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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패션산업은 신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복잡한 산업 구조

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패션산업 내 소송의 내용

은 다양화되고 있다. 패션산업은 패션제품의 기획, 

제조, 판매 등 체계화된 여러 단계를 지닌 시스템 산

업으로(Yook, 2010), 수많은 이해관계로 구축되어 그 

소송의 수와 내용도 복잡다단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

다(J.-k. Lee, 2015). 특히 패션은 예술성과 기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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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지닌 특성으로 인해 기술 고도의 시장에서 법

의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패션은 제

품으로써의 실용적인 목적과 예술창작품으로써의 

미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

션산업은 특히 디자인 관련 영역에서의 소송이 많은 

편이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 장치인 지식재산권은 산

업과 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

로 분류되는데(Hwang, 2012), 산업과 문화적 특성이 

모두 포함된 패션산업에는 이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 패션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국내 패션기업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Kwon, 2016), 분

쟁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J.-k. Lee, 2015). 그러

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적 보호 장치의 부족

으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현황

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현행법의 미흡한 보완

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패션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관

련 종사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패션

산업 관련 소송 발생도 늘어나리라 예측할 수 있다

(J.-k. Lee, 2015). 이는 비단 패션산업을 둘러싼 소송

이 디자인이나 제품뿐 아니라 조직 내의 인적자원 

관련 문제나 소비자 권익 침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공정 거래 분쟁, 계약 위반 등 산업을 둘러싼 

모든 형태의 소송까지 모두 패션산업 분쟁으로써 

포괄하고 주시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처럼 패션

산업 관련 소송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안

의 미비로 여러 유형의 분쟁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

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J.-k. Lee, 2019), 유사

한 소송이 지속해서 난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껏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에 관한 논쟁들은 대부분 지

식재산권 측면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집중되었으며, 

현 소송(訴訟)보다는 대표 판례(判例)에 대한 해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소송은 재판에 의해 분쟁을 법

률적으로 해결하는 심판 절차를 말하며, 판례는 유

사한 소송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한 판

결의 총체를 말한다(Baek, 2011). 유사 소송의 판결

을 바탕으로 한 대표 판례 해석도 중요하나, 현 사회

의 빠른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 소송도 함께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표 판례만이 아닌 현 

상황의 소송 사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즉, 본 연구

는 소송의 내용이나 사례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

되는 상황에 맞는 다방면의 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

요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패션산업 관련 분쟁의 분

야를 넓혀 포괄적인 분류에 따른 분석을 하고자 한

다. 

패션을 구성하는 제품은 화장품, 의복, 액세서리 

등부터 가구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까지 

속하는 등(Cha, 2010) 패션은 그 종류와 분류의 기준

이 다양하다. 본 연구는 잡화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류산업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패션산

업에서 의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

련 소송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Hwang(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패션산업을 상

품의 기획, 유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류산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둘러싼 다양한 소송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는 패션산업을 둘러싼 소송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의 상황 및 

한계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법리적 측면

에서 한국보다 선진 사례가 많으며, 패션의 보호에

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패션산업 

소송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이다(Yook, 2010). 한국보다 더 큰 세계적 규모의 패

션시장을 형성한 미국에는 다양한 판례와 판단 기

준이 마련되어 있다(Kim, 2018). 그들의 소송 내용을 

함께 파악한다면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 그리고 발생가능성이 큰 소송의 예측 

등 많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

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패션산업 관련 소송 사례를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두 국가 간의 법적 보호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산업의 기술 발전 및 양적 성장 등 산업

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현행법 및 제도

적 장치의 부족으로 유사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

구는 이러한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문헌연구 및 소송 사례 연

구를 통해서 대안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서 패션산업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종

류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소송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현행법의 

해석과 한계점을 분석해 해결 방안 및 방향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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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위

해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발행된 패션산업 관련 법

을 다룬 학위논문, 학회지, 서적을 인터넷 검색을 활

용해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 단어는 패션산업, 패션

디자인 보호, 패션 소송이다. 또, 해당 문헌연구 고찰

을 통해 드러난 산업 내외 소송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국내 전자법률도서관 LAWnB, 종합법률정보, 법률

신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법률정보 제

공 온라인 사이트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초상권, Fair 

Labor Standard Act(FLSA) 등 구체적인 법명을 주제

어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 관련 

소송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후 패션산업의 보호

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로, 한국과 미국의 소송을 내용별

로 분류한 후,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법을 고찰하였

다. 사례의 수집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까지이다. 미국은 전문 패션법 관련 사이트 “The Fa-

shion Law”에 나타난 소송 32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한국은 “LAWnB” 사이트에 공개된 소송과 국내 

온라인 뉴스 채널에 기사로 실린 소송을 함께 참조

하여 62건을 선정하였다(Table 1). 국내 법률 사이트 

“LAWnB”는 “The Fashion Law”와 달리 브랜드와 기

업명이 명시되지 않으며 공개된 판례도 극히 제한적

이기 때문에, 사례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국내 사례 수집에서는 미국과 달리 온라인 뉴

스 채널도 함께 참조하였다. 국내 온라인 뉴스 채널

은 네이버의 뉴스 카테고리에 나타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382건의 사례를 선정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 내용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

과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선정한 26건의 소송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 사건들은 원고나 피고의 대

상이 산업 내 비중이 높은 기업 및 브랜드인 소송 중 

판결이 일관되지 못한 사건, 산업의 변화에 따라 나

타난 새로운 형태인 사건, 사회적 파장이 커 시사성

이 높은 사건 등 소송 규모와 상관없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선정된 사례들은 판결이 완료된 소송뿐 아니

라 진행 중인 사건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에 이르거나 조정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J.-k. Lee, 2015). 또 판결이 나온 소송

만을 다룰 경우, 본 사례 연구가 내용적으로 좁아진

다는 한계점도 고려하였다.

끝으로,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

난 국내 패션산업 보호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제안

하였다. 또, 해당법에 대한 이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방안, 분쟁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법안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및 방향을 다양

한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Category Sub category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Total 39 50 30 137 130

Product

Design
Korea 12 5 7 5 7 36

240
U.S. 9 24 11 86 78 204

Product quality
Korea 0 0 0 0 2 2

16
U.S. 0 5 1 2 6 14

Human 

resources

Employ & wage
Korea 0 0 3 1 2 6

26
U.S. 9 5 2 1 3 20

Discrimination
Korea 0 0 0 0 0 0

31
U.S. 3 5 2 17 4 31

Etc.
Korea 4 6 4 1 3 18

69
U.S. 2 0 0 24 25 51

The number of cases per year 39 50 30 137 130 382

Table 1. Number of lawsuit case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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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패션산업 관련 소송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패션

산업 보호와 관련된 논문과 학회지, 서적에서 논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의 패션 보호를 다룬 연구일지라도 미국, 프랑

스, 일본 등 타 국가의 법과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 있

었다. 특히 대다수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하여 

국내법의 이해를 도모하고, 패션 관련 입법의 문제

점을 분석하며 그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하고 있었다

(Kim, 2018; J.-k. Lee, 2015; J. Park, 2018; Yoon, 2019). 이

는 한국의 개정법안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국보다 판결이 선행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의 

명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수의 연구주제인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것

이다(Cha, 2010; Hwang, 2012; Kwon, 2016; Park, 2014; 

Yook, 2010). 지식재산권으로써의 디자인에 대한 법

적 보호 현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었으며, 대부

분 디자인 카피에 관한 논쟁이었다. 두 번째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 기구에 관한 연구로 법을 통한 사

건 해결 외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분쟁을 중재해

주는 전문 기구에 대한 탐색이다(Lee, 2019; J.-k. Lee, 

2015). 셋째는 패션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로 신

진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

이다(Jung, 200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

ism [MCST], 2011).

선행연구 사례의 유형은 전통 복식(Cha, 2010; Cho, 

2014; Lee, 2013), 무늬 및 도안(Hwang, 2012; Yook, 

2010; Yoon, 2019) 디자인(Koh et al., 2015; Kwon, 2016; 

Park, 2014) 관련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 대부

분은 해당법의 개정 후의 첫 판례나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고찰도 반드시 필

요하지만 사례의 범주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

통 복식과 관련된 소송이 자주 사례로 언급되고 있

는데, 이는 관련법의 개정 시기에 생활한복이나 전

통 문양에 대한 디자인 수요가 많아 소송의 사례가 

현재보다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패

션디자인도 세계화가 되고 있어 앞으로는 전통적인 

것뿐 아니라 현대적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연구의 내용도 더욱 확대될 필

요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패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 법적 제도 장치, 그리고 패션디자인 및 패션제품

과 관련된 소송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었지만, 패

션산업 전반에 걸친 분쟁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

다. 특히 패션산업 내 인사나 노무 등 인적자원 관련 

분쟁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극히 드물고, 디자인 

및 제품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구조의 다분화에 따라 소송 내용도 다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걸맞은 폭넓은 소송의 사례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 외의 소송도 사

례에 포함하여 패션산업 관련 소송의 내용을 다각도

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

본 장에서는 패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방법과 내용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송의 내용과 범주에 따라 패션

제품 관련 보호법, 패션산업 내 인적자원 관련 보호

법, 기타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1) 패션제품 관련 보호법

패션제품과 관련된 국내 보호법에는 저작권법, 디

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상표법이 있

다. 반면에 미국은 저작권법, 디자인특허법, 상표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법리에 의한 보호의 방법이 있

다. 패션산업 내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은 제품디자

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산업 내에서 일찍부터 디

자인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점차 디자인이 지닌 잠

재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자 지식재산으로써 패

션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

이다.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법은 그 목적에 따라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으로 

나뉘는데(Song et al., 2005),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

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상표법이 있다. 

한국에서 패션디자인은 대부분 저작권법, 디자인보

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Cho, 2014). 산업재산권은 산업적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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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저작권법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기

여를 보호하는 것이다(Hwang, 2012). 디자인보호법

은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 권리

를 보호한다(Kwon, 2016). 각 법은 서로 상호보완적

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디자인 도용이나 침해 같은 

손해로부터 디자이너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패션디자인은 ｢저작권법 [Copyright Law]｣

(2018)에 의하면 응용미술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응용미술품이 저작

권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을 인정받아야 하며(Hwang, 2012), 창작적인 부분이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분리가능성”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이를 저작권법의 분리가능성 이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의복에서 직물디자인은 물품과 분

리가 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의복 자체의 형

태인 실루엣은 물품(의복)과 분리가 어려우므로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그동안 물품으로부

터의 분리 기준이나 창조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였

다. 그러다 2000년 개정저작권법에 미국의 분리가능

성 이론이 국내에 도입되자(Kim, 2006), 비로소 패션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일부의 창작성과 독

창성이 인정되어 부분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Yoon, 2019). 즉, 의복에서 문양, 직물도

안 등은 분리가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

를 받을 수 있는데, 패션산업에서 매년 생산되는 디

자인의 수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 디자인을 등록하

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Hwang, 2012). 그 이유

는 디자인 등록을 해도 패션 유행 주기로 인해 그 효

과가 작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쉬운 등록을 가능하

게 하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패션 유행 주기보다 시간이 길게 걸리기에 

여전히 그 수요는 적다(Hwang, 2012). 게다가, 패션

디자인은 각 콘셉트별로 다수의 디자인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을 각각 등록할 시 큰 비용이 들게 

되어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복제품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이익을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이처럼 디자인 

카피 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으

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의 보완을 위한 부정경

쟁방지법이 있다(Lee, 2013).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

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Kim, 2011). 상표의 도용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부정

경쟁방지법 외에도 상표법이 있다. 상표법이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의 침해 방지를 위한 “보

호”가 그 주목적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부

Category Subclass Lawsuits contents Main law

Product

Design

Imitation, counterfeit, knock-off (Ko.) Copyright, Design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rademarks Law 

(U.S.) Copyright, Design Patent Law, Trademarks Law, 

Trade Dress

Design copy, parody design,

unauthorized of artwork etc.

Product quality 

& distribute
Product defect, product distribute etc. 

(Ko.)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U.S.) Consumers Legal Remedies Act

Human 

resources

Employ & 

wage

Firing invalid, false resume, accrued wages,

unpaid internship etc. 

(Ko.) Labor Standards Act 

(U.S.) Fair Labor Standard Act

Discrimination

Sexism, racism, discrimination due to 

pregnancy and parental leave,

sexual abuse etc. 

(Ko.) Criminal Act, Labor Standards Act 

(U.S.) Criminal Law 

Etc.

Violation of non-competition provisions due 

to turnover, breach of contract, publicity 

right, unauthorized use of online photos, etc.  

(Ko.) Fair Trade Law, Portrait Right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U.S.) Right of Publicity, Telecommunications Busi-

ness Act

Table 2. Classification by lawsui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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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Kim, 2011). 

즉, 상표법은 타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제품을 상

표로 등록 시 해당 제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며,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 대상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규제 대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브랜

드가 고유의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판

매 활동을 벌여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의 식별성 학보를 위

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작성뿐 아니라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Kim, 2013). 이는 적은 자본의 소규

모 브랜드나 신진 디자이너들이 창작적 디자인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장 노출 시간으로 브랜드의 

식별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표법 보호를 받기 

힘든 이유가 된다. 그래서 마치 상표법은 대기업처럼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익 

집단들을 위한 법처럼 보인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 

점은 결국 소규모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

키고, 새로운 디자이너의 탄생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 패션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는

다면,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디자인특허법, 상표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법리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Park, 

2014). 두 국가 모두 패션디자인을 응용미술의 한 분

야로 여긴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으로 

중첩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저작권법과 디자

인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Kim & Ko, 2011). 그러

나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는 패션디자인의 진흥과 

자국의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 장

치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패션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국내 

법률에는 패션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

으며, 그나마 유추되는 법률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

다(Kim, 2013).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패션디자

인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1965년 연구, 교육, 보존 

및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법’에서 예술의 범위에 의상과 패션

디자인을 포함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을 예술로 인정

하고 있다(Kim, 2013).

또한, 미국의 저작권청은 1991년에 의류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지침을 제청하여 발표하는(Kim, 2018) 등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인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실용적 상품으로

써의 패션제품에 관한 법 적용 시의 실효성과 일관

성 차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J.-K. Lee, 2016), 

법률상 패션이 명시된 조항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향후 개정 방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그 외 

미국은 IDPPPA(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

racy Prohibition Act) 등 패션디자인 보호의 법적 한계

를 보완하는 개정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Wong, 2012). IDPPPA는 CFDA(The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가 미국 상원에 제출한 

법안으로, 디자인 불법 복제를 막는 구체적 사항들

을 담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아직 성공하지 못

하여 여전히 IDPPPA의 사법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Wong, 2012), 모방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첨예한 

논쟁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패션산업 보호의 

한계와 법 보완의 필요성을 대중에게도 알려 사회적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는 계몽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

문이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 태도를 수용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J. Park, 2018), 미국은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 및 적용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자인 저작권의 경우에는 디자인

의 카피를 어느 범위까지 보는가에 대한 적용 범주

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적인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또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라 여겨질 

우려도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저작권법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

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결과가 한국과 

미국이 엇갈리는 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의 

정의나 명시와 관련해 두 국가 간에 상이점이 있기

는 하나, 양국 모두 법의 판단이 판례의 부족에서 오

는 법리의 주관적 해석과 패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리상 일반화된 정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유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의 한계로 인해, 미국 기

업들은 대체로 지식재산권보다는 상표법, 즉 트레이

드마크와 트레이드드레스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Kim, 2013). 상표법이 상품의 출처와 공급자를 알리

는 상품 이름이나 로고, 상징 등을 보호한다면, 트레

이드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등 외형적 느낌

을 보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Kim, 2013). 그러나 상

표법이 디자이너 로고와 같은 패션디자인의 특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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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보호할 수 있지만, 패션디자인 전 부분으로 확

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Wong, 2012).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상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J.-K. Lee, 2016).

2) 패션산업 내 인적자원 관련 보호법

인적자원 관련 분쟁은 산업계를 막론하고 주로 국

내는 근로기준법을, 미국은 FLSA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형법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패션

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Jung, 2009). 따라서 패션산업에서

는 극도의 노동이 필요한 순간들이 매 시즌 존재하

며, 이를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하여 해결하거나 

기존 직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는 등 부당한 근무

를 강요하고 있다(J. A. Kim, 2020). 부당한 근무 처우

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

정안을 2018년부터 중견 기업 이상의 규모 사업장부

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Park, 2019).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사실상 중심축으로 실질적 

기능 면에서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

(Han, 2017), 이번 개정법은 근로 시간 상한을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

를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Park, 2019). 그러나 패션산

업 관계자들은 패션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

지 못한 채 시행하는 탁상행정 개정안이라는 반발과 

우려를 표명했다(Baek, 2018).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

연근로시간제를 제시하여 시행 중으로, 개정안이 완

전히 시행된 이후 패션산업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의 기대 효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개선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 육아

로 경력 단절에 처한 여성 노동자 보호, 청년층의 취

업 동기부여 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ark, 2019). 

그러나 현재 시행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해당 개

정법이 패션산업에 미친 효과와 의의에 관한 후속적

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인적자원 분쟁 중 가장 패션산업계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여겨지며 무비판적인 수용을 해왔

던 문제는 바로 인턴 채용이다. 패션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인 예술성 및 디자인 기술은 현장에서 숙

련된 실무 디자이너들을 통해야만 배울 수 있는 특수

한 면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많은 예비 디자이너

들은 무급 혹은 낮은 인건비를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고용되고 있다(J. A. Kim, 2020). 이 같은 인

턴 채용이 가능한 것은 본래 근로 계약이 근로의 대

가성을 전제로는 하지만 반드시 보수가 금품이어

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 경험의 교육 및 훈련으로 인

한 경력 증진, 향후 고용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 이득

이 되는 측면을 대가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Chang, 

2016). 그러나 이렇게 고용된 이들은 또 다른 불평등

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등(J. A. Kim, 

2020) 산업 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인턴사원 보호를 위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했으나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고 판단 기

준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Chang, 

2016).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근무 시간 조건 및 기간

의 명시, 그리고 업무의 차별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

겨있을 뿐 효율적인 근무 조건의 내용이 부족하며 

권고 사항일 뿐 사법권은 없다.

미국 내에서의 인적자원 분쟁은 한국의 근로기준

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의해 판단

된다(Kim, 2015). 구체적인 노동법규에 대한 적용은 

노사관계법, 고용차별금지법 및 고용관계법 등 개별 

규제에 따르고 있으며, 각 주마다 제정된 노동법규가 

따로 존재한다(Sullivan et al., 2011). 그러나 한국과 달

리 사업장의 규모에 차별되는 것 없이 일괄 동일하

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Sullivan et al., 2011). 

미국 내 패션 업계에서도 무급 혹은 저급 인턴 고용으

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암묵적인 회피의 경향이 여

전히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 노동부는 1967년 

FLSA에 의한 인턴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2014년 

뉴욕에서 무급인턴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안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지침들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실제 소송에서 

법원이 법적 근거로 반영하지 않는 등 규범 효력 상

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밖에 성차별, 임신과 육아로 인한 차별, 인종차

별 등 특히 여성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분쟁이 있다. 

이는 비단 패션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업계의 지속적

인 문제이다(H. N. Lee, 2016). 이 같은 내용의 인적자

원 관련 분쟁은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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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하나, 결국 비공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해를 미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회사 내 성추행당

한 여성 직원을 해고하여 불매운동에 휩싸인 사건처

럼(S. J. Kim, 2020) 이제는 사업체의 주먹구구식 회

사 내 해결 방식이 장기적인 회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정보 공유 능력 및 권익 향상을 절

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3) 기타

패션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자원 관련 소송 외

에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인한 소송, 외주업체

와의 계약상의 소송, 탈세 혐의 분쟁, 사업체의 대지 

지분 문제 등 다양한 사례들이 한국과 미국 패션산

업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패션뿐 아니라 타 산업군 모두에서 발생하는 유형으

로, 다양한 사례별로 민법, 상법, 형법 등 더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등 세분화된 법

이 적용된다(Bong, 2016).

또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

서 발생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국제적인 문

제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사진 촬영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초상권 및 퍼블리

시티권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에 의한 민사소송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형사소송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

러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침해 여부에 대한 법

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H. J. Lee, 2015). 헌법상

에 근거한 인격권인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이며, 퍼블리시티권은 이와 유사

하나 유명인의 초상이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권적 측

면이 강조된다는 것이 다르다(Jung, 2009). 또한 SNS

의 발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

라 인플루언서의 광고계약 위반, 광고규정 위반, 지

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례도 나타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Uhm,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다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걸맞은 

폭넓은 소송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패션산

업의 독특성으로만 인식하여 변화의 필요성조차 인

지하지 못했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 

향후 패션산업이 겪게 될 복잡다단한 분쟁들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 내외를 

둘러싼 분쟁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다각화

된 시각과 분쟁 해결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IV. 패션산업관련소송사례연구

미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사례를 소송 내용별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사례들은 디

자인 관련 외에도, 제품 품질, 고용, 임금, 차별, 계약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크게 디자인을 포

함한 패션제품 관련 소송, 인적자원 관련 소송, 기타 

소송 등 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패션제품 관련 소송

패션제품 관련 소송은 총 382건 중 256건으로 패

션산업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소송의 수는 2015년 21건, 2017년 19건, 2019년 6월

까지 85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해당 사건들은 위

조품이나 디자인 모방 등 디자인 관련 사례와 제품

의 품질이나 유통 방식 등 제품과 관련해 발생한 소

비자 피해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특히 디자

인 모방으로 인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둘러싼 소송

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위조품 관

련 소송(45건)과 디자인 카피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에 대한 소송(195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나머

지 16건은 제품 결함 관련 소송이었다. 분류된 일부 

사건들은 한국과 미국 모두 중복적인 디자인보호법

의 허용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법에 근간하여 소

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여러 법

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핵

심 내용과 관련된 법으로 기술한다.

1) 위조품 관련 소송

국내 패션산업 내 만행한 위조품의 유통 및 판매 

행위는 80~90년대 남대문과 동대문의 도매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의 성장을 이룬 독특한 역사적 배

경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 제품

을 제작 ‧ 판매를 하였는데, 대부분 해외 브랜드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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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부터 라벨까지 카피하여 소매업자들에게 판매

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는 당시 디자인 카피가 불

법적 행위라는 인식이 저조했고, 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을 국제적인 판단 기준으로 준수한다기보다는 개

별국별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 해외 디자인에의 카

피에 대한 처벌 규제가 국내는 비교적 낮았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 패션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 브랜드는 이런 국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남대

문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아동복 브랜드 

Bonpoint 사건이 있다(Seo, 2015). Bonpoint을 전개했

던 국내 업체는 브랜드의 BI(Brand Identity)와 심볼을 

피고가 도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

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

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다(Seo, 2015). 판

매와 제조 등 피고의 이후 행보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되었으나 손해 일부만 인정한 한계가 있는 판결

로 사료된다. 브랜드의 라벨 카피 행위는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등 브랜드의 재산권을 디자인 

카피보다 더 강력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더욱 강한 처

벌로 이어졌어야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

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공연

하게 위조품을 인정하는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 탓에 

이에 대한 소송이 적은 편이다. 위조품은 흔히 짝퉁

이라 불리는데 진짜처럼 보이게 한 물품으로 상표법

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소송의 판

례가 향후 불법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위조품에 관한 분쟁은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다

수 생겨나자 미국 내도 이러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

으며, 대부분 상표권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Kering Group이 자사 브랜드 Gucci의 위조품

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Alibaba Group Holding Ltd.

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고의로 판매됨

으로써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판매량 손실, 그리고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TFL, 2017a). 

해당 소송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 

집행 조처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7년 합

의에 이르렀다(TFL, 2017a). 또 2018년 Chanel은 미국

에서 상장된 리세일(re-sale) 온라인 플랫폼 The Real-

Real이 자사 브랜드의 불법 복제품 판매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했다(TFL, 2018c). 이 같은 사건

들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

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공동의 문제에 귀결

된다. 위조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

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통신

판매중개업이므로, 그 피해보상의 책임을 플랫폼에 

돌릴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Michael Kors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사 위

조품을 판매한 중국인 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 있다(J. Y. Park, 2018). 

그러나 해당 소송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매자 처벌

만을 하였고, 판매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언급

은 없었기에 그 판결은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

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여, 판매 중지

나 판매자 퇴출 등 강력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법 개

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패션 전

문 협회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용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디자인 카피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에 관한 소송

디자인 카피,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부정경쟁 행

위 금지에 대한 소송은 디자인 분쟁 중 가장 많은 논

쟁이 야기되는 부분인데도 여전히 그 판례가 모호하

여 법적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소송 대부분은 한

국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저작권법과 디

자인특허법에 의거해 소송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치어리더 유니폼 브랜드 Varsity Brands Inc.의 2010년 

소송이 패션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연방대법

원의 가장 대표적 판례이다. 해당 사건은 Varsity Bra-

nds Inc.가 자사의 디자인을 Star Athletica가 침해했다

는 내용이다. 피고 측은,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딩 유니폼의 기능적인 측면과 분리될 수 없기

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디자인 카피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J. Park, 2018).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대한 문리적(文理的) 해석을 강

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J. Park, 2018).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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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적 해석에 대한 강

조는, 법적 안정성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 하지만 입법자의 의도가 배제되어 법의 본래 목

적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미국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국내 대법원이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 문장의 뜻을 파악하

여 해석하는 문의적(文義的)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

해볼 때, 오히려 법 해석의 오류가 적어 안정적이라

고 볼 수 있다. 실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

례가 국내는 전통 복식과 관련된 사건만이 드러나 있

어서 현대 패션디자인 관련 소송에 대한 적용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위해서는 아직

은 미국의 판결문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도 현대 패션디자인에 대한 최신 대법원의 판결에 대

한 선례를 남겨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 중 패션디자인의 2차적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분쟁

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인

데, 그래피티 아티스트 Rime은 Moschino가 2015년 

컬렉션의 그래픽 디자인 중 일부에 자신의 작품을 동

의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브랜드의 CD인 Je-

remy Scott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Shor-

tell, 2015). 그래피티 작품이 건물주의 허가 없이 불법

적으로 그려졌을 경우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

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Koh et al., 2015), 

불법적으로 그려진 그래피티도 예술의 한 형태로 저

작권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당 소송이 Moschino가 그래피티를 옷에 

차용함으로써 2차적 저작권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에 

집중한다. 본디 그래피티를 그대로 혹은 변경하여 사

용한 패션디자인은 그래피티를 원작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작자의 동

의 없이 차용하여 만든 패션디자인이 2차적 저작물

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면,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이 오히려 

디자인을 좁은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두고 디자인 발전

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 반대로 인정한다면 원작

자의 권리를 무시하게 된다. 저작권법의 입법상의 목

적인 창작 활동 보호와 예술 장려 간의 상충된 성격

으로 인함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2차적 저작물 관련 국내 소송으로 2015년 

Hermes가 한국의 Playnomore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

는데(Lee, 2017), 피고는 원고의 유명 가방디자인에 

눈알 장식을 덧붙인 것은 패러디 디자인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소송은 미국의 Moschino 

사건과는 달리, 최종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Her-

mes와 Playnomore의 가방은 판매 가격과 마켓 플레이

스의 포지션이 다르기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돈하

기는 어렵다며,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권의 

침해를 받지 않았다는 판결이다(Lee, 2017). 두 판례

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2차적 저작물에 대

해 저작권법적인 접근보다는 상표법상 디자인 카피

의 식별력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 판결의 차이가 있

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2014년 Hermes가 자사 가

방디자인을 인쇄한 프린트백 수입업체를 상대로 부

정경쟁행위 금지 관련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국내 사

례가 있다(Jwa, 2015). 국내의 이 두 사건을 비교하였

을 때,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법원은 판결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따라서 국내 저작권법의 실제적 

시행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 관련 소송 중 상당 부분을 SPA 

브랜드의 디자인 카피가 차지하고 있다. SPA 브랜드

는 패스트패션이라는 특성상 제품의 순환 주기가 빨

라, 디자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분

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는 Forever 21 같

은 SPA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반복적이

고 상습적으로 카피한다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

다(TFL, 2019b). 이는 SPA 브랜드의 디자인 윤리 의식

의 결핍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미국이 SPA 브랜드

가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경향이라면, 국

내는 2012년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가 코벨의 양말  

디자인을 카피하는 사건같이(Lee, 2012) 대기업의 

SPA 브랜드가 소규모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함으

로써 소송이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디자인 모방 소송은 패션이 영감과 모방을 통해서 새

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상호교환적인 예술적 

성질로 인해 생겨나는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는 

분명하게 다르며 이에 따라 표현된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충분히 그 경계점을 구별 지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유행 민감성 패션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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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

이며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조계와 패션 전문가

가 함께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3) 제품 결함 관련 소송

제품 결함 관련 소송은 하자가 있는 제품이나 잘

못된 제품 정보 및 유통 방식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송은 국내는 소비자기본법

이, 미국에는 Consumers Legal Remedies Act로 근거

한다.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한 경우에 

발생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플루언서의 판매와 관

련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SNS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은 

인플루언서가 제품 판매에 직접 가담하면서 피해 사

례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알

려진 인플루언서가 창업한 SBENU 신발 브랜드는 

현재 상표권 도용 및 횡령 등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리점의 피해 소송뿐 아니라 물 빠짐 현상

이 있는 저품질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에도 

휘말렸다(Yeom, 2016). SNS 인플루언서 판매 채널을 

통한 거래 제품은 안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규모 커뮤니티로 이

루어진 개인 간 거래의 한 형태인 SNS 매매는 현행

법상 통신판매업자 등록 대상의 예외로 분류되어 소

비자 피해보상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시 2019년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SNS 쇼핑 경험이 2016년 22.5%에서 2018년 55.7%로 

증가하는 추세여서(Song, 2019), 향후 SNS 쇼핑 피해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SNS 거래 규

모는 점차 기업형으로 상업화되면서 그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뿐 아니라 기

업의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금

의 미흡한 법 규정을 현 상황에 맞춰 보완하지 않으

면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개인 판매자들도 통

신판매업자로 등록 및 분류하여 그 책임 소재를 분

명히 해야 하며, SNS 거래를 통한 구매 시 소비자 피

해를 볼 수 있음을 각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고지하

는 등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대책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소매업체 LuLaRoe는 결함 있는 제품을 구

매한 소비자들과의 소송이 2017년부터 진행 중인데, 

이 업체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다른 리테일러

를 통해 판매하는 피라미드식 유통 구조로 운영하여 

더 문제시 되었다(TFL, 2017c). 이 판매 방식은 제품

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리테일러에게 전

가하는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윤리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앞으로의 이커머스 시장은 이와 같은 위탁 판

매 방식을 채택하는 플랫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소송의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SNS 및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개인 인

플루언서의 직간접 판매 행위와 온라인상의 위탁 판

매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크므

로, 이 같은 판매 방식상의 패션제품의 품질 판단 기

준 방침이 시급해 보인다.

이렇듯 패션디자인 및 제품 관련 소송의 다양화는 

무엇보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 영향이 크다. 이러한 분

쟁은 점차 패션만의 특수성을 심화시키고 있어, 법원

을 통한 소송이라는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타 산업군과는 다른 

패션만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해결책이어야 산업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모호한 분쟁에 대한 진정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적자원 관련 소송

패션산업 내 인적자원 관련 소송은 총 57건으로 나

타났다(Table 1). 해당 관련 소송은 패션에만 국한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민법 등 일반법에 

따라 소송이 해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 

관련 소송을 내용상 고용 및 임금 관련 소송(26건)과 

차별 관련 소송(31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고용 및 임금 관련 소송 

고용과 임금 관련 소송은 해고 무효, 허위 이력서 

작성, 임금 미지급, 무급 인턴십, 비경쟁 조항 위반 등

이 포함된다. 패션산업에서 인턴은 무급 혹은 저임

금의 조건으로 채용되곤 한다. 인턴은 교육 훈련생

으로서 정규 인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기업 

측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그리고 구직자는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한다는 사유 때문이다. 사실상 이 관행

에 대해 지금까지는 고용인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사고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었지만, 최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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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발달로 청년들의 입장에 대한 자발적인 논

의가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

아진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턴사원이 회사를 상대

로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한 고용 및 조건에 대한 법

적인 보호를 받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공식

적인 분쟁이나 소송의 사례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

으나, 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의 불합리한 고용 행태

에 대한 현업에서의 사례는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명한 학술적인 검토 및 대안 방안 연구가 필

요하다.

미국의 노동부는 최저 임금 적용이 안 되는 무급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조건을 공시한 바 있

다. 그러나 명시된 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무급 인턴십이 대부분이다. 2015년 

미국의 The Row 브랜드는 뉴욕의 로펌 회사들로부

터 임금을 미지급 받은 인턴들의 집단 소송을 당했

다(Milligan, 2017). 이는 최저 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직원과 인턴 양자의 업무 경계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인턴만이 임금을 미지급 받는다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자 미국의 많은 브랜

드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

다. 그 결과, 유급 인턴을 채용하는 브랜드도 생겼지

만 Conde Nast처럼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를 없앤 기

업도 있어서(Cunningham, 2013), 해당 업계로의 진출

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기도 했다. 하

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무급 인턴의 업무 내용을 직

원만큼 상향 조정하여, 유급 인턴으로 채용해서 윤

리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도 국내 고용 시장의 안정화, 

패션산업의 미래 인재 개발, 젊은이들의 취업률 상

승 등을 위해 청년 취업과 관련된 인턴십 제도를 시

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처럼 국

내도 인턴사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이 떨어지며 권고에 그칠 

뿐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미국보다 국내 청

년들은 패션업체가 제시한 고용 조건의 불합리성과 

비합리적인 계약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지식이 부

족한 편이다. 패션산업의 관행을 버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및 구제 방안에 대

한 교육이 사회 진출 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에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조

항 및 교육 방안이 조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기존 

전문 법률 상담 전문 기관과 법률 교육 기관에 패션

산업 담당 부서를 따로 신설한다면,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산업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영업 비밀과 비경쟁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도 빈번한데, 이는 잦은 이직률을 보이는 패션산업

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Nike의 슈

즈 디자이너들이 Adidas로 이직하면서 기밀 정보를 

훔친 것은 비경쟁 계약의 위반이라는 소송이 2015년

에 제기되었다(TFL, 2017b). 패션산업은 타 산업군보

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마켓인데다 동종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회사 간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 

의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비경쟁 계약

서(Covenant Not To Compete) 작성을 요구하는 회사

가 많은데, 사업체의 비밀을 경쟁 업체들에 제공했

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근로자뿐 아니라 경쟁업체

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영업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데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로써 불법 행위에 해

당해 민법 혹은 형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

나 패션산업 내에서는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특성상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공공연한 선입견으로 인해 이

러한 소송은 드물다. 그러나 잦은 이직률이 관행처

럼 이루어진 패션산업 구조일지라도, 회사 간의 지

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밀 준수에 관한 엄격한 

계약 조건과 불이행 시 제재 등을 통한 회사의 재산

권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미지급되어 근로자가 소를 제

기한 사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의류

회사 사건, 근로자가 입사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

함으로써 임금을 내지 않은 백화점 사건 등 근로기

준법 위반의 소송 사례가 더 많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행법상의 문제보다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

온 습관에 기대려 하는 잘못된 태도와 인식으로 인

해 발생한다. 관행적 구두 협약으로 인한 계약서 미

작성, 계약서에 정확한 근로 조건의 구체적 명시가 

없어 서로의 오해가 발생했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 기간 산정에 관한 이해 부족 등 대부분 고용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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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두 법적 이해의 불충분으로 인해 벌어졌

다. 그러나 고용인은 계약상의 내용을 법적으로 자

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라, 도의적인 책임

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습적 위반 사업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과태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고용에의 불이익 같은 운영상의 불이익을 주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업체의 필수 법정 의무 교육

에 근로기준법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근로

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 기회가 없으

나, 법의 무지로 인한 피해는 법정에서 증거불충분

으로 보상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는 피해 

신고 해결뿐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법 교육 등 피

해 방지 대책 마련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2) 차별 관련 소송

성차별, 인종차별, 임신과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성범죄 등의 소송 사례이다. 미국 내 성범

죄 소송의 내용은 한국과는 다른 일면이 있다. 미국 

Nike는 여성 직원의 성희롱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 점과 여성 적대적인 근무 환경으로 인해 

2018년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TFL, 2018a). 또한, 패

션 포토그래퍼 Bruce Weber는 2017년 남성 모델로부

터 성적인 학대를 했다는 고소를 당했다(TFL, 2017d). 

이처럼 미국에서는 차별 및 성(性) 관련 분쟁이 사회

적으로 드러나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소송의 사례가 극히 드물다. 2018년 중견 패션업체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으

나(M. J. Park, 2018), 임원의 퇴사에 그쳤을 뿐 소송으

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는 사회 통념상 성(性)과 관련

된 피해는 감추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개인과 기업 모두 공식적인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2차적 피해

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감추는 경향도 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차별적 대우 관련 소송도 한국의 사례는 판례를 거

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감춰져 있다. 이는 

브랜드나 기업의 이미지 타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사료된다. 또한, 야근이 잦고 근무 강도가 높

은 패션산업계에서 임신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

려와 이해는 여전히 낮은 편임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소송 또한 공식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

리를 높이는 미국의 문화와 달리 한국은 단체의 일

원인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

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도 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공개적 소송의 경우일지라도 분쟁의 원인이나 법

률적인 위반에 관한 내용, 판결로 인한 가해자의 법

적 조치 및 피해자의 보상 등 세세한 내용을 일반 대

중에게도 알리어 이 같은 사건의 중대함과 심각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분쟁의 방지 못지않게 해결이 중요하

므로, 기업 자체의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조성

되는 패션산업의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중재 및 해

결을 도맡을 전문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3. 기타

본 장에서는 패션산업 내 발생하는 소송 중 제품 

관련 소송과 인적자원 관련 소송 외의 기타 소송을 

다룬다. 해당 소송에는 허위 원산지 표시, 음악 사용

료 위반, 건물 임대료 분쟁, 블랙리스트 쇼퍼 명단으

로 인한 소비자의 고소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소송 건수가 가장 많고 새롭게 나타나 주목받

고 있는 사례 위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총 69개

의 기타 영역 소송 중 계약 위반 및 불이행과 관련된 

소송 13건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

송 6건을 선정했으며<Table 1>,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위반 및 불이행 관련 소송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 위반 및 불이행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

지만 패션기업과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간의 소송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 산업의 분업화된 구조

상 기업은 외부업체에 염색, 봉제, 가공 등 다양한 업

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 명확

한 계약 조건 및 시행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업

은 관행적으로 업무 지시 사항을 구두로 위임하고, 

위탁업체는 임의로 업무 내용이나 납품 기간 등을 

수정하여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

어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기업이 지위를 이용

하여 하위 업체들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업

체의 불이행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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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업의 갑(甲)으로서의 횡포를 막고 정확

한 계약 사항을 지시하게 하는 도덕적인 관행을 새

로이 만들어 나가도록 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인플루언서의 계약 위반 

및 부당 이익 취득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주시되고 

있다. 2018년 패션 인플루언서 Luka Sabbat는 Snap, 

Inc.와의 계약에서 안경 홍보에 관해 게시물을 작성

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겨 고소를 당했다(TFL, 2018b). 

이것은 미국 내 인스타그램 관련 프로모션 계약의 조

건을 지키지 않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최초의 소송 중 

하나이다. 사실 유명인이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보증

하는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인플루언서

와 셀러브리티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는 흔히 생겨나

는 일이었다. 2016년에는 Perfumania Holdings가 향

기의 홍보를 이행하지 않은 Jay Z에게 소송을 제기했

고(TFL, 2018b), Kardashian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뷰티 라인을 브랜드에 약속하여 제품이 마켓에 출시

되었으나 돌연 판매를 거부하여 소송을 당하였다

(TFL, 2018b). 이처럼 유명인의 활동을 전제로 한 계

약은 위반 관련 세부 사항을 계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최근 국내 패션산업계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마

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 사례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

만, 앞으로는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미국의 향

후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

그 밖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기타 소송

도 함께 드러났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 업로드되는 사진에 대한 권리 주장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초상권과 저작권 모두에 시

사점을 준다. 2019년 미국에서 Gigi Hadid는 파파라

치 기관인 Xclusive-Lee가 허가없이 자신을 찍은 사

진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는데, 해당 

기관은 그녀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했다(TFL, 

2019a). Gigi는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해

당 소송은 피고의 초상권법이 아닌 원고의 저작권 관

점에서 다루었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가 사진의 저

작권 등록을 하기 전에 피고가 사용하였기에 저작권

법 미해당으로 기각되었지만(TFL, 2019a),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대법원의 판결 사례가 나올 때까지 논

란은 이어질 것이다.

온라인상 게재한 사진에 대한 소송의 명확한 사례

는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한 연예인 수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2015년 사건(H. J. Lee, 2015)과 패

션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착용한 개인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에 활용한 2016년 사건이 있었다(Oh, 

2016). 첫 번째 사건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초상권

인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국내 민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정확하게 명시된 법률

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건 판결

문은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

요는 없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를 패소시키고 단지 성명권과 초상권만을 인정

했다(H. J. Lee, 2015). 퍼블리시티권을 광범위하게 해

석하여 쇼핑몰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인터

넷 쇼핑몰의 판매 위축과 경제활동의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된다. 그러나 점

차 유명인의 범위가 인플루언서 등을 포함한 일반인

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은 증

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법을 실제 효력이 있는 법 

제도로서 국내에 정착시키려면 현재 퍼블리시티권

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를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패션과 유명인은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

로 서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 같은 소

송은 패션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이다. 또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

서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해외에서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반

대로 공인이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얼굴

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논의도 주

목해야 한다. 사진 등 이미지의 개인 사용이 빈번해

지는 뉴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이에 관한 이익 침해

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정,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종합적 논의

패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의 사례들을 패션

제품 관련 소송뿐 아니라 인적, 외적 등 포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종 사건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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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제품은 실용품이면서 동시

에 예술 창조적인 특징이 있어, 법의 객관적인 명시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특히 패션의 디자인을 보

호하는 주요 법인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이로 

인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은 법의 명시상, 창의성과 독특한 예술의 창작 결과

물인 제품을 보호해줄 수 있으나 분리가능성의 요건

이 있어 실제로 보호받기 어렵다. 특히 패션 의류 제

품은 일반 제품과는 달리, 대개 전체 형태에 대한 실

루엣으로 독자성을 인정받는다. 이는 스타일로써 제

품의 아이덴티티를 제공하는 패션제품의 핵심 요소

가 되는데, 이에 대한 침해는 브랜드나 디자이너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미국의 Varsity 치

어리딩 유니폼 사건처럼 법의 불합리한 현실을 파악

하고, 일부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

례를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할 것

이다. 디자인 소송에서 위조품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

고 있는데, 주요 판매처가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온라

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 오프라인 단

속과 온라인 사이트 위주의 이커머스 관련 보호법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플랫폼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에 대응할 국내법의 

개정 및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제품 관련 소송 판례들은 패션을 

타 디자인 영역과 구분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오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

에 따른 결과의 차이도 있었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

러 법이 적용되는 만큼, 어떤 법의 기준에 치중한 판

결을 내릴 것인가는 판사의 주관이다. 패션 종사자

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결을 

위해서 법원은 패션 전문가 그룹이나 기관의 조언을 

얻거나 협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패션의 특수

성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현행법 시행이 가능하

며, 이로써 더 많은 산업 관계자들이 법을 신뢰하고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패션산업 내 인적자원 관련 소송은 디자인 관련 분

쟁보다 그 수는 적지만, 한국 패션산업의 규모 확대

로 해외 시장 진출과 타 산업과의 협업이 많아짐에 따

라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상 인턴십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서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비윤리적인 고용 행태였는데, 여

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보다 앞서 패션

산업 인턴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미국의 사건을 계

속 주시하여 저조한 법적인 효율성과 불합리성 등을 

파악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국내 인턴 제

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사회 초년생

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보호 방안에 대해 사

회 진출 전 선(先) 교육함으로써 패션산업이 지닌 고

질적인 관행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

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고 여성 인력이 많은 편이나 여전히 남성 

위주의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내 패션산

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녀 차별 및 불이익이 나타

나고 있었다. 그러나 성(性)과 관련된 소송 사례는 국

내에서 거의 찾기 어려우며, 간혹 드러나는 사건들

도 자세한 결과는 알기가 어려워 패션산업만의 차별

적인 내용을 범주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Nike와 Adidas 사례와 같이 사회적인 파장 효

과가 큰 명성있는 브랜드나 기업 관련 판례는 그 소송 

자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패션 종사자들에게 경

각심과 소송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

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패션산업 특성상 성차별 

및 학대 등의 문제 해결과 방지를 위한 법적 노력이 지

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패션산업 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고질적인 행태들은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패션산업을 전체 산업의 일

부로만 바라보는 법 잣대의 편협한 시각 때문이다. 

독립적인 산업의 영역으로써 패션산업을 인정하고 

그 독특한 배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해야만 불합리한 관행을 줄일 수 있다.

환경과 사회 구조의 다변화는 새로운 분쟁을 야기

한다. 따라서 향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의 구

조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는 분쟁의 주체가 개인화되는 추세에 주목해

야 한다. 판매와 유통 채널이 새로운 미디어로 넘어

감에 따라 인플루언서의 역할과 비중이 패션산업 내

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계약 준수, 그리고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법은 

부재하다. 물론, 인플루언서 스스로 공정 거래에 대

한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나,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책임 준수에 관한 내용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플랫폼 기업이 고객 관리와 위

기관리 방법 등 직접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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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

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적 주체들의 활발한 신사

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법적 보

호 조치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패션산업 관련 분쟁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맞는 국내법 정비에 관

한 측면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

찰을 통해 패션산업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실제 소송의 사례 연구를 통해 현행

법의 실제적 시행 내용과 한계점을 밝히어 시대적 상

황을 충분히 반영한 법의 보완점에 대한 제안을 하

였다.

그 결과, 현재 다양한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디자인 관련 소송은 온라인 플랫

폼에서 발생하는 위조품 등 문제있는 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 패션산업 내 인적자원 관련 소송은 디자인 관련 

분쟁보다 그 수는 적지만, 산업 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

으로 계약 위반, 초상권 침해 등 기타 소송은 환경과 

사회 구조의 다변화로 새로운 분쟁의 구조가 나타나

고 있으며, 특히 분쟁의 주체가 개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법안의 내용 및 소송의 적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나라 모두 패션의 독특성을 고려하는 패션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및 개정을 위

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패

션산업 전체의 분쟁을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

었다. 패션은 타 산업군과는 다른 예술 및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에 법조문의 객관적인 해석만으로는 분

쟁을 해결할 수 없다. 패션산업만의 독특한 배경과 

구조, 그리고 관계자들의 관행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을 명시적으로 그대로 해석하

여 적용하는 것은 패션산업 전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패션 전문가 

그룹이나 기관의 협업이 절실하다. 전통적인 해결 

방식인 법원을 통한 해결에 패션 전문 기관이나 협

회 등에 소속된 패션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과 함께 

패션산업을 보호할 해결책을 고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패션 전문 집단이 지닌 패션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독특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함께해야만, 진

정한 실무적인 차원의 현행법 해석 및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행적인 차별 행위와 고용 형태,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 무비판적인 사건들이 여

전히 패션산업 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고질적인 

행태를 패션산업의 특수한 상황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패션산업에 집중된 세

분화되고 전문화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끝

으로, 패션산업 내 여러 집단의 실정에 맞는 윤리 의

식 및 법안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분쟁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사례 범위를 패

션디자인부터 패션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으

로 확장하여 현재 패션산업 분야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 인

해 패션산업의 구조, 불합리한 산업 실태, 시대에 따

른 패션산업의 변화 양상 등을 고찰하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는데 연구의 주된 의의가 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함께 다루어 국내 패션산업 보호 관

련 법안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법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객관적이고 폭넓은 조문의 분석이 부족

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법조문을 

언어학적 의미 해석이 아닌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분

석함으로써, 패션산업의 실제적 법안 현황을 파악

하여 실현가능한 대책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 사례의 분석은 현행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적 불안정

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기에 분쟁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이 사례들을 인지함으로써, 대중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투명하고 정직한 산업 분위기의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법률 

관리자인 디자이너들은 법의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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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법적 테두리가 새로운 디자인 창작의 가능성

을 막게 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

가 법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창

작 활동을 기획하며 소비자에게 이로운 디자인 및 

산업 활동에 힘쓴다면, 법은 패션산업에 억압이 아

닌 안전한 테두리로써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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