모방의 대상을 보는 방식과 이를 새롭게 작업하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디자인적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정자영, 2010). 이

때 단순히 주어진 작품과 똑같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에 디자이

너의 고유한 철학을 더해 새로운 해석을 만드는 ‘재창조 맥락에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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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김민수, 1997), 즉 예술의 모방에서 알레고리를 갖게 된다.

모방은 ‘기존모형의 확장(extension)을 참조(reference)한 조합

(assembly), 재조합(reassembly), 채용(import), 차별화(differentiation)를

통한 실행(implementation)’ 등의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나상수,

2009). 이처럼 다른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할 때 원안을 이해하고 자신만

의 이해를 추가하여 변형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단

순히 외양을 모방했을 때 논란이 생기게 된다. 이런 무분별한 표절과 위

조는 저작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모방을 윤리적으

로 바람직하지 못한 혹은 위법행위로 인식되게 하면서 모방의 허용범위

를 줄이는 문제를 초래한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남의 기회에 쉽게 편승하면서 창작자에게 부여

되는 이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

소할 것이며 디자이너는 창작하고자 하는 의욕과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

서 적절하며 안정적인 표절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며(박해림,

김성현, 2017), 디자인 분야는 비교적 이와 관련한 법이 구체화 되어 있

다. 디자인의 경우 모방과 표절을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디자인의 표절을 판단하는 방법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표절이 아닐 시 모방으로 판단한다. 국내 디자인법 상 표절의 판

단을 위한 관찰 방법은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순서로 진

행된다.

첫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

감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육안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특허청 디자인심사

기준, 2015). 즉, 확대경이나 돋보기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청각이나 촉각

또한 이용하면 안 된다. 둘째, 간접대비관찰을 한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

준, 2015). 이는 두 개의 의장을 벽에 걸어 놓고 뒤로 물러서서 비교하여

보고 잠시 쉬었다가 두 의장의 위치를 바꿔 놓는 경우 혼동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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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디자인을 같이 두고 봐야 하며, 서로

대비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면 안된다(오세중, 이창훈, 2002). 셋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미감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도 외관의 유사성에 중점을 둔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2015). 즉 외관이 아닌 표현된 내용에 따라 공통점을 찾아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넷째,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

단해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미감이 다르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2015).

반대로 부분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우 역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잘 보이는 요부에 큰 비중을 두어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2015). 여기서 요부

란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좋은 부분을 의미하며, 요부관찰을 위해

서는 선행적으로 요부를 확정해야 한다(오세중, 이창훈, 2002).

디자인과 예술의 모방은 모두 창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모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예술에서의 모방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 변해왔고, 비교적 그 역사가 길지만, 디자인

은 예술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아서 그 변화가 다양하지 않다. 모방의

개념은 독창성에 대한 동경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그 모방

범주의 한계가 정해졌고, 예술에서 모방은 고의성, 목적성, 예술성의 특

징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표절로 보았다. 예술과 디자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모두 표절로 간

주한다. 표절이라 해서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으

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 예술과 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의 유형

2.1. 예술에서의 모방과 표절 유형

모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예술 기법으로 차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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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키치가 있다(김지인, 2018; 송호진, 정의태,

2015; 우세희, 김혜경; 2005; 윤민희, 2002; 이세리, 2013; 하은아, 2018).

이들은 예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차용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차용 미술(appropriation art)’이란 “대중문화, 광고, 매스미디어, 그리

고 다른 예술가 또는 작품으로부터 이미지를 빌려와 새로운 작품에 통합

시키는 작가의 작업수단”이다(Fisher et al,.2012). 차용미술가는 타인의

저작물, 이미지, 상표 등을 원래의 작품에서 가져와 차용한 내용을 감상

자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변형시킨다(Lipman & Marshall, 1978).

이처럼 차용의 본질은 차용하여 새롭게 구성한 작품 속에 공존하는 기존

작품의 익숙함과 차용작품에 더해진 새로움 사이에서 생성되는 담론을

발견하는 것이다(김상숙, 2005).

패러디(parody)의 어원은 ‘파생적인 노래’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paradia’에서 유래하였고, 오늘날에는 패러디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

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우리

말샘, 2016)’으로 쓰이고 있다. 독일의 시인 베르니케(Wernicke)가 유명

인사나 작품을 야유, 조소 등의 오락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해 작품화한

것을 시작으로 패러디는 문학의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 영화, 광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유행했고, 현재는 창작 유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패

러디는 예술에 사용된 텍스트의 명성과 권위를 자신의 텍스트에 빌려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낡은 요소를 재분류하여 새로운 예술로

태어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정끝별, 1997). 패러디는 원작과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며, 관객이 새롭게 창출된 의미를 눈치채기를 원하

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널리 알려진 원작의 표현

을 흉내 내거나 과장하고, 고의로 왜곡하여 재미를 부여함으로써 고유의

창작성을 얻는다.

패러디는 보통 권위를 비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

심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

다(장연이, 김희권, 2017). 패러디는 이미 존재하는 원작에 페러디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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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담론을 섞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가 독자

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텍스트와 새로운 텍스트가 상호작용한다

(Hutcheon, 1998).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의식적인 모방 즉, 새로운 맥락

속에 인용하여 그것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어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패러디를 ‘자신이 패

러디하는 텍스트를 본인만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관찰자가 이전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절은 ‘패러디 작품을 자신의 텍스트

인 것처럼 기존 텍스트를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윤민희, 2000). 따라서

패러디 작품에 본인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표

절이 될 수 있다.

패스티시(pastiche)는 미술용어로 합성작품(合成作品) 또는 혼성모방을

말하며(미술대사전, 1998), 포스트모던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

용된다(jameson, 1984). 패스티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원리로서

보들리야르(Baudrillard)의 시뮬레이션 이론을 근거로 발달했다

(Baudrillard, 1981). 패러디와 패스티시는 모두 모방과 관련되어 있고 패

스티시도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존재했던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텍스트 간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시뮬레이션 이론이 등

장하기 전에는 두 개념의 구분이 어려웠고, 패스티시는 몽타쥬나 콜라주

기법의 변종으로 여겨졌지만, 시뮬레이션 이론을 통해 패스티시는 독립

적인 기법으로서의 이론적 지위를 얻는다(도정일, 1994). 패러디는 의식

적인 동기를 지니고 원작을 변형 또는 각색한 모방이지만, 패스티시는

타 작가의 작품을 거의 변형 없이 사용하는 순수한 흉내내기이다. 또한,

패러디는 기존 작품에 풍자나 교훈을 추가한 새로운 창작인 반면, 패스

티시는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는 없으며 모방 차체로 새로운 의미가 형

성된다.’라고 본다(우리말샘, 2016). 패스티시는 모방을 중성적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패러디가 갖는 풍자나 해학이 존재하지 않아 ‘유머감각을

상실한 공허한 패러디’, ‘무표정의 패러디’로 묘사된다(Jameson, 1984) 패

스티시의 등장은 ‘주체의 죽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독창적인 것은

이미 존재하고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더 이상 새로운 양식이나 세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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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Jameson, 1984). 다시 말해 추가적인 양식

의 개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범주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

도 자체가 독창적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알레고리적 메시지, 즉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담는다. 패스티시는 형식적 구성 요소나 기법 등

에서 원작을 거의 그대로 전용할지라도 보는 이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으

므로 표절이 아닌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한다.

오마주(homage)는 ‘존경, 경의’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우리말샘, 2016)로

특정 디자인을 모방하면서 오리지널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업적과 재능

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다. 오마주는 대상 작품에 대한 기법, 의

미. 사상, 인격 등 작품 안의 모든 대상을 재료로 간주한다. 오마주는 주

로 영화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 감독이 원작에서 감명받은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본인 작품에 가져와 존경을 담아 표현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영상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오마주는 영화에 나오는 특정 소품을 사용하거나, 영화 속 한 장

면을 주인공의 공간 속에서 회상, 사진 속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거나, 특

정 장면을 참조하여 자신의 영화에 응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특

정 감독의 작품 스타일 및 요소를 채택하여 재구성하거나 특정 장르를

시대와 대상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식이 있다(황덕현, 2011).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적 특징으로 오마주를 거론하지만 사실 모더니

즘 이전에도 미술계에서는 오마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상파 화가

모네(Monet)는 마네(Manet)의 ‘목욕’이라는 작품에서 묘사된 빛의 반사,

그림에서 나타난 일상, 풍경과 강한 콘트라스트를 이용하여 오마주 하였

다. 후에 마네는 작품 ‘목욕’의 이름을 마네의 작품과 동일한 ‘풀밭에서의

점심식사’로 변경함으로써 모네에게 화답하였다. 이렇게 미술에서는 존경

하는 화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와 화풍을 모방하여 오마주한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창성을 추구하던 모더니즘 때 그 가치가 하락

했다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그 가치를 다시 인정받게 되었다. 오마주와

패러디는 창조적인 모방이라는 점에서 변형 없이 모방하는 패스티시와는

구별된다. 또한, 오마주는 존경을 담는다는 점에서 위 패러디, 패스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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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절과 구별된다.

키치(kitsch)는 근대적인 개념이며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어원은 19세

기 후반 독일 뮌헨에서 영어의 ‘sketch’를 잘못 발음하면서 여행자들이

사는 값싼 기념품, 즉 하찮은 예술품에 적용하면서 생겼다는 말이 있고,

메클렌부르크의 ‘거리의 쓰레기를 모으다’라는 방언 ‘kischen’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 그린버그(Greenberg)는 키치를 간접경험 그리고 모방된 감

각으로 표현했고, 키치는 유행에 따라 변화하여도 그 본질은 같으며, 키

치를 ‘삶에 등장하는 모든 가짜를 모아 요약한 것’으로 정의한다

(Greenberg, 1939). 어원을 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키치를 가

볍고 저속한 것으로 보는 맥락은 일치한다. 또한, ‘거리의 쓰레기’, ‘값싼

기념품’, ‘삶에 등장하는 모든 가짜’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키치는 미학적으로는 낭만주의, 사회적으로

는 19세기 중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예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그

발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정치적으로 강해진 중산층은 문화적

욕구를 나타내며 예술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회와 귀족이 예

술을 독점하던 체제가 몰락하면서 일반 대중도 예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해졌고, 이로 인해 예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Henckmann & Lotter,

1999). 키치는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문화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럴듯한

그림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던 개념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에 들어서면서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 미술과는 반대개념으로 미적 대상

으로서 미학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키치는 고급문화 또는 고

급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예술 장르 중 하나로 개념이 확대되어 현대 대

중문화의 흐름에 대한 척도로 기능한다(문학비평 용어사전, 2006). 즉 예

술에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전위의 반대개념을 뜻하던 키치가 새로운

예술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패러디는 과거의 양식과

이미지를 모방하여 시대를 비판하거나 전망하고자하는 노력이라면, 키치

는 순수미술을 따라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구입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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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예술에서의 모방 유형은 주로 모방기법을 통해 구분되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차용 미술,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키치가 있었다. 위 모방기법을 통한 모방 작품은 기존 작품과는 다른 의

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유의 창작성을 가진다.

예술에서의 표절 유형은 작품 전체를 표절하는 경우, 색이나 구성을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표절하는 경우, 원작에 변형을 준 표절, 표현 기법,

아이디어, 이미지 등을 표절하는 경우가 있다(김형진, 2011). 하지만 법적

으로 문제가 되는 예술에서의 표절 유형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뿐

이다. 저작물의 특정한 구체적 표현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따라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근본적인 본질 또

는 구조를 복제하여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

된다(2005 가합 65093, 2006 가합 54557)

2.2. 디자인에서의 모방과 표절 유형

예술에서 모방의 유형을 모방기법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디자인도 패

러디, 오마주, 키치 등의 모방기법을 활용한 것은 긍정적인 모방의 유형

으로 보았다. 패러디 디자인은 원작을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원작을 알 때 더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보았고, 존경과 경이를 담아

특정 디자인 요소를 모방하는 것은 오마주로 보았다(두산백과, 2020). 임

성택(2012)은 디자인 모방을 크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모방과

아이디어를 이해한 참모방이나 변형하여 제작하는 패러디 두 가지로 구

분하였다.

디자인에서 패러디는 ‘작품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도 당당하게 작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적 도구’로서, 작품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변용하는 것

으로 단순 복제와는 다른 분야로 인정받는다(임성택, 2012). 하은아

(2018)는 모방, 차용, 패러디, 오마주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정당한 창작행

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리디자인으로 보았다. 하은아

(2018)는 리디자인을 원본을 인지하게 하는 유형과 창작자의 재해석 요

소가 들어가 원본과 다르게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원본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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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나타났고, 재해석된 유형은 현시대의 기술

반영, 타 분야 접목,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하

은아, 2018). 디자인에 있어서 키치는 단순히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떠나 부정의 방법을 사용한 혼성모방적인 표현방법으로 보았으며, 조잡

한 이미지들 속에서 오히려 대중적이고 친근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감성

적 요소라고 보았다(정원일, 1996).

또한, 디자인에서의 모방 분류 기준은 디자이너의 의도, 디자인 사조,

생활환경 속의 문화 등으로 나누고, 이 기준들에 의해 디자인의 전반적

인 조형성이 형성된다고 말했다(류승호, 2006). 마찬가지로 모방을 결정

할 때 정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 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조형적인 느

낌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류승호(2006)는 조형적인 느낌을 기

준으로 유희성을 위한 모방, 키치적 디자인을 위한 모방, 버내큘러적 사

물을 위한 모방으로 분류하였다. 유희성은 감성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며,

디자인의 유희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잘 나타난다.

엄숙하고 절제된 디자인을 지향했던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

즘은 문화와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

는 디자인을 시도했고, 그중 하나가 모방을 통한 유희성 때문에 나타났

다(류승호, 2006). “키치라는 문화상품은 오리지날의 복사품으로 만들어

진 그림”(Moles, 1995)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키치는 모방의 산물이

다. 디자인에서 키치는 하위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징적인 요소

나 하위문화의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다(류승호, 2006). 버

내큘러적 사물을 위한 모방에서 버내큘러란 ‘토착적인' 또는 ‘향토적 스

타일’의 의미로서, 그 범위 속에는 크게 버내큘러 오브제(Vernacular

Object)와 버내큘러 제품(Vernacular Product)이 있다(류승호, 2006). 버

내큘러 오브제란 당대의 디자인 문화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것

이 아닌 토착적인 산업 생산물을 지칭하는 것이다(ICSID, 2001). 따라서

버내큘러 오브제는 민속 공예품이나 토속 생활용품 및 일상 생활용품을

포함하고 있다.

버내큘러 제품이란 정규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가 해당 지역의 토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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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업 생산물과 그 문화의 특정한 장점들을 전유한 새로운 산업 생산

물을 의미한다(ICSID, 2001). 따라서 버내큘러 제품은 공산품 중 지역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담긴 제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버내큘러 제품은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미학적 측면에서의 버내큘러 디

자인(Vernacular Design)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버내쿨러

기능(Vernacular Function)이다(류승호, 2006). 기능적 측면 버내큘러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김치 냉장고, 물걸레 청소기가 있고 미학

적 측면의 버내큘러 디자인은 전통사물의 조형적인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들로 볼 수 있다.

표절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임성택(2012)의 연구에서

는 디자인 표절의 유형을 이미지, 분위기, 컨셉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미

지 표절은 디자인 형태, 구성, 아이디어 등 여러 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따라 한 것을 표절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핵심 이미지를 따라 했는지

가 표절판단의 요점이 된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디테일 뿐만 아니라 전

체적인 분위기도 표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시각적 요소들의 유

사성보다는 시각적 분위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표절판단이 가능하며,

주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인이 유사하면 의도가 순수했고 형태가 변용되

었다 하더라도 컨셉이 도용된 표절로 여겨지기도 한다(임성택, 2012). 마

지막으로 형태적 유사성과 아이디어의 연관성이 컨셉 표절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임성택, 2012).

이와 같이 디자인 모방에서는 예술 분야의 모방기법을 활용한 모방 유

형이 나타났으며, 그 모방 기법을 통한 의미는 예술과 동일하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모방 유형을 조형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유희성을 위한 모방,

키치적 디자인을 위한 모방, 버내큘러적 사물을 위한 모방으로 분류하여,

디자인의 조형성과 재해석 여부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자인에서 표절

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이미지, 분위기, 컨셉에서 기준 이상을 초과한 모

방을 표절이라고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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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의 개념 및 유형

1. 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의 개념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침해 역설(Piracy Paradox)이라는 이론을 바탕으

로 모방이 패션 업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패션 트렌드의 주기를

단축시키는 연료로써, 모방으로 인해 다수가 그 트렌드를 보다 빠르게

수용하게 되면 트렌드세터들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찾게 되는 ‘의도적

진부화’의 원리를 따른다(Hemphill & Suk, 2009; Raustiala & Sprigman,

2012). 이에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해야 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게 되고,

디자이너들은 다시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 베끼기로 인해 저렴한 버전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해져 오

리지널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해당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어 패션의 평등을 이루었고, 원본 디자인을 조금씩 새롭게

수정한 ‘파생물’ 등장하며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Raustiala, 2006). 여성복의 가격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방된 제품은 전체 패션 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패션디자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Raustiala & Sprigman, 2012).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패션디자인의 모

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표절을 옹호하는 것이 아

니며,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패션디자인에서 모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허용적이지만, 패션디자

인 표절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절해야 하는 행위로 간주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서는 이미 2

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0년대부터 무차별적 표절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

람들이 생겨났다. 영국 경제학자 Arnold Plant(1934)는 “파리 오뜨 꾸뛰

르 조합을 이끌어나가는 의류업체 스무 곳은 표절 방지를 위해 매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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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세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런던의 ‘버윅 스트리트(Berwick

Street)’에는 패션쇼가 끝나기 무섭게 모조품이 활개를 친다.”라고 말했

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의류업체들도 패션디자인을 표절했고, 미국에

서는 자국 내에서만큼은 서로의 디자인을 표절하지 말자며 ‘패션창작자

협동조합’이라는 연합 전선도 구축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Raustiala & Sprigman, 2012).

이러한 반대의 근거는 표절을 통해 쉽게 남의 기회에 편승하면서 창작

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데

있다. 따라서 디자인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절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법의 표절판단 방법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패션 제품은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고, ‘정상적인

모방으로 볼 수 있는’ 패션 제품마저도 소송에 휘말리고, 벌금을 무는 등

패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 패션디자

인 저작권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관대한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Raustiala &

Sprigman, 2012).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패션디자인의 무분별한 표

절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상표법은 입체상표, 위치상표, 색채상표 등이 있다. 입

체상표 도입으로 3차원적 형상의 보호가 가능하고, 색체상표는 기능성이

없는 경우 색채의 독점도 가능하다(상표법 제2조). 디자인이 유명한 경

우 위치상표를 통해 그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가 보호되기도 하는데 실례

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삼선’이 의류 특정 부위에 위치한 경우 이를

상표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2010후2339). 부정경쟁방지법
은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부경법 제2조 1호 가목).

이때, 상품 주체가 각각 주지 또는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09년 A씨는 루이비통의 각 도형을 디자인 등록 후 루이비

통과 유사하게 도형들을 조합해서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재

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장소와 가격 차이를 근거로 일반 소비자가



27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2010도15512). 이 외에도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패션디자인의 모방이 패션산업에서 긍정적

인 역할도 하고 있으며, 패션디자인 모방의 부정적인 측면인 표절을 방

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념적인 정의

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까지를 표절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모방의 긍정적

인 측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의 개념적인

정의 외에도 패션디자인 표절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 고찰이 필요하

다.

2. 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표절의 유형

패션디자인은 앞서 말한 예술 및 디자인 분야보다 보편적인 시대의

이상미를 좇아야만 했고, 유행 체계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션디자인

은 아무리 미학적으로 아름다워도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민

자, 1998).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다. 패션디자인의 모방에서도 예술 분야와 같이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키치 등의 기법이 주로 사용되는데(김혜경, 김보람,

2008; 범서희, 임은혁, 2105; 우세희, 김혜경, 2005), 패션디자인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한 모방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패션디자인의 패러디는 ‘풍자’나 ‘익살스러운 표현’에 초점을 두지 않는

다는 면에서 예술의 패러디와 차이가 있지만, 단순한 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패러디하는 디자이너의 의도와 목적의식의 맥락 안에서 모방한다

는 면에서 예술의 패러디와 유사하다. 예술처럼 패션디자인의 패러디 역

시 이전 양식과는 차별성을 갖도록 새로운 표현성을 추가하여 기존 텍스

트와는 다른 것을 만든다(우세희, 김혜경, 2005) 이처럼 단순히 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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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ELLE, 2019).

진경옥과 박민여(2000)는 패러디를 응용한 패션의 조형성을 고찰하면

서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패러디 유형을 ‘모방적 패러디’, ‘비평적 패러디’,

‘아이러닉한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신명진(2011), 장정임과 이연희(2013)는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

디를 고찰하면서 ‘모방적 패러디’, ‘비평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구분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적 패러디는 과거의 스타일이나 예술양식

을 모방하는데 기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친밀감을 표시하고,

패션디자인의 비평적 패러디는 주로 성과 계층 등 기존 관념들을 전복하

여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장정임, 이연희,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패션디자인의 패러디는 ‘모방적 패러디’, ‘비평적

패러디’를 다루며,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패러디와 패스티시를 구분한 선

행연구에 따라 패러디와 구분하여 패스티시 패션으로 정의하였다.

패스티시 패션은 총체성이나 질서, 통합된 의미를 무너뜨리려는 노력

의 산물이며(이은경, 2002), 패션에 나타난 패스티시의 특징은 초월적 의

미, 오브제의 기용, 일시성의 추구로 보았다(손향미, 박길순, 2002). 예술

에서는 패스티시를 창조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고 기존 텍스트를 무의미

하게 조합한 것으로 보는데, 패션에서도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물, 동식물

등 기존 이미지를 차용, 조합, 중첩, 복제하거나 위치를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양학미, 김민자, 2000; 장정임, 이연희, 2013).

하지만, 패션에서 패스티시를 단순히 조합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양한 역

할을 갖고 있다. 이은경(2002)은 패스티시 패션을 독자적인 창작 영역으

로서 과거를 응용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복고성, 다양한 나라의 복식문화

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민속성, 패션의 조형적 요

소에 유머를 더한 유희성,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와해를 통해 여러 요

소가 혼성되어 독창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절충성 등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진경옥과 박민여(2000)는 패스티시 패션의 사회문화적·미적 가치

를 고찰하면서 유희성, 복고성, 대중문화 절충성, 아방가르드 심미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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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지리적 양식과 절충 혼합된 민속성, 모방으로부터 새로운 미를 발

견하는 창조적 역동성 등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패션디자인에서 오마주는 예술, 영화, 문학분야와 동일하게 존경 또는

경의의 표현을 내포한다. 패션디자인에서는 재현적 기법, 상징 기법, 삽

입 기법, 포괄적 기법이 사용된다. 재현적 기법은 영화분야에서 자신이

영향을 받은 특정 장면을 참조하여 자신의 작품에 응용하는 방식을 말한

다(황덕현, 2011). 이는 패션에서 오뜨 쿠튀르 쇼에서 나타난 컬렉션을

참조하여 오마주하거나, 한 브랜드의 패션 스타일과 실루엣을 현대적으

로 응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범서희, 임은혁, 2015).

상징 기법은 기존 감독의 작품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특정 아이템이나

소품을 그래도 사용하거나(홍혜경, 이정민, 2014), 제목을 그대로 가져오

는 방식을 취한다(박은경, 2011). 패션디자인에서 상징 기법은 화가의 그

림 스타일을 모방하는 방식을 취했다(범서희, 임은혁, 2015), 삽입 기법은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를 자신의 영화 속에 삽입하는 것으로 회상 장면이

나, 사진 속 이미지 등으로 표시된다(박은경, 2011). 패션에서는 예술작품

이나 존경하는 디자이너의 작품 이미지를 그대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나

타났다(범서희, 임은혁, 2015). 마지막으로 포괄적 기법은 특정 장르나 특

정 감독의 스타일을 오마주하는 것으로 은유적·간접적으로 표현한다(황

덕현, 2011). 패션에서는 주로 예술가의 스타일 기법을 간접적으로 표현

하거나 예술작품의 색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범서희, 임은혁,

2015).

패션디자인의 키치는 저속하고 값싼 모조품이라는 키치와 패션이 융합

되어 우아한 아름다움보다는 저속함과 부조화를 추구하며, 기존에 있던

미의 형식에서 벗어나 값싼 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이다(윤현서, 윤정아,

& 이연희, 2015). 키치 패션은 개성표현의 욕구와 동조 욕구로 발생 된

것으로서, 자신의 의복을 눈에 띄도록 하거나 복제품을 걸쳐 천박한 이

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도영, 2001). 현대 패션에서의 키

치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모방하기 위해 값싸고 저급한 소재를 사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고급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며,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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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도 모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한다(윤현서, 윤정아, & 이

연희, 2015).

패션디자인 모방 및 표절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조상품을 진짜 위조 상품

(true counterfeit products), 녹오프(look-alikes or knockoffs), 유사품

(reproductions), 모조품(imitations)으로 구분하였고, 모방과 표절의 유형

을 위조품(vanity counterfeits), 초과 생산품 (overruns), 묵인되는 카피

(condoned copies), 자기 카피(self copies)로 구분하였다. 우선 Chaudhry

와 Walsh(1996), 그리고 Harvey(1987)가 분류한 위조상품에 대해 살펴보

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짜 위조 상품(true counterfeit

products)’은 오리지널 제품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명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했고, ‘복제품(look-alikes or knockoffs)’은 오리

지널 제품을 모방했지만 상표명은 다르게 사용한 제품으로, ‘유사품

(reproductions)’은 디자인과 상표가 매우 유사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제품으로, ‘모조품(imitations)’은 누가 보아도 진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였다. Wilke와 Zaichkowsky(1999)는 진짜 위조

상품은 상표권 침해, 복제품은 디자인 도용에 따른 디자인권 침해, 기업

의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진품이라고 혼돈할 수 있는 유사품과 모조품 역

시 넓은 의미의 위조 상품이라 정의했다.

둘째, Hilton., Choi, & Chen(2004)는 모방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위조품(vanity counterfeits)은 패션 제품의 형태를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저품질의 상품으로 보았고, 초과 생산품 (overruns)은 잉

여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묵인되는 카피(condoned copies)

는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묵인되는 카피로 정의하였으며, 자

기 카피(self copies)는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을 다

시 모방하는 형태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용주(2004)는 국내 패션산업에서

나타나는 모방을 소비자가 오리지널 제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디자

인 및 소재가 동일한 형태와 제품의 소재 또는 디자인 일부만을 모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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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최현정(2004)은 국내 패션 브랜드 및 동대문 의

류 브랜드가 해외 패션 브랜드를 어떻게 모방하는지 조사하면서 전체적

인 라인, 소재, 형태, 색채에서 디자인 모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병숙, 석효정과 이은진(2011)은 패션산업에서 디자인 모방이 위조상품,

복제품, 불법 복제, 짝퉁 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모방은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모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모방은 표절과 모방의 구분이 없는 개념

으로서, 패션디자인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만의 패션디자인 모방 유형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모방 기준에 부합하는 유형은 ‘트렌드에 따른 모방’, ‘모방 기법을 사용한

패션디자인’, ‘디자인의 일부만을 모방하는 유형’ 등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모방 만을 패션디자인의 모방 유형으로 다루며, ‘진짜 위조 상품’,

패션 제품의 형태를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저품질의 ‘위조품’,

‘소비자가 오리지널 제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디자인 및 소재가 동

일한 유형’, ‘위조 상품’, ‘복제품’, ‘불법복제’, ‘짝퉁’은 표절 유형으로 다룬

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녹오프’, ‘유사품’, ‘모조품’, ‘묵인되는 카피’ 등

은 디자인에 따라 표절로 간주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표 1] 패션디자인 모방 및 표절 유형

연구자 내용 구분

Chaudhry,

Walsh(1996),

Harvey(1987)

Wilke,

Zaichkowsky(1999)

진짜 위조

상품(true

counterfeit

products)

오리지널 제품과 디자인뿐

만 아니라 상표명까지 동일

하게 사용하는 제품

표절

녹오프(look-

alikes or

knockoffs)

오리지널 제품을 모방했지

만 상표명은 다르게 사용한

제품

정도에 따라

표절로 판단

가능

유사품(repro

ductions)

디자인과 상표가 매우 유사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제품

정도에 따라

표절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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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패션디자인 조형적 요소 표절의 인식

본 장에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조형적 요소 표절의 인식

을 파악하고,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을 고

찰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생각

하는 조형적 요소 표절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2절에서는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의 기준, 관점, 원인 등을 확인했고, 1

절에서 사용된 사례와 결과를 통해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조형적 요

모조품(imitat

ions)

누가 보아도 진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제품

정도에 따라

표절로 판단

가능

Hilton., Choi, &

Chen(2004)

위조품

(vanity

counterfeits)

패션 제품의 형태를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저품질의 상품

표절

초과

생산품(overr

uns)

잉여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지는 제품
다루지 않음

묵인되는

카피

(condoned

copies)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인

정되고 묵인되는 카피

정도에 따라

표절로 판단

가능

자기

카피(self

copies)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자신

이 제작한 디자인을 다시

모방하는 형태

다루지 않음

김용주(2004)

소비자가 오리지널 제품과 구분하기 어려

울 만큼 디자인 및 소재가 동일한 유형
표절

제품의 소재 또는 디자인 일부만을 모방하

는 유형
모방

홍병숙, 석효정,

이은진(2011)

위조 상품

표절
복제품
불법 복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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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표절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99개의 사례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유사도 점수가 높고, 다수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사례로 구성되었고,

유형 2는 유사도 점수는 높지만, 다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로

구성, 유형 3은 유사도 점수가 낮고, 다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

로 구분되었다. 유형1은 35개(1번, 2번, 4번, 5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22번, 26번, 34번, 35번, 38번, 43번, 44번, 46번, 48번, 52번,

53번, 56번, 58번, 60번, 61번, 63번, 65번, 67번, 74번, 80번, 82번, 83번,

86번, 87번, 90번, 부록 참조)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과반수가 ‘표절’이라

고 선택했고, 유사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5점 이상이었다. 유형2

는 33개(8번, 10번, 14번, 18번, 19번, 20번, 21번, 23번, 30번, 33번, 36번,

42번, 47번, 50번, 51번, 54번, 55번, 57번, 59번, 62번, 64번, 66번, 68번,

69번, 71번, 73번, 76번, 79번, 84번, 85번, 88번, 89번, 부록 참조)의 사례

로 구성되었으며 50명 이상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선택했고, 유사도 평

균 점수는 5점 이상이었다. 유형3의 31개(3번, 6번, 7번, 9번, 24번, 25번,

27번, 28번, 29번, 31번, 32번, 37번, 39번, 40번, 41번, 45번, 49번, 70번,

72번, 75번, 78번, 81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99번, 부록 참조)의 사례는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선택했으며, 유

사도 평균 점수는 5점 미만이었다. 위 유형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다수가 표절을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이 높게 나온 유형1에서는

그래픽(Graphic), 패턴(Pattern), 아트워크(Art Work), 브랜드 아이덴티티

(Brand Identity), 실루엣(Silhouette), 디테일(Detail), 색(Color), 로고

(Logo), 스타일링(Styling), 배색(Color Combination), 소재 질감

(Texture)의 11가지 조형적인 요소 중 2가지 이상의 표절 요소가 복합적

으로 나타나거나, 그래픽이 표절 요소로 꼽힌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다수가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온 유형2에서는 기존 디자인에서 눈에 띄게 변형이 이루어진 사례, ‘패

러디’, ‘오마주’ 등 모방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 사례, 기존 디자인

이 재해석된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베이직한 스타일이나 클래식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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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다수가 ‘표절’을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이 높게 나온 유형은 표절에 가

까우며, 과반수 이상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온 유형은 유사도가 높을지라도 표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의 특징을 각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표절 논란을 피하

면서 원 디자인의 모방을 통해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99개 사례를 구성하면서 전문가 3인이 분석한

조형적 요소의 표절 인식과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대부분 일

치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가 3인이 실루엣 요소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은 100명의 연구대상자의 응답에서 실루엣 표절이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였다. 전문가의 인식과 100명 연구대상의 인식이 대부분 일치하였

다. 하지만, 71번 사례는 전문가 3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조형적 요소

의 표절이라고 판단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표절 요소로서 실루엣과 색

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즉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와 연구대상

의 표절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문항, 패션에 대한

관여도,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라 표절 선택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99개의 사례 중 [그림 1]에 제시한 12건만 유의하여 패션디자

인 교육 유무는 패션디자인의 표절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12건의 사

례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두 디자인이 유사하더

라도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으면 이를 모방으로 보았으며, 베이직한

아이템의 경우 모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패션관여도와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라 4개 집단(저관여, 패션디

자인 교육 무: 집단1, 고관여도, 패션디자인 교육무: 집단 2, 저관여, 패션

디자인 교육 유: 3집단, 고관여, 패션디자인 교육 유: 집단 4)으로 구분하

여 조형적 요소 표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일관

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패션관여도에 따라 표절과 유사도 점수를 부여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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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패션관여도 평균(M=4.1)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

을 저관여집단(59명, M=4.8), 평균 이상인 집단을 고관여집단(41명,

M=3.6)으로 분류하였다. 패션관여도(저관여집단, 고관여집단)에 따른 유

사도 점수 평균 및 표절선택비율을 파악하였을 때, 저관여집단이 유사도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하였고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패션관

여도(저관여집단, 고관여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사

례는 99개의 사례 중 [그림 2]에 제시된 8건으로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8건 모두 고관여집단이 저관여집단 보다 모방이라고 판

단한 비율이 높았고, 이는 패션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갖고 있는 패션디

자인 모방 범주가 저관여집단 보다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사례 안의 두 디자인의 차이를 더 잘 파악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각 사례를 상세히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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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 11 15
표절선택비율 0.80 0.63 0.60 0.81
유사도평균점수 7.96 7.17 7.59 8.14

사진

사례 19 34 37 56
표절선택비율 0.33 0.66 0.27 0.69
유사도평균점수 6.19 6.89 4.56 7.25

사진

사례 66 71 79 94
표절선택비율 0.29 0.27 0.46 0.18
유사도평균점수 5.18 5.84 6.32 4.32

사진

[그림 1]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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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51 60 61
표절선택비율 0.80 0.30 0.83 0.59
유사도평균점수 7.80 5.08 8.02 7.23

사진

사례 63 71 79 94
표절선택비율 0.72 0.27 0.46 0.18
유사도평균점수 8.12 5.84 6.32 4.32

사진

[그림 2] 패션관여도(고관여집단, 저관여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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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설문조사를 통한 패션디자인 조형적 요소

표절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고찰

1. ‘표절’로 판단할 때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

표절로 판단할 때의 첫 번째 조형적 요소 인식은 실루엣과 디테일이

모두 유사한 경우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표절을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이

5점 이상인 유형에서는 그래픽(Graphic), 패턴(Pattern), 아트워크(Art

Work),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실루엣(Silhouette), 디테일

(Detail), 색(Color), 로고(Logo), 스타일링(Styling), 배색(Color

Combination), 소재 질감(Texture) 등 총 11가지 요소 중 2가지 이상의

조형적 요소를 표절로 판단한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픽 사례를 제

외하고는 한 디자인에서 11가지 표절 요소 중 다수가 선택되었을 때 표

절이라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사례 1번을 표절이라고 생

각한 경우는 실루엣, 디테일, 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선택하였다. 즉 그

래픽처럼 한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 경우가 아니면 한가지 조형 요소로

표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표절되었다고 느껴질 때 표

절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2가지 조형적 요소 중 특히 실루엣과 디테

일이 모두 유사할 경우 표절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5개의 사

례 중 [그림 3]에 제시된 19 사례에서 실루엣과 디테일이 함께 묶이는

조형적 요소로 나타났다. 즉, 기존 디자인에서 실루엣을 참조할 때 디테

일에 변형을 주거나, 디테일을 참조할 때 실루엣에 변형을 주는 것이 표

절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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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과 디테일이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 된 유형은 교육의 유무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 1번([그림 4])이 표절이라고 판단

사례 1 2 4 5

사진

사례 11 12 13 15

사진
　

사례 16 17 22 26

사진

　

사례 34 35 74 82

사진

사례 86 87 90

사진

[그림 3] 실루엣과 디테일이 모두 유사하다고 선택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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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80명이었고, 100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

는 평균이 7.96점(10점 만점)이었다. 표절을 선택한 80명의 참여자 중에

서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평가한 참여자는 61명, 실루엣을 표절했다고 평

가한 참여자는 59명, 색을 표절했다고 평가한 참여자는 56명이었다. 패션

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3명은 조형적인 요소를 5가지 이상 모방

하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표절로 판단했다고 밝혔

다.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라 ‘표절’과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사례 1번에서는 카이 제곱 값이 9.00(p<.01)

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

여자 중 사례 1번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명이었고 표

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46명인데 반해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는 참여

자는 16명이 '표절이 아니다'를, 34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2번([그림 4])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63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7.17점(10점 만점)이

었다. 표절을 선택한 63명의 참여자 중에서 52명이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평가하였고, 42명이 실루엣을 표절했다고 평가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는 후드를 없애는 등 디테일을 변형하였기 때문에 '표

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가 2명이 있었고,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

은 참여자는 판매의 용이함을 위해 그대로 만든 것 같아 표절이라고 하

였다. 사례 2번 역시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표절이 아니

다'와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카이 제곱 값이

9.65(p<.01)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

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패션디자

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

자는 11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39명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

육을 받지 않는 참여자는 26명이 '표절이 아니다'를, 24명이 표절을 선택

하였다.

사례 15번([그림 5])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81명이었고,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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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8.14점(10점 만점)이

었다. 74명의 참여자가 실루엣을 표절했다고 판단하였고, 61명의 참여자

가 색을 표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디테일과 스타일링은 각각 51명, 소재

질감은 41명이 표절했다고 선택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3명은 슬릿의 위치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하여 표절로 보았다고 하

였다. 위 사례에서는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5.26(p<.05)으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

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

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

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4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36명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5명만이 '표절이 아니

다'라 답했으며, 45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34번([그림 5])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66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6.89점(10점 만점)이

었다. 59명의 참여자가 실루엣을 표절했다고 판단하였고, 54명의 참여자

가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판단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

자 중 한 명은 소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이 모두 동일하여 표절로 판단

했다고 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

에서 카이 제곱 값이 8.73(p<.01)으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

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4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26명

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10명만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40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즉, 과반수가 표절이라고 보았으며, 실루엣과 디테일이 표절되었다고

판단된 사례에서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보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가 '표절이 아니다'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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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번([그림 6])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60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7.59점(10점 만점)으

로 나타났다. 표절을 선택한 60명의 참여자 중 44명이 실루엣과 디테일

을 선택했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표절이 아니다'라고 선

택한 4명은 무스탕 자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루엣과 디자인이기 때문

에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했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 명은 밀리터리 혹은

라이더 자켓과 같은 스타일은 표절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아메카지'처럼

사례 1 2

사진

[그림 4]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1, 사례 2)

사례 15 34

사진

[그림 5]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15, 사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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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복식, 혹은 오마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한 참여자

는 베이직한 스타일은 디자인 변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는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표절이 아니다'와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10.67(p<.01)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

자가 교육을 받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2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38명이었지만, 패

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28명이 '표절이 아니다'를, 22명이 표절

을 선택하였다.

즉, 실루엣과 디테일이 동일하여도 베이직한 스타일의 경우 패션디자

인 교육을 받은 참가자는 표절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과 디테일이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된 유형은 패션관여도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3번([그림 7])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80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7.80점(10점 만점)이

사례 11

사진

[그림 6]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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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루엣을 표절이라고 본 참여자는 70명, 디테일을 표절이라고 본

참여자는 50명, 패턴, 스타일링, 색을 표절로 본 참여자는 순서대로 48,

47, 40명이었다. 저관여집단 참여자 중 한 명은 같은 디자인의 원단 패턴

만 달리한 의상으로 보여 표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73(p<.05)으로 나타났

으며, 고관여집단의 참여자가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

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

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2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29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는 8명만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

으며, 51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60번([그림 7])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83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8.02점(10점 만점)이

었다. 배색이 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59명, 그래픽이 표절이라고 한 참

여자는 53명, 패턴이 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50명이었다. 색, 디테일, 아

트워크, 실루엣을 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그 순서대로 49, 48, 43, 43명

이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

이 6.06 (p<.05)으로 나타났으며, 위 사례 역시 고관여집단의 참여자가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

았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

자는 11명,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30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

는 5명만이 '표절이 아니다'를, 54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즉, 고관여집단은 소재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

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을 중요하

게 생각할 경우 디자인의 모방 허용 범주가 더 넓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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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래픽이 유사한 경우 다른 조형적 요소의 차이가 있어도 표

절로 보았다. 유형1에는 그래픽이 표절 요소로 꼽힌 사례가 다수 포함되

었는데([그림 8]), 그래픽이 표절 요소로 나타날 때는 독특한 경향을 보

였다. 즉 그래픽을 표절 요소로 꼽을 때는 다른 조형적 요소가 유사하지

않고 그래픽 한 가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표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래픽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들의 경우 그래픽이 100%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이는 그래픽을 변형하더라도 그래픽의 형태가 유사하면 표절이

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44번의 경우 여자 캐릭터가 입

고 있는 핑크 맨투맨 속의 그래픽 레터링은 다르지만, 캐릭터의 포즈, 피

부색, 머리 스타일, 옷 색 등 복합적인 조형적 요소가 동일하게 나타났

다. 사례 46번은 그래픽의 크기와 하트에 박혀 있는 화살과 칼에 차이가

있지만, ‘Heart Breaker’라는 의미를 담은 갈라진 하트 모양, 레터링과 하

트 색, 레터링 사이의 하트 위치 등 그래픽 안의 조형적 요소가 동일하

다. 사례 52번은 검정색 레터링이 세로로 되어 있고, 그 중앙은 블락으로

지운 느낌을 주었다. 비록 레터링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검정 폰트, 가운

사례 13 60

사진

[그림 7] 패션관여도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13, 사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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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를 지운 디테일 등 조형적인 요소는 유사하다. 사례 53번은 캐릭터의

눈과 레터링의 내용이 다르지만, 캐릭터의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은 원형

의 얼굴과 구불거리는 입에 나온 혀의 모양, 위치 및 색이 동일하다. 사

례 56번은 꽃의 디테일과 위치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요소가 되는 사람

들의 포즈와 칼라가 유사하다. 사례 65번의 경우 그래픽이 놓인 위치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픽의 전체적인 형태와 색이 유사하다. 즉 그래픽의

안의 부분적인 형태를 변형하여도 이를 표절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래픽을 기존 디자인에서 모방할 경우 모방기법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 모방하거나, 그래픽의 전체적인 형태에 변형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픽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유형은 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56번([그림 9])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69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7.25점(10점 만점)이

었다. 49명이 그래픽을 표절했다고 선택하였고, 48명이 패턴을 표절했다

사례 44 46 52

사진

사례 53 56 65

사진

[그림 8] 그래픽이 표절 요소로 꼽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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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택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한 명은 그림이 유사

하고, 그림의 주제가 비슷해 표절로 보인다고 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라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를 보였고, 카이 제곱 값은

5.66(p<.05)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그렇지 않

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패션디자인 교

육을 받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0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40명이었다. 반면, 패션디자인 교육

을 받지 않는 참여자는 21명이 '표절이 아니다'를, 29명이 표절을 선택하

였다.

즉, 그래픽이 유사한 경우에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가자보다 표절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디자인 교육

을 받은 참여자의 경우 그래픽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 그래픽이 유사할 경우 표절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의 경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보다 그

래픽의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패션관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61번([그림

10])의 경우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59명이었고, 100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7.23점(10점 만점)이었다. 패턴을

사례 56

사진

[그림 9]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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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48명이었다. 저관여집단에서 주요 칼라의 배색

과 그래픽이 유사해 표절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고관여집단에서는 전

통 의상의 재해석으로 판단하여 '표절이 아니다'로 본 의견이 있었다. 패

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5.40(p<.05)으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2명,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19명이었지

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는 18명만이 '표절이 아니다'를, 41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2.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

과반수 이상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 점수가 5점

이상인 유형2에서는 기존 디자인에서 눈에 띄게 변형이 이루어진 사례,

‘패러디’, ‘오마주’ 등 모방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 사례, 기존 디자

인에서 재해석을 한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유행에 따른 모방 디자인, 베

이직한 스타일이나 클래식한 디자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

위 기준 역시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사례 66번([그림 11])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9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5.18점(10점 만점)

사례 61

사진

[그림 10] 패션관여도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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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2명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절했다고 평가하였으며, 20명이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평가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2

인은 아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가방의 실루엣과 디테일이 너무 에르메스여서 표절로 보았다고

했고, 다수는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

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93(p<.05)으로 나타

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0명이었고, 10명 만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반면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31명이 '표

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19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71번([그림 11])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7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5.84점(10점 만점)

이었다. 표절이라고 선택한 27명 중 19명은 표절의 이유로 실루엣을, 17

명은 색을 선택하였다. '표절이 아니다'로 본 참여자 중 3명은 전형적인

킬 힐의 디자인, 즉 베이직한 디자인이기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한 명은 색과 굽의 높이가 유사하지

만, 굽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로 본다고 하였다. 패

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

이 6.14(p<.05)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1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19명이었지만, 패

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42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8명

만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66번과 사례 71번 모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절하였다고 논란

이 된 사례였다. 66번의 경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에르메

스 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유사하게 따라 한 것은 표절로 보는 경

향이 나타났지만 71번의 경우 굽의 디테일, 소재 등이 다르고 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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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표절이 아니다'로 보아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디자

인의 교육을 받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 66번은 그래픽, 색 등의 차이로 '

표절이 아니다'로 보았으며, 71번의 경우 색과 실루엣이 유사하여 표절

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례 79번([그림 12])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6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6.32점(10점 만점)

이었다.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본 의견이 35명, 실루엣을 표절했다는 의견

이 30명이 있었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소비자 한 명은 주요한

디테일이 동일하여 표절로 보았다 하였고,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

자 중 한 명은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위 사례에서는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표절을 선택

하는 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4.03(p<.05)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을 선택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2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28명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32명이 '표절

이 아니다'를, 18명만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즉, 과반수가 표절로 본 사례와 동일하게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로

본 사례에서도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은 베이직한 디자인의

사례 66 71

사진

[그림 11]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66, 사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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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표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션관여도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사례 51번[그림 13]의 경우,

이를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0명이었고, 100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5.08점(10점 만점)이었다. 그래픽을 표절이

라고 한 참여자는 17명이었고, 아트워크를 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15명

이었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영화 포스터의 오마주이므로 '표절이 아

니다'라는 의견이 3개 있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64(p<.05)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의 참여

자가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3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8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

의 참여자는 37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22명이 표절을 선택하

였다.

사례 63번([그림 13])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72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8.12점(10점 만점)

이었다. 표절을 선택한 72명의 참여자 중 69명이 아트워크를 표절하였다

고 선택하였고, 50명이 그래픽을, 46명이 배색을 표절하였다고 선택하였

다. 고관여집단의 참여자 중 한 명은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

사례 79 94

사진

[그림 12] 패션관여도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79, 사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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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전통적 페

어아일 니트 문양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했다

고 말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5.24(p<.05)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

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7명,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24명이

었지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는 12명만이 '표절이 아니다'를, 47명이 표

절을 선택하였다.

즉, 고관여집단의 경우 패러디, 오마주 등과 같은 모방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전통적 무늬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디자인은 표절이 아닌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례 71번([그림14])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7명이었고, 100명

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5.84점(10점 만점)이

었다. 표절이라고 선택한 27명 중 19명은 표절의 이유로 실루엣을, 17명

을 색을 선택하였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3명은 전형적인 킬 힐의 디

자인, 즉 베이직한 디자인이기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색과 굽의 높이가 유사하지만 굽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표

절이 아니다'로 본다고 말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47 (p<.05)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의 참여

자가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사례 51 63

사진

[그림 13] 패션관여도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51, 사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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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4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7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

의 참여자는 39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20명이 표절을 선택하

였다.

사례 79번([그림 14])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6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6.32점(10점 만점)

이었다. 디테일을 표절했다고 본 참여자는 35명, 실루엣을 표절했다고 본

참여자는 30명이었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한 명은 위 사례는 베이직

한 디자인이므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4.60(p<.05)으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7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14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

는 26명이 '표절이 아니다'를, 33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71번과 79번의 경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집단과 패션관여도

가 높은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저관여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고관여집단의 경우 71

번, 79번의 디자인을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표절이 아니다'로 본 비율이

저관여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색, 디테일, 실루엣 중 한 부분 이상에서 차이가 나타날 때[그림 15]는

표절이 아니라고 보았다. 색은 눈에 잘 들어오는 조형적 요소이며, 이에

사례 71 79

사진

[그림 14] 패션관여도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71, 사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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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만 다르게 표현하여도 표절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반수

가 표절이라 생각하고 유사도 평균이 5점 이상일 때는 실루엣과 디테일

은 함께 묶이는 조형적 요소로 나타났지만 표절선택비율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관계성은 떨어졌다. 즉 실루엣과 디테일 중 한 요소라도 차이가

있으면 '표절이 아니다'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다른 브랜드와 형태가 유사하여도 그 위에 그래픽을 올려 소비자가 보았

을 때 그 브랜드의 아이텐티티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 디자인은 '표절이

아니다'로 보았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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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색, 디테일, 실루엣 중 한 부분 이상에서 차이가 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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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디테일, 실루엣 중 한 부분 이상에서 차이나는 유형 역시 패션디자

인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사례 19번([그림 17])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3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6.19점(10점 만점)

이었다. 표절이라고 의견을 밝힌 33명 중 26명은 실루엣을, 25명은 디테

일을 표절하였다고 말했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는 포인

트가 되는 주요 디테일이 유사하여 표절로 본다고 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66(p<.05)으

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

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

여자는 29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21명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38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12명만이 표

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66

사진

[그림 16] 브랜드의 아이텐티티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 디자인 (사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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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을 사용한 디자인 중 유사도 평균 점수는 5점이 넘었지만, 과반

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선택한 그래픽([그림 18])은 클래식한 무늬의

그래픽(사례 57번), 전통적인 요소를 모방한 그래픽(사례 59번), 아이디

어만 유사하고 배열, 색 또는 부분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는 그래픽(사례

8번, 42번, 47번, 55번, 64번), 폰트만 있는 베이직한 그래픽(사례 54번)

등이 있었다. 전통적인 요소를 모방한 그래픽, 폰트만 있는 베이직한 그

래픽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래픽의 배열, 색, 디테일 등 여러 조형적인 요소에

서 차이가 나타날 때 눈에 띄는 변형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표절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그래피티는 디자인 저작권 주장이 어려우며, 이

를 의복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도 표절이 아닌 패스티시로 보아야 한

다고 보았으며(사례 50번), 유명 드라마의 포스터를 티셔츠 그래픽으로

사용한 것은 패러디 또는 오마주로 보아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였다(사

례 51번).

사례 19

사진

[그림 17]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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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8]의 조형적인 기준의 경우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나 패션관

여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

사례에서 그래픽이 들어간 디자인의 경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

자가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보다 표절을 선택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사례 37번([그림 19])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27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4.56점(10점 만점)

이었다. 21명의 참여자가 그래픽을 표절했다고 판단했다. 패션디자인 교

육을 받은 참여자 중 2명은 아이템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픽이 완전 동

일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른 표절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4.11(p<.05)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

사례 8 42 4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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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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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7 59 64

사진

[그림 18] 유사도 평균 점수는 5점 이상,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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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 중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1명이었고, 9명 만이 표절을 선택

하였다. 반면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32명이 '표절이 아니다'

라 답했으며, 18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사례 94번([그림 19])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8명이었고, 100

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4.32점(10점 만점)

이었다. 패턴, 디테일, 스타일링을 표절했다는 의견이 각각 10명씩 있었

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의 의견 중 같은 모티브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디자인이라는 의견, 꽃무늬는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이 유사하지 않아 '표절

이 아니다'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다.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에 따른 표절

선택비율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6.78(p<.01)로 나타났으며, 패션디자

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

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46명이었고 표절을 선

택한 참여자는 4명뿐이었지만,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는

36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14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즉,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보다 프린트에 대한 모방의 범주가 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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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9]의 두 사례 중 패션관여도에서 차이를 보인 사례는 94번

이었다. 사례 94번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18명이었고, 100명의

참여자가 판단한 유사한 정도의 점수는 평균이 4.32점(10점 만점)이었다.

패턴, 디테일, 스타일링을 표절이라고 한 참여자는 각각 10명씩이었다.

패션관여도 집단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에서 카이 제곱 값이 3.85

(p<.05)으로 나타났으며, 고관여집단의 참여자가 저관여집단의 참여자에

비해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고관여집단 참여자

중 위 사례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참여자는 37명이었고 표절을

선택한 참여자는 4명이었지만, 저관여집단의 참여자는 44명이 '표절이

아니다'라 답했으며, 15명이 표절을 선택하였다.

제 2 절 심층면접을 통한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

에 대한 실증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에 대한 기준과

조형적 요소 표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면

접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이재일, 이윤정, 2013; 홍병숙, 석효정, 이은

진, 2011)에 따른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패션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패

사례 37 94

사진

[그림 19] 패션 교육 유무에 따른 표절선택비율의 차이가 유의한 디자인

(사례 37, 사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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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관점, 기준, 상황 등을 수집하였고 이는 Glaser와

Strauss(1967)의 질적연구 근거이론 분석 방법과 같이 디자이너의 경험

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인에서의 모방의 조형적인 기준

을 파악하고자 면접 전에 진행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어떤 사례가 파악하

기 쉽거나 어려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리고

연구문제 2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99개 디자인에서 나

타난 모방과 표절의 반응 차이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견, 설문 참여자의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와 패션관여도에 따른 반응 차이에 대한 디자이너

의 의견 등을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구성된 반구조화 질

문지는 [표 2]과 같다.

[표 2] 반구조화 질문지

항목 세부 질문 선행연구

개인적 특

성

회사내 직책, 업계 경력, 브랜드 정보 (제품, 규모, 목

표시장 등), 디자인 작업 분량

이 재 일 ,

이 윤 정

(2013)

패션디자인

의 모방과

표절에 대

한 관점, 상

황

패션디자인의 모방/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 병 숙 ,

석 효 정 ,

이 은 진

(2011)

디자인 모방/표절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디자인 모방/표절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패션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자

패션디자이너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연구자

패션디자인

모방의 조

형적 기준

어떤 사례가 모방/표절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제일

조금 걸렸는지 / 판단하기 쉬웠는지 (확실히 모방/표

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자

어떤 사례가 모방/표절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는지 / 판단하기 어려웠는지 (판단하기 다

소 애매한 사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패션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을수록) 아래 사례의 디자인

이 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온 문항을 대상으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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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과 이윤정(2013)은 패션디자인 실무자의 저작권 및 창의성에 대

한 질적연구를 진행했을 때 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디자이너는 4

명이 선정되었다. Marcketti, Greder, 그리고 Sinclair(2014)는 패션사업의

디자인 모방의 연구에서 패션디자인 전공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 범위 내의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인의 전문성이 중요하여 어느 정도 경력이 있

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재일과 이윤정(2013)의 연

구와 홍병숙과 석효정, 그리고 이은진(2011)의 연구에서 5년 단위를 기

교육을 받은 참여자와 일반 참여자의 의견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다고 생각하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사례를

대상으로 질문)

표절의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한 가지 모방만 이루어

진다고 보는 견해는 없었고, 표절을 선택했을 때 다

양한 선택지가 선택되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래픽을 표절했다고 선택받은 사례(사례46, 사례52,

사례44, 사례65)는 그래픽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표절

유형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악세서리 관련 사례(사례82, 사례90, 사례74, 사례86,

사례87, 사례76, 사례79, 사례73, 사례77, 사례81, 사례

72)는 대부분 실루엣과 디테일이 유사하다고 판단되

었을 때 표절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1개 조형적 요소 중 표절 선택 수 1위가 실루엣일

경우 디테일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디테일을 표절했

다는 응답이 1위일 때는 실루엣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는 표절선택비율

이 높을 때 뚜렷하고 나타났고, 모방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높을수록 그 관계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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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경력을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 이상의 경력자

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참여자 정보

참여자

NO.
구분 복종 경력

1
前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 /

前 밴더 디자이너
여성복 5년

2
前 대기업 브랜드 디자이너 /

인터넷 쇼핑몰
맨즈 캐주얼 26년

3
前 브랜드 디자이너 /

패션디자인 강사
의류 토탈 13년

4
前 대기업 브랜드 디자이너 /

인터넷 쇼핑몰
맨즈 캐주얼 30년

5 브랜드 디자이너 여성복 13년

6 개인 브랜드 디자이너 여성복 5년

7
前 브랜드 디자이너 /

패션디자인 강사
골프웨어 / 아트웨어 12년

8
前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 /

PB 브랜드 디자이너
라운지 웨어 21년

9 브랜드 디자이너 의상 그래픽 디자이너 6년

10 브랜드 디자이너 의류 토탈 8년

11
前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 /

개인 브랜드 디자이너
의류 텍스타일 디자인 15년

12 동대문 디자이너 의류 토탈 20년

13
前 대기업 브랜드 디자이너 /

패션디자인 강사
여성복 6년

14
前 홈쇼핑 디자이너 /

프리랜서 디자이너
의류 토탈 7년

15 브랜드 디자이너 키즈 웨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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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디자이너의 모방에 대한 인식

패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패션디

자인에 있어서 모방은 필요한 과정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았다. 특히 패션디자인은 다른 디자인보다 트렌

드에 민감한데, 급속하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르는 데 있어 모방이 불가

피하며 이러한 주류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디자인 민주화’가 가능해지

고, 고가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일반인들의 다양

한 디자인 구매를 수월하게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모방은 패션디자인 업계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하나의 관례로

보며, 그 스타일이 만들어진 역사로 인해 모방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자에게 검증된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줄이고 수월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편의성 역시 모방의 긍정적

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

나” (참여자 1)

“그 외적인 단순 디자인적인 카피는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참

여자 1)

“나는 그게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레퍼런스의 부분 디

테일을 갖고 올 때 모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모두가 하고 있다고 봐요.” (참여자 2)

“그래서 나는 모방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편이에

요. 그러니까 권장이라고 하는 게 ‘남의 걸 따라 해라’ 이런 건 아니지

만 적어도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

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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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방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를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사실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레퍼런스가

존재해야 하겠죠. 대신에 그걸 어떻게 본인의 브랜드에 맞게 또는 어떻

게 그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맞게 재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참여자 3)

“모방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는 생

각을 하기도 해요.” (참여자 5)

“모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잡지책을

보고서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방인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디자인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고,

예를 들어 특별한 옷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그런 게 모방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8)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트렌드라는 주류의 뭔가에 주류

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각하느냐가 모방이고

유사할 수밖에 없고…아티스트가 아닌 디자이너는 브랜드에 속했기 때

문에 그런 주류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새로

운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

재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완전히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어

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모방해서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게 더 이렇게

예쁜 거라든가 더 그런 게 더 많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모방이

오히려 패션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 (인터뷰 12)

“모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누가 누구를 모방했

느냐도 사실 시간상 순서가 뭐 기준이 없잖아요…그리고 이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있는데” (인터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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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모방의 원인의 첫 번째로 일의 편의성과 금전적인 이유

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윤이기 때문에 이미 인기

있고, 잘 판매되고 있는 검증된 디자인을 많은 브랜드에서 모방한다고

보았다. 검증된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편리하고 위험요소가 적은 반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투자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모방을 통한 디자인 발전을 꼽았다. 기존 디자

인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은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

로운 제품을 디자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셋째, 패션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며 이를 따라야 하므로 이로 인해 모방이 생길 수밖에 없

다고 보았다. 넷째, 소비자들이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모방

심리가 패션디자인 업계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존재로 인해 모방이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 고가의 브랜드가 적절히 모방이 된다면, 고가의 브랜드

를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디자인의 상품

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모방된 오리지널리티 디자인은 모방이 이

루어질수록 오히려 그 디자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일단 돈이 되니까 모방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그걸 좀 모방 해서

가져온다.” (참여자 4)

“제품은 잘 팔려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 그들이 그걸 팔았을 때 잘

팔린다 하면 모방을 많이 하고… 이미 한 번 검증 된 것들이 많으니

까 모방하게 되죠.” (참여자 5)

“저 옷을 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여. 그런 생각이 들면 나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저 스타일이 좋아서… 그냥 저 스타일이 좋아

서… 사람들의 그런 모방 심리 때문에 패션디자인 계에서도 모방이

일어나는 것”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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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면서 더 다른 것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높은 하이앤드 브랜드를 입고는 싶으나 그걸 따라가지 못하

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걸 채워주는…이런 것을

소비자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 10)

“제가 일하는 쪽에서 이렇게 일을 주면 정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까. 그때그때 유행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참

고해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 실수가 적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12)

“어쨌든. 판매와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잘 팔리

는 물건이…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판매가 보장되는 디자

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자료를 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거든요. ” (참여자

12)

2. 패션디자이너의 표절에 대한 인식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조건적인

긍정 평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믹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디자인

을 따라 하는 것은 표절이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고, 그 외적인

표절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표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 가장 두드러

진 것은 로고와 디자인을 동일하게 디자인하여 만드는 짝퉁과 관련된 것

으로 모든 참여자가 짝퉁과 같은 표절은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션디자이너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의

견 중 특이점은 일부 참여자가 짝퉁을 제외한 모든 패션디자인 표절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이

너가 표절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디자인이 인정받은 것 같았

다고 답하였다.

“그냥 윤리적으로 본다면 표절은 나쁜 거겠죠…. 짝퉁. 이거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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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지만” (참여자 1)

“표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였을 때 표절은 너무 웃긴 거지….” (참여자 2)

“(내 디자인이 표절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표절을 해서 금

전적인 이득을 취할 때는 화가 나죠…. 하지만 뒤돌아서서 '오~' 만족

감? 희열? 이런 감정도 있어요. 내 디자인이 남에게 인정받고 있구

나” (참여자 2)

“나도 표절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참여자 7)

“저는 표절은 약간 좀 자존심이 없는….” (참여자 8)

“그대로. 정말 거의 100% 가까이를 따라 한다는 것은 저도 안 된

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로 일했을 때는 잘 모르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참여자 12)

“조금 더 곤란하죠. 왜냐하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도용해서

쓴다는 느낌…. 그냥 훔쳐 온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고…, 특히나 경쟁사 표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에서 법적으로 바로 대응…” (참여자 12)

“표절을 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표절대상인 브랜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 (참여자 15)

“(내 디자인이 표절 당했을 때) 시즌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고뇌했

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카피 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함과 동시에 그만큼

어필된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여자 15)

패션디자인 표절의 원인으로는 디자인 경험 부족에 따른 응용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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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시간 부족, 기업 문화, 교육 부족을 꼽았다. 잘 팔리는 아이템을 디

자이너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행의 주기가 짧아 참

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디테

일 변형이나 부자재의 차이만 주고 출시해야 하는 환경을 표절의 원인으

로 보았다. 또한, 디자인 샘플을 준비하면 이를 유사하게 만드는 데 시간

이 하루도 안 걸리는 환경이 표절하기 쉽게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옆집에서 잘 팔리면 또 그거 비슷하게 만들

어내는 게 또 빠르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 (참여자 5)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사실 디자이너들

보면 많은 것을 다 새롭게 그려내기에는 그러면 자료를 보일 시간조

차 없는.” (참여자 5)

“현업에서는 사실 표절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 그런 관례가 있어

서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아이템 잘 팔리면 그걸 디자이너에게 던

져주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디자

이너들이 한 번 실무를 접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참여자 10)

“약간 샘플 작업 같은 거. 샘플을 구매해오고 CD들이 그런 잘된

브랜드의 예시 같은 걸 좀 너무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게 표절이 일

어날 수밖에 없는 실무 환경인 것 같아요.” (참여자 10)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표절을 할 수 없고 모방으로 더 많이 측정하

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의 그런 이미지와 법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고 관련 교육 같은 게 되고는 있는데 작은 규모나 아니면 개인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윤리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판

단의 제재가 없어서. 표절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 (참여자 10)

“잘 팔기 위해서 하겠죠.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요.”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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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패션디자인에서의 조형적 요소 표절

의 인식

패션디자인의 모방을 볼 때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패션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며, 시즌 별로 다

른 디자인을 선보여야 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디

자인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편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요소에 의해 외형적인 디자인에 제한이 따르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모방의 자율성이 높게 부여된다고 보았다. 옷은 소모성이 크고, 다른 분

야에 비해 생산과 유통이 빠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패

션디자인의 모방을 용이하게 하며,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이러한 특수성

을 고려하여 다른 디자인에 비해 융통성이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

부분의 참가자가 동의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

가 클수록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최근 환경 문

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기업에서 친환경 소재,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등

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응답하고 있다.

“저희가 컬렉션도 있고 매달 디자인을 선보여야 되는 때도 있고 사

계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옷은 금방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성이 크고 소비성도…금방 사람들이 살 수 있

는 것들 유행에 따라서도 뭔가 로테이션이 빠르니까 유행하면 그냥

그때 입고. 안 입고 싶으면 나중에 뭔가 창피하면 안 입으면 돼” (참여

자 1)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좀 모방과 표절이 패션디자인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참여자 1)

“자동차나 가구를 누군가가 똑같이 막 디자인을 해서 내놓았을 때랑

옷을 똑같이 내놓았을 때랑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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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다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뭔가 옷을 표절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거 또 짝퉁 하나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끝. 티볼리의 뒷부

분을. 미니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것 좀 약간 논란이 많이 되는 거

죠” (참여자 1)

“속도감.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6개월에 한 번씩 바꾸

고 하지만 옷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꾸고 살 수 있고…다른 산업

에 비해서 생산이나 유통이 훨씬 빠르고…소송이 어렵고” (참여자

3)

“되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하는 특성” (참

여자 5)

“변화가 빠르고 패션은 우리가 빨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

싼 돈 안 들여도” (참여자 7)

”아무래도 패션이 유행을 따를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방을 해야

“ (참여자 6)

”패션하면 너무 짧고 주기가. 우리는 유행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발적이고 너무

깊이가 없어 보이고 가볍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고 패션 스스

로도 그렇게 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패션에 정말 가장

큰 특이점“ (참여자 11)

”시즌이 있고 계절이 있고. 유행도 빠르다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가 솔직히 자기 개성 같은 걸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서 다른

것보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참여자 12)

”패션은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하여야 하고,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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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이에따라 외형적인 디자인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뜨

꾸띠르 같이 쇼를 위한 디자인 제외하구요.“ (참여자 15)

1) 베이직한 아이템 및 베이직한 디자인

A 라인, 플레어 스커트, 타이트한 원피스, 하이힐 등 이전부터 존재한

실루엣, 디자인 등은 표절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무스탕, 라이더 자

켓, 테일러 자켓 등 의복 구성이 동일하여 생길 수밖에 없는 유사성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베이직한 아이템의 경

우, 스테디셀러이며 유행과 관계없이 매년 나오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보았다. 또한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 및 디자인은 정형화된 경우가 많아

기본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변형의 한계가 있으며, 특정 브

랜드 또는 특정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

직한 디자인은 모방의 허용범위가 넓다고 보았지만, 만약 기본적인 코트

에 작은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그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동일하다면 표

절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A, 플레어 라인 스커트 이런 건 솔직히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잖아요. 그런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들을 우리는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무스탕이라는 아우터 복종의 한 종류, 같은 카테고리의 아이템으로

보고 스탠다드 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표절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햇어요.” (참여자 1)

“라이더자켓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왔던 정형화돼 있는 게 있잖

아요. 그러니까 그 정형화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본 아이템이

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라고 뭔가 표절로 보기보다는 그냥 항상 매

년 어디에나 유행과 관계없이 나오는 아이템.”(참여자 2)

“일반적인 거니까. 나도 그냥 이런 스타일. 그냥 만들려면 나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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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는 거고. 어느 브랜드에서든 일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

는 거, 독점할 수 없는 디자인이죠.” (참여자 7)

“이거를 기본 스타일, 기본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구

성적으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참여자 11)

“만약에 그 셀린느 같은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아이덴티가 엄청 기

본적인 코트인데 여기에 선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선까지 따라했

다. 그건 표절. 똑같은데. 선이 없어. 그러면 나는 모방으로 봐도 되지

않나. 약간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디자인 모방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무스탕 테일러 자켓 변형 디자인

[그림 20] 베이직한 아이템 및 베이직한 디자인

2)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내포된 디자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이지만, 유사도가

높더라도 특정 브랜드의 가치가 그 디자인 안에 존재하는지, 그 디자인

이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키는지에 따라 모방이 될 수도, 표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자인, 즉 시그니쳐로

볼 수 있는 디자인 또는 기호를 따라 하는 경우는 표절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로고나 기호를 제외한 특정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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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되더라도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리바이벌되어 베

이직한 디자인으로 정착했을 때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

러한 디자인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도 표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브랜

드에 대한 사전지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브랜드 자체가 루부탱은 원래부터 새빨간 구두를 가져왔었고 자체

특징이 저런 거고 아니까 ‘이거는 따라한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여자 1)

“때려 죽여도 루이비통 것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따라해도 그건 카피” (참여자 3)

“브랜드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마크라

든지 특이한 디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디자인 자체를 아예

똑같이 따라해서 마치 브랜드인 것처럼…만약에 루이비통의 그 모

노그램을 따라한다던가.” (참여자 5)

“브랜드가 연상되는 게 있는 디자인이면 급하게 약간 표절에 가까울

것,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디자인이 너무 흔하게 나와 있는 그런

기성복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브랜드에서 창작해낸 디테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따라온 사진을 보면 당연히 그 브랜드가

연상이 되는 그래서…소재 같은 것도 너무나 그냥 바로 그 브랜드가

연상되는 게 너무 강했던…그 브랜드에서 냈던 거 아닌가라고 바로

생각되는 게 이렇게 딱 한정돼버리면 그거는 명백한 표절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6)

“어떤 브랜드에서 이거 자체를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내놨다

그러면 이거는 표절,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다 그러면 표절로 볼

수 있죠. 유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모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브랜

드의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방이 될 수도 있고 표절이 될 수도

있고...”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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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배색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녹색의. 톤. 섀도 명도…브랜드 아이

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브랜드의 주인이 인지되는

것 같고요” (참여자 11)

“사실 이 상품이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 아니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어레인지 했네라고까지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너무 시그니처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았어

요.” (참여자 13)

“로고를 그대로 갖다 쓴다거나, 누가 봐도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쓴다거나 이런 것은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참여자 14)

“‘어? 이 옷 그 브랜드인가?그 브랜드에서 본 거 같은데..’ 라고 착각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템은 표절...특정 브랜드가 떠오르면 표절”

(참여자 15)

버버리 패턴 루이비통 모노그램

[그림 21]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내포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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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스 신발 아디다스 스탠스미스 디자인

[그림 22] 오랜 리바이벌로 베이직한 디자인 된 사례

3) 독특한 디자인이 유사한 유형

평범하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독

특한 디자인, 즉 기존에 자주 보이지 않던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표절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독특하여도 브랜드

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

나면 누구나 모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이

트렌드가 될 경우 패션디자인의 특성상 모방이 불가피하며, 창작과 모방

사이의 선후관계 파악이 어려워 표절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의 기준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달랐다.

남성복 캐주얼 분야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2명의 참가자는 사례 2번의

경우 후드와 작은 디테일이 달라 모방이라고 판단했지만, 맨즈 캐주얼

담당이 아닌 참가자는 소재 사용, 실루엣과 디테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모두 사례 2번을 표절로 보았다. 즉, ‘독특한 디자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다.

“이 지금 후드에다가 되게 해비하잖아요.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를 후드를 없애고 부분적인 디테일을 좀 더 실용적으로 바꿨더라고

요. 거의 이거는 무슨 약간 스포츠웨어라는 느낌까지 나는데. 이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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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타운 웨어까지 끌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

요...보는건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참여자 2)

“남색의 검정색의 이런 컷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소재에 있

어서 하나는 굉장히 촉감이 있는 소재. 뭔가 이렇게 니트 소재 같은 거

에다가 폴리 소재 같은 걸 같이 매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컷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원래 디자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따라했다고 하면 나는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쳐진다? 우연히 뭐 하나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우연에 따라서 색채가 형태가 컬러가 디테일이

같이 겹쳐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건 표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참여

자 3)

“그 위에 슈즈 같은 경우도 위에 스타킹처럼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저

거...그런데 이것도 조금 나는 약간 애매한 게 이제는 너무 많아진 거

예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삭스형의 이런 부추들이 너무 많아지

다 보니. 아 물론 원래는 따라 한 거지만 이제는.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패

션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스타일이 너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

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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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독특한 디자인이 유사한 유형

4) 전통적인 디자인을 모방한 유형

민속의상, 전통적인 의복, 전통적인 무늬, 전통적인 디자인 등은 유사

하게 나타나더라도 표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인도 민화 벽

화처럼 옛날부터 내려온 그림을 디자인했을 때는 표절이라고 말하기 어

려우며, 동일한 레퍼런스의 사용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통 의상

의 정형화된 실루엣,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서 입는 옷에서 나타나는 상

징적인 색의 유사성은 표절이 아니라고 하였다. 아란 스웨터, 노르딕 패

턴과 같이 이미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패턴의 경우 모방으로 정의하였

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 갖고 와 디자인을 선보인 경우는 윤리적인 문

제 및 문화적 전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들을 우리는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아란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서 옛날부터 왔던 정형화돼 있는 게 있

잖아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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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패턴 같은 경우는…모방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말하기는 어

렵지 않을까.” (참여자 3)

“인도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림이에요. 민화라든지 이런 건데 그

러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각자 디자인을 다르게 해석

한 거라고 한마디로 그냥 래퍼런스 대상이 같은 것뿐인지. 그냥 각자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28번 같은 경우는 모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통 의상

의 기본적인. 어떤 셰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컬러는 나라의 어

떤 중요한 상징적인 색상인 것 같거든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 있는”

“브랜드만의 정체성에 관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저는

일단 모방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전통 의상” (참여자 11)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래픽 패턴들이 아닌 전통적인

문양, 패턴 등을 사용했거나…그럼 모방”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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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혼례복 인도의 민화를 모방

중국의 치파오 이누이투족 의상 모방

[그림 24] 전통적인 디자인의 모방

5) 그래픽이 유사한 유형

그래픽은 옷을 표현하고자 할 때 브랜드를 나타내거나 패션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

에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패션디자인의 조형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래픽

은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확연히 드러나 실루엣이나 컬러 등 보다 표

절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여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래픽을 만들 때 그 디자인에 들인 시간과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

고 생각했으며, 그래픽의 유사도가 높을 경우는 표절이라고 하였다. 그래

픽이나 텍스타일 디자인의 경우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법적으로 적극

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저 그래픽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창조성을 가지고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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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죠. 패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거에 들인 시간이나 디자인의 가

치를 아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판단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건 표절이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참여자 3)

“그래픽은 옷을 표현하고자 할 때 좀 더 쉽게 상표를 보여줄 수 있

거나 아니면 패션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패턴이나 그림으

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9)

“그래픽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절이라

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절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참여자 10)

“패턴 프린트물이 동일한 경우는, 그건 시각적으로 즉각 알 수 있

는 표절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직물 디자인은 법적으로도 보

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짜 동일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진짜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자 10)

“디자인을 볼 때 이 그래픽적인 요소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디자

인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그래픽이 유사하면 표절

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 (참여자 11)

“표절의 기준은 어디에 배치하느냐보다는 프린트 문양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참여자 11)

“어떤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린트를 가지고 체험해서 썼다… 이러면

무조건 저희는 안 베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실루엣이나 컬러만

가지고 똑같다 하면 이게 참 애매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픽 위주

로 좀 많이 그게 피부로 와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딱 봐도 표절이라고 하는데”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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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을 봤을 때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이 떠오를 수 있는 부

분… 이런 게 보이면 표절이라고 하겠죠.”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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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의 모방을 이해하고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에

대한 조형적 요소 표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로써, 이러한 고찰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점을 제시하여 패션업계에서의 모

방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디자인 모방과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고찰한 결과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패션업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패션디자인에서 모방은 허용적인 데 반해 디자인 표절에 대해서는 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모방과 표절의 경계가 모호하며, 패

션의 발전에 필요한 긍정적인 모방까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오히려 패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이고 조형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99개의 사례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2가지 유형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

절의 조형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과반수가 표절’을 선

택하고 ‘유사도 평균이 5점 이상’인 유형에서는 그래픽(Graphic), 패턴

(Pattern), 아트워크(Art Work),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실

루엣(Silhouette), 디테일(Detail), 색(Color), 로고(Logo), 스타일링

(Styling), 배색(Color Combination), 소재 질감(Texture) 등 11가지 조형

적인 요소 중 2가지 이상의 표절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래픽

이 표절 요소로 꼽힌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과반수가 표절이

아니다’를 선택하고 ‘유사도 평균 점수가 5점 이상’인 유형에서는 기존

디자인에서 눈에 띄게 변형이 이루어진 사례, ‘패러디’, ‘오마주’ 등 모방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 사례, 기존 디자인에서 재해석을 한 사례

가 포함되었으며, 베이직한 스타일이나 클래식한 디자인 등이 주를 이루

었다. 두 개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우선 기존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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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가 겹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

히 실루엣과 디테일이 동시에 유사하게 나타날 때 표절 논란이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그래픽의 경우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모방

의 범주가 좁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을 참조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도가 높을지라도 모방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자체를 변형한 모방

기법을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느낌에서 색이나 형태의 변형과 같이 눈에

드러나는 요소에 변화를 주는 것이 표절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고 사료된다. 단, 베이직한 디자인 및 그래픽의 경우 유사한 조형적 요소

가 많이 포함되어 유사성이 높아도 표절이 아닌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설문을 통해 패션디자인 교육 여부와 패션관여도에 따라 표절선

택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는 표절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사례에서 패션디자인 교육 유무에 따른 모방

과 표절판단 기준의 차이가 나타나 이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12

개의 사례에서 보여준 특징을 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

람은 두 디자인이 유사할지라도 디테일에서 약간이라도 차이를 보이면

이를 모방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베이직한 아이템의 경우 패

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유사도 점수 평균을 중심으로 구분된 패션고관여

집단과 저관여집단으로 구분된 패션관여도에 따라 표절과 유사도 점수를

부여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8개의 사례에서 패션관여도에 따

라 유사도 점수를 부여하는데 차이를 보였다. 8개의 사례 모두 패션저관

여집단이 패션고관여집단보다 유사도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할 뿐만 아니

라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패션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갖고 있는 패션디자인 모방 범주가 저관여집단 보다 넓다는 것을 말해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션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 모방에 대한 인식은 대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모방은 불가피하며, 오



85

히려 모방은 ‘디자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모두가 다양한 디

자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 모방은 필요하며 긍

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패션디자인의 표절은 대부분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짝퉁과 같은 표절은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적인 의의를 위한 표절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금전적인 이유’, ‘모방을

통한 디자인 발전’, ‘유행에 민감한 패션디자인의 특성’, ‘소비자의 니즈

충족’, ‘수요의 존재’ 등을 꼽았다. 반면, 패션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으로는

‘디자인 경험의 부족에 따른 응용 능력의 미숙’, ‘시간 부족’, ‘기업의 문

화’ 등을 꼽았다.

타 디자인이 갖고 있지 않은 패션디자인만의 특수성으로는 ‘시즌별로

디자인을 선보여야 하는 주기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나타

나는 편의성’, ‘옷의 소모성’, ‘유행성’, ‘소비자의 인식에 민감하게 대응해

야 하는 민감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은 보다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았다. 패션디자인의 특

수성에 따라 조형적 기준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베이직한 아이템 및 베이

직한 디자인은 표절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둘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 내포된 디자인의 경우 표절로 보았다. 하지만, 로고와 마크를 제외한

특정 디자인이 너무 오랜 기간 리바이벌되어 베이직한 디자인 및 아이템

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였다. 셋째, 기존

에 자주 보이지 않던 독특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는 표절로 보아야 한

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트렌드가 되면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에

의해 모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넷째, 전통적인 의상, 디자인을 모방

한 유형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지만 문화적 전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그래픽은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모방의 범

주가 좁았으며, 그래픽은 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너무 유사하

게 모방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패션디자인의 모방은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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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분야와 같은 잣대가 아닌 보다 유연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방의 범주를 작게 하여 패션디자인의 모

방과 표절을 바라볼 것이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특수성과 패션디자인

의 모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모방과 표절의 기준은 패션디

자이너 및 전공자가 패션디자인 특수성에 따른 모방과 표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을 가르칠 때 다수의 패션디자이너가 교

육에 사용되는 모방과 표절을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

서 기존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패션산업에서 일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때에는 그래픽을

유사하게 디자인하거나, 실루엣과 디테일이 모두 유사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표절로 보기에 피해야한다는 것을 같이 교육해야 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실증적으로 고찰된 패

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 파악은 패션디자인

표절을 방지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소비자와 다른 패션디자이너들이 이

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수용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

인을 창의적으로 모방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여 어떤 조형적인 요소가 많이 모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조형적인 요소가 유사하게 디자인되었을 때 더 논란이 되는지 경중을 따

지지는 못하여 추후 연구에는 전체사례와 기사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복종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 이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담당 복종에 따라 디자이너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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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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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표절 설문지

▶ 인턴, 전시 등 패션디자인 관련 경력을 포함하여 5년차 이상의 디자이너 중 

심층면접이 가능하신 분은 체크 부탁드립니다.

¡ 심층면접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의사 없음

▶ 패션관여도 질문 (* 필수항목)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패션디자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

¡ 있다

¡ 없다

▶ 아래 내용을 정독하신 후, 다음 설문을 진행 해주세요.

모방 : 

1.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다는 의미 

2. 대상의 외형을 넘어 그 이상의 것까지 재현해내려는 의도가 포함 & 단순한 외형 

전사와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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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정독 하셨나요? *

¡ 위 내용을 숙지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

① 위 디자인의 디자인의 비슷한 정도를 적어주세요. (0 -전혀 비슷하지 않다 / 

10 - 완전 똑같다) *

② 위 디자인은 모방/표절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

¡ 표절이다

¡ 모방이다 (표절이 아니다)

표절 : 

1. 타인의 창작물에 귀속되어야 하는 독창적 디자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카피하여 자

신의 창작물의 독창적 디 자인인 양 제시하는 행위 

2. 독창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 

본 연구에서는 모방은 정당한 행위로, 표절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

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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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문항의 '기타'에 간단히 의견을 작

성해주세요. 기타에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추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1. 그래픽(Graphic) - 그림이나 도형,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형상이나 작품 

2. 패턴(Pattern) – 무늬 

3. 아트워크(Art Work) – 인쇄, 삽화, 도판, 수공예품; 예술적 제작 활동 

4.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  

5. 실루엣(Silhouette) - 옷의 전체적인 외형 

6. 디테일(Detail) - 부분적인 형태, 세부 양식 

7. 색(Color) 

8. 로고(Logo) - 회사·조직을 나타내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된 상징(로고) 

9. 스타일링(Styling) 

10. 배색(Color Combination) - 색의 배합 

11. 소재 질감(Texture) - 소재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촉각적 성질

③ [중복선택가능]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방을 선택하신 

분은 ★을 선택해주세요 *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에 간단히 의견을 작

성해주세요. 기타에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추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 ★ 모방을 선택함

¨ ‘그래픽(Graphic)’을 표절함

¨ ‘패턴(Pattern)’을 표절함

¨ ‘아트워크(Art Work)’를 표절함

¨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을 표절함

¨ ‘실루엣(Silhouette)’을 표절함

¨ ‘부분적인 형태(디테일/Detail)’를 표절함

¨ ‘색(Color)’를 표절함

¨ ‘로고(Logo)’를 표절함

¨ ‘스타일링(Styling)’을 표절함

¨ ‘배색(색의 배합/Color Combination)’을 표절함

¨ ‘소재 질감(Texture)’을 표절함

¨ 기타

본 연구의 설문은 총 99개의 사례로 구성됨. 1번~99번 문항까지 동일하

게 구성되어 편의상 2번부터는 사례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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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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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n increasing movement to legally protect fashion design due

to the problem of copying and plagiarizing design. Imitation is considered a

positive act and inevitable because of its fashion design specificity, but

plagiarism is different from imitation in that it secretly uses some of the others'

work. Controversy over plagiarism arises when the design of the imitated design

is too similar. Imitated fashion designs are sold in the market during the same

season when the original design has released, and sometimes they are produced

even before the original design is release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fashion

design, which is sensitive to trends, it is inevitable that similar styles are

concentrated and released at the same time, but too similar designs cause

disput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tect

fashion design because of its specificity.

Efforts are being made to recognize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plagiarism

in protecting fashion design and to eradicate plagiarism. As a result,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fashion design imitation and plagiarism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fashion design formative elements plagiarism are emerging as

important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itation and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and to present the perception of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formativ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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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arify the concept of imitation and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Second, identify the consumers' formative perception of fashion design

imitation and plagiarism.

Third, consider the perception of fashion design imitation and plagiarism and

the perception of fashion design formative elements plagiarism.

This study combines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interviews. The survey

consisted of a total of 100 people; 50 people with experience in fashion design

education and 50 people with no experience in fashion design education. The

survey used Google Form to see whether the participants thought suggested

designs were plagiarism or not, then write a 10-point scale of how similar they

felt, and write a brief opinion.

The interview consisted of 15 fashion designer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who are expected to have prior knowledge and subjective views on

fashion design imitation and plagia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terature showed imitation using imitation techniques and following

trends, and the imitation of fashion design was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fash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market.

However, as for fashion design plagiarism, there were negative view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ct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should be eradicated. Most of the research related to imitation and plagiarism

types was based on practice.

Second, the type that the majority selected that ‘it's plagiarism’ and an

average of similarity points of 5 or more out of 10 includes the cases that two

or more plagiarism elements among the 11 formative elements appeared in a

combination, or graphics were cited as plagiarism elements. The type that the

majority selected ‘it's not plagiarism’ and the average of similarity points of 5

or more out of 10, included cases of noticeable variations in existing designs,

cases of using imitation techniques, the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designs, and

basic styles or classical designs.

Thir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the fashion designers' perception

of imitation of fashion design was mostly positive. In fashion design, imitation is

inevitable, and imitation enables ‘design democratization’ so that all consumers

can experience various designs. All participants agreed that plagiarism such as

‘fake’ is illegal and should not be done, and plagiarism should only b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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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ducational significance.

Among the reasons for the imitation of fashion design were ‘monetary

reasons’, ‘design development through imitation’, ‘the nature of fashion-conscious

fashion design’, and ‘meeting consumer needs’.

On the other hand, the reasons for plagiarism in fashion design were ‘lack of

design experience’, ‘lack of time’, ‘corporate culture’ and ‘lack of education’.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ormativ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fashion design. First, basic items and basic designs were

perceived as it's not plagiarism. Second, except for basic designs and items, the

design with brand identity was considered plagiaris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taught that they should avoid the formative elements that can

be seen as plagiarism when they take financial benefits such as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when they use imitation and plagiarism for education.

Second, the perception of imitation and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has

studied empirically can be basic data to prevent fashion design plagiarism. Also,

it can make designers accommodate trends within an acceptable range and refer

creatively when imitating original designs.

keywords : Fashion design, imitation, plagiarism, formative element, copy

Student Number : 2016-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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