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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ir design copyright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fashion major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purchasing counterfeit fashion goods. Out of those, 
81.5%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e product was counterfeit and still purchased it. 
Categories of counterfeit goods purchased were bags, clothes, and accessori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students reported purchasing counterfeit goods twice and three tim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prices of the counterfeit products were 100,000 to under 
200,000 won, and under 100,000 won, in order of popularity. Second, the cognitive 
domain, the practical domain, and the value domain a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pyright education. Among these,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domain were the most distinctive. Third, prior to receiving their copyright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had no perception about the design copyright system 
and so most of the students gained helpful information from the education. For future 
design copyright education, the students want to learn about how to protect their own 
designs, how to apply copyright in a fashion company, how to avoid invading other 
people’s designs, and categories of design copyright.

Keywords: design copyright(디자인권), actual condition(실태), education(교육)

I.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지식사회

의 도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지적재산권과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션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활발한 디자인 진흥정책의 결과, 과거와 달리 디

Received January 14, 2018

Revised  February 13, 2018

Accepted February 23, 2018

†Corresponding author

(yrhee@sungshin.ac.kr)

ORCID

YoungJu Rhee

http://orcid.org/0000-0002-5440-536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 

(NRF-2015S1A5A8016344).

Copyright©2018,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46 패션전공 대학생의 디자인권 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46 －

자인경영이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

작하였으며, 세계적인 패션시장에서 주목받는 젊은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

라 이들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패션산업을 질적

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

쟁방지법 등이 있다(Hwang, 2012). 이중에서 직접적

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방

안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다(Yook, 2010). 하

지만 양 법률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조

건이 서로 다르고, 법의 제정 목적 또한 상이하다. 이
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법률은 부여하는 권리

가 다르지만 한편으론 법률적 구제절차를 마련한다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등 공통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Kim & Chang, 2011).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 및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과 기준 때문에 대다수의 디자인 관련 종

사자들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에서 어

떻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할지 모르는 경우

가 많다. 이것은 디자인권의 대한 이해 및 각 법률 간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비

교․분석하는 연구는 간혹 살펴볼 수 있으나, 패션디

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할 

실정이다. 더 나아가 ‘패션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

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

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디자인권 인식에 관한 이와 같은 학계의 실정 외에

도 오늘날 우리나라 패션 시장을 살펴보면 디자인 표

절이 당연시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

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시즌 4대 컬렉션(Paris, 
Milan, London, New York)에서 선보여진 디자인이 

불과 며칠 후 동대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전문 

디자이너가 속해 있는 패션회사에서도 창의적인 디자

인보다는 유명브랜드에서 출시된 디자인과 흡사한 옷

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의 

패션 산업을 살펴보면, 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

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39년에 디

자인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에서도 1841년부터 영국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Kim & 
Kim, 1999). 과거 프랑스에서는 오뜨꾸뛰르 조합에서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요
금을 지불한 사람만 패션쇼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복제를 줄이고자 하였다(Yook, 2010). 이러한 시

도에도 불구하고 패션 산업에서의 디자인 표절 문제

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

호 수단 및 다양한 디자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

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패션 관련 종사자

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러

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 패션산업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현재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에 관

한 연구는 빈약하지만, 패션시장의 앞날을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

의 목적은 앞으로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전공 대

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

고,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

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필요한 패션 디자인권 역영에 대한 학

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패션산업, 특히 디자인 분야의 저작

권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패션업계에서 디자인에 대

한 디자인권이 얼마만큼 존중되고 있는지, 반면 침해

의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를 타 연구에서 선행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디

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

해 알아본다. 이 때, 학생들이 디자인권의 정확한 의

미를 알고 있는지,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불법으로 도

용한 적이 있는지, 유명브랜드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

험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디자인권 개념 인식의 정도, 중
요성 파악 여부 및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셋째, 앞서 수행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전공 

대학생들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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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비교․분석하여 디자

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Ⅱ. Background

1. Copyright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는 법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작

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지 현

황, 여러 가지 법적 저작권 보호 수단의 권리 비교 분

석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Cha, 

2010; Kim & Kim, 1999; Hwang, 2012; Yook, 2010).

우리나라 저작권은 헌법 제 22조 제 2항(Constitu-
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88) “저작자․발명

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

다.”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

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부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조약 제 2조 제 8항(Convention 
Establishing the WIPO, 1979)에 의하면 “지적 재산권

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

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

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

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였다. Kim and Kim(1999)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

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

권의 의미와 함께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살펴보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저작권을 인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해석상의 충돌을 없애

고, 패션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디자인

에 대한 저작권이 단계적으로 하루 빨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제 1조(Design Pro-
tection Act, 2017)에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

법은 제 1조(Copyright Act, 2009)에서 “저작자의 권

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wang(2012)의 ‘패션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과 법적 

보호의 문제점’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출원

한 디자인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당해 디자인으로 등록되고,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디

자인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저작권법은 심사와 등

록을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을 완성함으로써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에 의한다고 하였다.
Yook(2010)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서는 우

리나라 제도 안에서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있으나, 보호요건, 보호기

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 보다 

장기간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열악한 저

작권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과 시간, 절차를 요구하는 디자

인보호법은 적절한 보호방법이 아니며, 보호방법이 

안정적이지 않은 저작권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우리 패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

작권과 같이 엄격한 요건이 없으면서, 디자인보호권

과 같은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디자인

보호권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Cha(2010)의 ‘패
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에서

는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로서 향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저작

권법의 장기 보호기간을 패션디자인의 짧은 라이프사

이클에 맞춰 조정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유사한 디자인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판단기준으로 주지성을 요구한다

는 점에서 패션디자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

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디자이너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라는 입법취지를 눈

여겨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

호법은 등록요건이 엄격하므로 패션디자인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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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이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15년간의 

보호기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Research related to copyright

저작권 교육 관련 선행연구에는 초등학생과 청소

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Choi, 2013; Choi, 
Kim, Koo, & Jeong, 2006; Jeong, 2011; Koo, 2007; 
Yoon, 2010)의 노력이 있었으나, ‘패션디자인’과 관

련된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더불어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Choi et al.(2006)의 연구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저작권 의식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실시한 후, 이 두 가지의 현장적용 타

당성과 신뢰성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까지 알

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 결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 운영이 필요하

며, 청소년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의 효과

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적 환경여건의 실

효성 확보,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계

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의 저작권 관련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통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문화 기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Koo(2007)의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초등학교 5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

고, 이에 대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저작권 지식 정도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지식

은 잘 알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개념의 이해는 약한 것

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들이 중소도시 거

주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 모두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저작권 지식이 높은 초등학생

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의 태도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에 근거

하여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은 저작

권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Choi(2013)의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에서는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 바람직한 방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저
작권 교육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지, 올바른 저작물 활용을 위한 

사용자 위주의 교육을 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또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에는 전문적이

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저작물

에 관한 예시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

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Yoon(2010)의 ‘초등학교 학생의 저작권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

회에서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저작

권 교육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청소년저작권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는 저작권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

는 학교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

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저작권 지식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

단보다 높게 나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저작

권 의식과 지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들이 전문적인 단어가 많으므로 일반이나 학생들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를 위한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았다. 앞서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구

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학습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상에 적극적으로 반

영되어 다루어지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패션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장

단점을 살펴보며, 보호기간 및 보호 절차 등의 보완해

야할 부분을 비슷한 입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패션디자인 보호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탐구만 하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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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한 저작권 이해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

찰해본 결과, 학생들의 디자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형성과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의식 및 태도를 긍정

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엔 아동 중심적이며 단편적이

므로 패션전공 대학생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Ⅲ. Methods

1. Research subjects and procedure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

교 패션전공 대학생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본 설

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며, 회
수된 자료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

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들

에게 패션 디자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권 교육

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

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디자인

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은 패션

관련 협회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1시간 정도 실

시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에는 디자인권의 정

의, 종류, 패션기업에서의 활용 사례, 디자인 특허 

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1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2. Survey composition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

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항이다. 이 영역에서는 최근 1년간 유

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 유무, 구입 시 

복제품임을 알았는지, 복제품 구매횟수 등을 질문하

였다. 두 번째는 디자인권의 인식 및 이해 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디자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 디자인권

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

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권 교육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으로 디

자인권 교육 수강의 경로와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 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네 

번째는 나이, 거주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Table 1). 세 번째 부분인 디자인권 교

육에 대한 문항은 디자인권 교육 실시 후에만 응답하

도록 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Ⅳ. Result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교 패션

전공 여대생 200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45명, 2학년 

57명, 3학년 44명, 4학년 54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나이는 20세 43명, 21세 55명, 22세 48명, 
23세 49명, 24세 5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 

164명, 경기 36명으로 파악되었다.

2. Experience of using fashion counterfeit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2).
빈도분석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

의 학생(81.5%)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41.3%), 의류(22.8%), 액세서리(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제품 구입횟수는 2회(41.3%), 3회(29.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매가격은 10만원~20만원 미

만(44.6%), 10만원 미만(35.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Change of perception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fashion copyright education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

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

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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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composition

Category Questions Measurement Scale

Use of fashion 
conterfeit

1. Experience on buying fashion counterfeit

Han(2005) 5 point 
Likert-scale

2. Category of counterfeit purchase
3. Awareness of purchasing fashion counterfeit 
4. Number of purchases of fashion counterfeit
5. Price range of fashion counterfeit purchase 
6. Satisfaction of fashion counterfeit purchase
7. Number of time using other people’s design on school 

homework without revealing source of the design 

Perception and 
attitude of design 

copyright

1. Cognitive domain

Choi et al. 
(2006)

5 point 
Likert-scale

 - I can explain to my friends about why we should protect 
copyright.

 - I know the different kinds of design copyrights.
 - I can explain the problems of piracy.
 - I know what to do to protect my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copyright is protected by law.
 - I know the punish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 I know when I prejudice others’ copyright.
2. Value domain
 - Protecting copyright helps to develop our country.
 - Creative work with new ideas should be protected by law.
 - I should not modify other people’s design and make it my 

own.
 - Copyright is an important right for designers.
 - I can copy other people’s work if it is not related to earning 

money.
 - I feel that it is not a right thing to download other people’s design.
3. Practical domain
 - I will think over whether my behavior prejudices copyright 

when I use the Internet.
 - I will tell my friends not to illegally copy other people’s work.
 - I will surf other people’s design from the Internet and modify 

in order to use it in my homework.
 - I will download design file from the Internet and send it to my 

friends.
 - I will hesitate to download from other people’s blog even if 

I like the design.

Design copyright 
education

1. Degree of recognition of copyright system

Choi et al. 
(2006)

Jeong(2011)

5 point 
Likert-scale

2. Degree of recognition of help of copyright related education
3. Degree of recognition of need of copyright related education
4. Intention for future copyright education
5. Expected contents for future copyright education
6. Expected format of copyright educa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ade, age,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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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using fashion counterfeit

Category n %

Experience on buying fashion counterfeit
Yes  92 46.0

No 108 54.0

Category of counterfeit purchase

Bag  38 41.3

Shoes   9  9.8

Cloth  21 22.8

Accessories  20 21.7

Others   4  4.3

Awareness of purchasing fashion counterfeit 
Yes  75 81.5

No  17 18.5

Number of purchases of fashion counterfeit

Once  21 22.8

Twice  38 41.3

Three times  27 29.3

More than 4 times   6  6.5

Price range of fashion counterfeit purchase 

Under 100,000 won  33 35.9

100,000-under 200,000 won  41 44.6

200,000-under 300,000 won  12 13.0

300,000-under 400,000 won   5  5.4

More than 400,000 won   1  1.1

Satisfaction of fashion counterfeit purchase

Not satisfied at all   2  2.2

Not satisfied   7  7.6

Average  46 50.0

Satisfied  32 34.8

Very satisfied   5  5.4

Number of time using other people’s design on school 
homework without revealing source of the design 

Yes 167 83.5

No  33 16.5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

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Experience related to copyright education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에서 보여지듯이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동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

다(50.5%). 디자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85.0%)고 응답하

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학

생들이 필요하다(70.0%)고 하였으며,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94.0%이 대학생들이 참여의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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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perception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fashion copyright education

Category Mean S.D t p

Cognitive domain
Before education 2.21 .68

3.014** .004
After education 3.89 .57

Value domain
Before education 3.01 .59

2.954** .002
After education 3.94 .75

Practical domain
Before education 2.05 .64

3.648*** .000
After education 4.14 .45

Total
Before education 2.44 .81

3.474** .003
After education 4.01 .64

** p<.01, *** p<.001

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

야 할 내용으로는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67.0%),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용하는 방법’ 
(55.5%),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47.5%), 
‘디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44.4%)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복수응답 가능). 디자인권 교육 참여시 바라는 

교육형태를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37.0%), ‘무료 인터넷 강좌’(22.0%), ‘전문가의 특

별강연’(18.0%) 순으로 나타났다.

Ⅴ. Conclusion

오늘날 패션산업에서 디자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

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국

내 의류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

이다. ‘패션디자인’과 ‘디자인권’을 함께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적 분쟁양상 파악, 
디자인 법적 보호 수단의 비교․분석 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패션전공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패션시장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패션시

장에 진출할 인재들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학생

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의류, 액세서리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제품 구입횟수는 2회, 3회 순

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매가격은 10만원~2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셋째,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도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디자

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

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

였으며,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94.0%이 대

학생들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

용하는 방법’,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 
‘디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수응답 가능). 디자인권 교육 참여시 바라는 교육

형태로는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 ‘무료 인터넷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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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ence related to copyright education

Category Answers n %

Recognition of copyright education system

Don’t know at all  2   1.0

Don’t know  99  49.5

Average  78  39.0

Know pretty well  20  10.0

Know very well   1   0.5

Total 200 100.0

Copyright education was helpful 

Not helpful at all   1   0.5

Not helpful   5   2.5

Average  24  12.0

Pretty helpful 101  50.5

Very helpful  69  34.5

Total 200 100.0

Need for copyright education

Don’t need at all   1   0.5

Don’t need   3   1.5

Average  56  28.0

Pretty needful  87  43.5

Very needful  53  26.5

Total 200 100.0

Intention for future copyright education

No  12   6.0

Yes 188  94.0

Total 200 100.0

Expected format of copyright education

Include as a school subject  74  37.0

After school activity  25  12.5

Professional special lecture  36  18.0

Seminar with copyright organization  12   6.0

Television program broadcast   9   4.5

Free course via Internet  44  22.0

Total 200 100.0

Expected contents for future copyright 
education(multiple answers allowed)

Design related copyright categories  88  44.0

Learn about copyright law  33  16.5

Learn how to avoid prejudicing others’ 
copyright design  95  47.5

Learn how to protect my own design 134  67.0

How to apply copyright knowledge in 
fashion company 111  55.5

Learn about why students should study 
design copyright  5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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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전문가의 특별강연’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많은 패션전공대학생

들이 패션복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매시 

이를 복제품임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및 복제품 관련 인식의 부재 및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재 패션전공 관련 교과과정에 이에 대한 교과목을 다

루는 대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실시 전후 대학생들의 디자

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유의미한 차이 및 각 영역 평균점수의 증가는 디자인

권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해준다. 즉, 디자인권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저작물의 종류, 불법복제의 문제, 본
인의 디자인권 보호, 디자인권 침해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왜 국

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디자인권이 왜 창작자들에

게 중요한 권리가 되는지 외에도 본인이 타인의 디자

인을 도용하면 안된다는 디자인권 관련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디자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지식향상 및 가치관의 성립에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자인권 교

육 후 실천적 영역의 급격한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향후 패션기업에 진출할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진출했을 때에도 이를 업

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인

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용하는 방법,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 디
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디자인권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거나, 무료 

인터넷 강좌를 대학 측에서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개설

하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룬 주제를 패션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훌륭한 디자인 실력을 가지고 있더

라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윤
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

고 보호해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

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 및 

태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도입된 디자인권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

문에 실제로 장기간 디자인권 교육에 학생들이 노출

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도입한 후의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그쳤으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를 학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실

제적인 교육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패션 전공의 특성상 기본적인 이론 수업도 중요

하지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과

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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