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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많은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을 진행 중에 있다. 과

거에는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갔다면 이제는 투자, 서비스무역 등 다양

한 방면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진출 분야가 나타나거나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기 위해 관계 기관 등과 보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국제거래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분야를 들 수 있는데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준특허

는 기업에게 로열티 수입을 줄 수 있어 기업 수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 LG 등만 해도 표준특허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표준특허를 경쟁적으로 확보

하여 기술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증대시키다 보니 이로 인한 특허 침해 분쟁 역시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다른 이들의 특허를 취득하여 위

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 역시 과거에 비해 그 중

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순수 예술적 요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되어 실용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되면서 기업 경쟁력에

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오늘날 기업들에게 디자인은 기업뿐만 아니

라 제품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

서 보다 더 큰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디자인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디자인 침해에 따른 법적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을

비롯한 디자인권자가 디자인 모방 등 권리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하였으며 이

로 인해 특허권 분쟁, 상표권 분쟁 다음으로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1)

디자인보호와 관련해서 몇몇 논문을 살펴보면, 우선 한지영(2014)2)은 무대 디자인과 관

련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호 방안으로서 무대저작물이라는 신

개념 도입과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처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재경

1) 특허청, “국제IP동향소송사례분석”,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09, p.9.

2) 한지영, “무대 디자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 제55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pp.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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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은 패션산업에서 분쟁해결 제도로서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것

과 특히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중재제도의 적합성을 강조하였다. 즉 패션산업의 인터넷상

분쟁이 복잡하고 빠르며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재가 적합하다고 제시하였고

ODR의 도입과 기관 간에 제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현우(2014)4)는 미술, 사

진, 디자인 등 이미지 분야에 저작권을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미지

저작권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이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김택주(200

8)5)는 디자인권의 침해 유형과 손해배상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시

하면서 디자인권 침해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분쟁처리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거나 건축

이나 산업디자인 등 몇몇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상, 포장, 광고, 출판 등 시각정보와 관련된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여러 분야에 걸쳐

실무적으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시각정보디자인의 보호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재제도가 적합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

구가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실무자들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시각정보디자인 개관

1. 시각정보디자인의 개념 및 배경

오늘날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정보와 직면하고 있다. Martin Hilbert 교수에 따르면 1986년 한사람이 하루에 노출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보의 양은 40여개 신문에 기록된 정보의 양과 유사하며 이는 2000년대

후반 174개 신문 정보로까지 증가했다고 한다.6)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는 더욱 많은

3) 이재경, “패션산업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적합성-패션산업의 중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 제25

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 pp.87-105.

4) 남현우, “이미지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 제15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4, pp.233-247.

5) 김택주,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법학연구 , 제49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p.151-181.

6) Krum, Randy, Cool Inforgraphics: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date visualization and design, John Wiley &

Sons, Inc, 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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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공되지 않고 뒤엉켜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에 의해 야기되는 혼란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시각정보디자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7) 하지만 현재 약 750

여명의 시각디자이너들이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산업에서 시각정보디자인은 시각디자인과도 명칭이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시각디자인은 광고디자인, C.I.디자인, 편집디자인, 포장디자인의 영역을

포괄하며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한 시각전달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으로서 그

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이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이라는 명칭과

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8)

디자인이란 여러 요소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치 실현하는 것으로 조형 활동에 대한 기

획을 의미한다.9)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적 흐름과 함께 발전하고 있

으며 다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경제 및 경영학 분야

와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성을 내재한 디자인

은 총 51단계로 계층 구분이 가능하다.10) 51단계의 디자인 계층 구조는 크게 디자인의 철

학과 미학 및 이론에 관한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 방법론이나 이슈 및 경영 등에 관한

‘디자인기반연구’, 그리고 산업, 시각정보, 환경, 공예, 패션/섬유의 하부분야로 전문화시킨

‘디자인응용연구’로 분류된다. 그 중 시각정보디자인은 ‘디자인응용연구’ 분야로 시각정보

처리(브랜드 아이덴티티), 출판 및 편집디자인(타이포그래피), 광고디자인, 포장디자인, 영

상디자인의 연구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기반연구’에서도 컴퓨터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 컨텐츠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디자인 데이터 베이스(DB)로 세분화시

킨 디지털디자인 연구영역이 있고 그 중 인터렉션디자인 분야가 계층구조에서 정보디자인

을 포함11)시키고 있지만 이때 인터렉션디자인 속 정보디자인은 컴퓨터와 디지털 환경 안

에만 존재하는 정보에 관한 것으로 시각정보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12) 즉, 정보디자인은

‘디자인기반연구’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며 시각정보디자인은 단방향적 기계

기술 컨텐츠인 시각디자인에 지적기술 디지털 컨텐츠인 정보디자인이 포함된 것이다.13)

특히 최근 들어 시각정보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타 디자인응용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7) Banu Inanc Uyan Dur., “Data visualization and infographics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ducation at the

age of information”,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Vol. 3, No. 5. 2014, p.40.

8) 정봉금,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시각디자인 교육시스템 연구”, 디자인학연구 , 제16권 제3호, 한국디자인학회,

2003, p.344.

9) 이재경, “응용미술품의 저작권법적인 보호”, 비교사법 , 제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p.584.

10) 김종덕, “한국 디자인학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디자인학연구 , 제17권 제4호, 한국디자인학회, 2004,

p.163.

11) 상게논문, p.163.

12) 양승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인터렉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 제14호,

한국디자인학회, 1996, p.196.

13) 조동성, 디자인이론, 디자인경영, 경영디자인 ,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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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단방향적 기계기술 컨텐츠인 디지털이 시각디자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4)

현재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공학 등의 타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주제 역시 정책, 경영, 디자인지식재산법, UX, UI, Trend 연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15) 하지만 실용적인 면과 결합된 디자인은 아직까지 학문적 체계(system)로서 정립시

킬 수 있는 틀이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디자인의 다학제적 특성

과 디자인이 가지는 이론과 실습의 양면성, 조형 중심의 디자인 교육 때문일 것이다.16)

이렇듯 학문적으로 디자인의 체계성이 타 학문에 비해 빈약한 상태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하에 진화되고 분화된 시각정보디자인 산업은 개인이 시각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닌 주체자로 활동함으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것은 새롭고 진보

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디자인의 도용 및 표절 등 저

작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야기하였다.

인간은 문자나 말로 옮겨지는 정보보다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영구

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17) 특히 디지털이 많은 부분을 주도하는 시각적 환경에서는 인간

상호간의 정보나 지식, 감정 등의 흐름이 빠르게 소통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앞

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방법도 광범위해 질 것이다.

2. 시각정보디자인의 유형

‘디자인응용연구’분야에서 시각정보디자인은 영상디자인,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출판

및 편집디자인, 시각정보처리의 5가지 연구영역으로 세분화된다.18)

첫째, 영상은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시·지각, 인상, 재현 등의 개념이며 영상디자인은

디지털미디어를 표현매체로 하여 방송영상 및 필름과 디지털미디어(Film and Digital

Media)를 함축한다.19)

둘째, 포장디자인은 제품과 자원을 보호, 보존 및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의 신뢰,

역량, 성과 등을 전달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20)

14) 김종덕, 전게논문, pp.164-165.

15) UX란 User Experience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 및 회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총체

적 경험이고 , UI는 User Interface의 줄임말로 사람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접촉하는 매개체

이며, Trend는 경향, 동향, 유행 등의 뜻을 가진다.

16) 고은희, “디자인학의 체계성 확립을 위한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 제23권 제7호, 한국디자

인학회, 2010, p.77.

17) Banu Inanc Uyan Dur., op. cit, p.40.

18) 김종덕, 전게논문, p.163.

19) 정봉금, 김종덕,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디지털 영상디자인 교육시스템 연구”, 디자인학연구 , 제17권 제2호,

한국디자인학회, 2004, p.454.

20) 김주훈,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패키지디자인”, 정보디자인학연구 , 제13권, 한국정보디자인학회, 2009,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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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광고는 매체를 통해 주체자가 수용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

하는 것이며 광고디자인은 수용자가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광고를 해

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21)

넷째, 출판 및 편집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포괄하는 영역이다.22) 편집디자

인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가시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으로 서체, 크기, 자간, 행간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중요한 상황과 시각 이미지로서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이다.23)

다섯째, 시각정보처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는 영역으로 브랜드가 소비자에

게 전달하거나 보여 지기를 원하는 상징적 연상 및 이미지로 심벌, 로고 등의 브랜드 요

소들이 소비자에게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감성적 경험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디자인되

어야 한다.24)

그러나 시각정보디자인의 영역이 디지털의 영향으로 현재 디바이스에 따른 인터렉션 디

자인에서도 정보의 구조 및 편집이 중요시 되는 바 앞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정보의 표현 영역으로 분쟁 유형이 다각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앞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시각정보디자인 분쟁 형태 및 보호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시각정보디자인의 유형별 분쟁 발생 가능성과 이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시각정보디자인의 5가지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분

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각정보디자인 분쟁 형태

(1) 영상디자인 관련 분쟁

영상디자인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사례는 가수 아이유의 앨범 ‘챗-셔(CHAT-SHIRE)’

속 ‘제제(ZeZe)’ 티저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제제(ZeZe)’ 티저 디자인은 2010년 발매된 Angela

21) 이다영, “기호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광고디자인 교육 사례연구”, 한국디자인포럼 , 제47권, 한국디자인트렌

드학회, 2015, p.481.

22) 김종덕, 전게논문, p.163.

23) 임헌혁, 최재혁,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과서 편집디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

구 , 제13권 제3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3, pp.258-259.

24) 손주현, 안소연, 박진숙, “기호작용으로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발생가능한 대상체와 해석체의

소통오류”, 디자인학연구 , 제25권 제1호, 한국디자인학회, 2012,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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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er와 Ithyle Griffiths의 ‘로스트 씽스(Lost Things)’ 영상과 흡사하여 유투브 채널 ’표절헌

터‘에 게재되었으며 모델의 시선과 자세 및 소녀를 나무로 형상화한 컨셉, 그리고 머리카락

을 나뭇잎으로 형상화하여 라임 등의 사물들이 매달려 있는 형태를 취한 것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바 있다.25) 본 사례는 아직 법적인 분쟁으로 옮겨 가지는 않았으나

표절 의혹이 일반인들에 의해 공론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사례로 디자이너의 경험

과 감성이 개입되는 창의적 영역을 상업화 시킬 때 어느 부분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지 저작

권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많음을 보여준다.

(2) 포장디자인 관련 분쟁

포장디자인 관련 최근의 분쟁 사례로 미국의 차 전문기업 ‘타바론(Tavalon)’과 대만계

차 기업인 ‘공차’의 상품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들 수 있다. 현재 ‘공차’ 코

리아가 출시한 ‘베리에-티(Varie-tea)’ 제품 디자인이 ‘타바론’의 ‘티 테이스터 세트’의 외

관 디자인 및 패키지 칸 및 마감 선까지 동일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어 분쟁이 된 사례이

다. ‘타바론’ 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한 국내 디자인 업체 측은 표절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며

‘공차’ 코리아측은 디자인 도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26)

(3) 광고디자인 관련 분쟁

광고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사례로 ‘201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삶의

지혜’란 작품을 들 수 있다. ‘삶의 지혜’는 노인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입 부분에 국내

포탈사이트 ‘네이버’ 검색 입력창을 합성한 디자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제작된 유엔여

성(UN Women) 양성평등 캠페인 광고가 검색창의 위치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의 크랍핑

(Cropping) 방식과 유사해 표절 논란이 제기되었다.27) 주목할 점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반인들에 의해 표절 논란이 일게 되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

공익광고제를 주최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재심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뜻

을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까지 논란이 된 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 향후 유

사한 대회 등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주최 측에서 어떠한 근거에 따라 표절이 아닌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

시하지 않아 여전히 표절 문제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25) 박현택, “아이유 신곡 ‘제제’, 선정성 놀란 이어 ‘티저 표절’의혹”, 일간스포츠, 2015.11.5.자, 접속일 2016.1. 7,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012003&cloc=

26) 손일선, “타바론vs공차 디자인도용 공방”, 매일경제, 2015.8.16.자, 접속일 2016.1.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86468

27) 유원정, “아이디어 베끼기? 공익광고제 은상 수상작 표절 논란”, CBS노컷뉴스, 2013.11.20.자, 접속일 2016.1. 7,

http://www.nocutnews.co.kr/news/11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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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 및 편집디자인 관련 분쟁

출판 및 편집디자인 관련 분쟁사례로 롯데마트의 ‘통큰서체’를 들 수 있다. 2011년 ‘통

큰서체’를 상표 출원한 롯데마트는 현재 서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

로 홈페이지에서 본 글꼴을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마트

가 2013년 3월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전단지에 이 서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문

제가 되었다. 의혹의 핵심은 이마트 연신내점에서 제작한 전단 디자인 ‘신선식품 일자별

통큰 세일’ 문구 중 ‘통큰‘이라는 단어가 롯데마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가 될 수 있

는 ’통큰 서체‘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본사측은 지점별 전단 제작에 본

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28) 하지만 서체 하나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독점 사용권을 얻은 서체 및 비슷한 서체

의 느낌까지도 상업적 용도로 쓰일 경우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며 이를 잘못 도용할 경우

기업 브랜드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자신들이 개발한 한글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인천지역 학교 등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주장하

는 일이 발생하였다.29) 윤디자인에 따르면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를 일선학교에서 가정통

신문이나 학교 내 게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 왔기에 저작권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글자체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글씨체를 다운로드 받기까지 유료란 안

내도 없이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

식 역시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5) 시각정보처리 관련 분쟁

시각정보처리에 관한 최근의 분쟁 사례로 2020년 도쿄올림픽 앰블럼 표절시비를 들 수

있다. 내용은 벨기에의 ‘스튜디오 데비’사 올리비에 도비 대표가 자신이 2013년 제작한

라에쥬 극장의 로고와 2020년 도쿄올림픽 앰블럼이 매우 흡사하여 앰블럼 사용금지 가처

분 소송을 낸 것이다.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앰블럼이 전세계의 상표등

록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앰블럼 디자인 원안까지 타이포그라

피 디자이너 얀 치홀트의 전시회 포스터와 유사하다는 시비에 걸리게 되자 결국 일본 올

림픽 조직위원회는 앰블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례다.30)

28) 권태성, “유통업계는 지금 ’표절 논란‘중”, 이투데이, 2013.3.27.자, 접속일 2016.1. 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9617

29) 박준철, “글자체 무단 사용 인천 79개 학교 소송 예고‘, 경향신문, 2015.12.29.자, 접속일 2016.1.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1739391&code=620104

30) 이재훈, “2020년 도쿄올림픽 앰블럼 표절 시비에 결국 폐기 결정”, 스포츠조선, 2015.9.1.자, 접속일 2016.1. 7,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9010100011480000340&servicedate=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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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정보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인간이 외부를 인지하는 감각은 83%가 시각을 통한 것이고 10%는 청각, 4%는 후각,

2%는 촉각, 그리고 1%가 미각으로서 시각은 그만큼 중요하다.31) 그러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닌 여러 감각들의 지각에 따른 인지적 특성이 개입하는 것으

로 그 자체를 시각적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32)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에도 이를 받아들

이는 수용자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기술적, 객관적일 수만은 없으며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디자인을 지각함에 있어서 개인의 감성적 경험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시각적 표현의 유사성을 표절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원작의 시각적 이미지

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때 부정적 시각에서는 표절이나 도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인용이나 차용, 패러디(parody), 패스티쉬(pastiche)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33) 즉,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화 및 교육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시각적 이미지

도 개개인이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표절이나 도용

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힘든 이유도 디자인이 기술적 만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수용자에 대한 감성적 접근 방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하게 표현된

디자인에 반응하는 수용자들의 시·지각적 인지가 다르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표현의 유사성으로 객관화하여 표절로 판정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해질 수 있다.

시각정보디자인은 1900년도에 시작된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적 이념을 수용하면서 시

대적 흐름에 따른 상업화, 전문화, 기업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기술적 확장과 미디어

의 집중, 환경의 다양함 속에 진화된 형태로 보다 세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시

각적 정보를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좀 더 명확한 규범과 보호가 필요하며 이것은 디자이

너 및 이미지를 만들고 가공하는 모든 주체자들이 감성적 표현을 시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크게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으로, 작게는 타인의 영향을 받

으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이미지 생산의 주체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시각적으로 표절이나 도용의 시비에 묶이지 않아야 지속성 있는 유기적 디자인으

로의 발전이 가능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정의

하고 이를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규정하고 있다.34)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많은 분야에

서 시각정보디자인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각정보디자인의 영역이

31) 이미용, 조열, “형태인지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연상에 의한 윤곽선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9. p.372.

32) Rudolf Arnheim,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469.

33) 윤민희, “현대 시각 디자인에서 표절시비에 대한 재고”, 디자인학연구집 , 제6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0,

p.147-153.

34)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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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들을 보호하기란 쉽지가 않다.

앞에서 살펴 본 시각정보디자인의 5가지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더라

도 이들 전체를 통틀어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창작물은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을 표현해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결국 디자인이 얼마나 독자

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가 창작성 인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35)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작가 자신의 정신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해 주고 있

다. 예를 들어 가수 이승환의 무대장치를 그룹 컨츄리꼬꼬가 공연에 그대로 사용하여 무

대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이승환이 원통형 게이트의 크기 및

위치, 색상, 재질 등을 직접 설계 및 도안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36)

따라서 영상디자인에서의 표현을 모방했다거나 포장디자인 및 광고디자인에서 표절 시

비가 발생했다면 저작자의 창의성과 감정 등의 표현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 보

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서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의 영상

및 광고디자인 분쟁 사례에서와 같이 대중에 의해 표절 의혹이 공론화 되었을 경우에도

투명하게 표절과 유사성 인정 기준을 세워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시각정보디

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포괄 방식과 개별 방식에 따른 다양한 보호방안과 개인 및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방안까지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표절 행위 등에 따른 권리 침해가 간접적으로 발생된 경우, 즉 침해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직접적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야 할 것이다.37)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분쟁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35) 한지영, 전게논문, p.305.

36) 상게논문, pp.309-310.

37) 김택주, 전게논문,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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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재 적합성과 활용방안

1. 중재 적합성

앞 장에서는 시각정보디자인의 분쟁 유형과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는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이자 국가적으로도 서비스무역과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 장에서는 시각정보디자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중재제도가 시각정보디자인 분야

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비공개성

디자인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의 제품과 관

련하여 디자인 모방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8) 특히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나 제품일수록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제작에 있어서도 기업의 특성과 연관

된 고유영역과 창의적 영역 등 관련된 영업 비밀까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고나 시각정보처리 등 시각정보디자인의 경우 특히 창의성이 주요 요소이기 때문

에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분쟁 자체의 외부 공개를 매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분쟁 자체를 피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등 외부 노출은 물론이고 기업비밀까지 어느 정도 공개될 위험을 감수할 수밖

에 없다.39)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보다는 중재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일반적인 중재기관들은 해당 중재규칙을 통해 비공개 조항을 두고 있어 분쟁 당

사자들을 포함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 비

밀을 중요시 여긴다면 중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분

야에서도 중재제도 활용을 선호하고 있다. 직업 특성 상 언론 공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들 분야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38)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국내 ADR기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p.176.

39)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 제21권 제2호, 한

국중재학회, 201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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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되거나 중재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중재의 비공개성은 디자인과 같이 창의성에 대

한 모방, 표절에 따른 분쟁해결에 당사자 보호 입장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전문성

앞에서 살펴본 시각정보디자인의 분쟁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사안들

을 보더라도 시각적 이미지의 표절이나 도용 등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침해 여부를 법리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중재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

을 맡긴다면 경험자의 판단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당사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법리적 판단에 있어 가장 전문

가라고 할 수 있는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판단 받기

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상, 포장, 광고, 편집 디자인 등처럼 예술적 측면이 결합

되어 다양한 표현방법들과 합쳐진 구조로 산업화되어 나타난 경우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즉 분쟁 당사자들의 행위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영상, 포장, 광고 등의 시각정보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의 근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여러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

을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의 사업성이 국내·외에서 급속

히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신규중재인으로 위촉한 바 있다.40)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

연계성이 강한 시각정보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을 서둘러 중재인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3) 신속성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3심제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

송의 경우 3심까지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기업과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

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41) 그러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단심제이기 때문에

40) 이재경, 전게논문, p.96.

41) 상게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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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사중

재원의 경우 국내중재의 경우 약 5개월 정도, 국제중재의 경우 약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앞의 시각정보디자인의 세부 유형인 영상, 포장, 광고, 출판, 시각정보처리 등은 실무에

서 시간적 효용성을 분명 가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해결시점이 상당한 의미를 차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유행하는 제품을 해당 시기가 끝나기 전 최대한 팔아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유사한 제품이 비슷한 포장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재를 선호할 수 있어 시각

정보디자인 분야에서 중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4) 탄력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각정보디자인 분쟁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분쟁과는 달리 저

작권 침해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분쟁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를 엄격히 따지는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전문적 요소가 가미된 디자인분쟁에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오

히려 해당 분쟁에 맞는 사적 절차와 다양한 방식으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재를 활

용할 경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와 더불어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것과 달리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합의로서

반드시 금전적 보상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3) 즉 시

각정보디자인과 연관된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로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게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면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경제성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해당 기업들은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 비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

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 변호사 고용과 법원에 장기간 재판을 받는 과

정에서 발생할 비용적 문제로 소송절차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

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면 조정을 통한 합의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신속한 분쟁해결로 비용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심 재판만 비교해 보아도 10~60% 사이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42)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출처: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1_02.jsp?sNum=0&dNum=0&pageNum=1&subNum=1&mi_code=arbi_01_02)

43)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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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중재를 중심으로 한 ADR제도의 활용

은 분명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44) 특히 최근 ADR 관련 기관들은

온라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장거리 이동이나

관련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요소를 고

려해 본다면 ADR, 특히 중재 효용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중재 활용방안

앞에서는 시각정보디자인의 여러 가지 유형별 분쟁 사례 및 분야 특성에 맞는 분쟁해

결 방안으로서 중재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자인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중

재가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자

인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본 장에서는 중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표성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 육성

법원을 제외하고 현재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해 주는 전문기관은 사건의 복잡성

과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 상거래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의 부재는 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부

족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전문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디자

인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위원

으로 위촉하여 관련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2012~2015년 처리건수가 연평균 2건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45) 또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중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이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는 있지만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전체 접수사건

가운데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6) 이는 디자인 관련 분쟁이 적기

때문보다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과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디자인분쟁을 해결해 줄 전문기관의 효과적 운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분쟁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ADR 기관들의 업무적 협력관계를 보다 높여 나갈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재의

44) 이재경, 전게논문, p.97.

45) 김영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조정처리 연간 2건 미만” 이데일리, 2015.10.4.일자 기사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1603926609529640&DCD=A00306&OutLnkChk=Y).

46) 대한상사중재원 사건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3-2014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전체사건의 5% 정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건분양에서 있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claim/1020?sNum=5&dNum=1&mi_code=claim&cl_cls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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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디자인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탑재

시키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엔터테인

먼트와 스포츠분야에 있어서 분쟁해결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신규 중

재인으로 위촉한 상태이며 관련된 분야 세미나와 포럼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중재제도 활

용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분쟁에 있어서도 중재원에

서 여러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관련 ADR 기관들과 연계하여 분쟁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게 만든다면 전문성을 겸비한 중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중재인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이들에게 있어 생소한 중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재 교육을 병행하여 전문가들의 중재인 활동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전문중재인 양성과정 역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위촉과 교육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신규 중재인으로 위촉해 나간다면 새로운

영역 확장에 따른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에 대한 중재제도 역시 계속해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재인 위촉에 있어서 5가지 영역에 따른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

위촉 역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디자인 분쟁이 국내만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가능

성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인 위촉 및 교육 역시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 등

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디자인분쟁의 경우 그 시기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져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분쟁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중재의 경우 법원보다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절차적으로 지

연될 소지가 분명 있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역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송과 차별화된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

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한 많은 국제중재기관들이 절차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신속절

차 규정을 두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디자인 분쟁의 경우 신속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별도의 적용규칙을 마련한다면 분명 분야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재

판정이 신속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분쟁당사자 입장에서도 중재를

선택할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중재제도의 저변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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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시각정보디자인의 유형별 분쟁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각각

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에 의한 표절

시비로 해당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유사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공동개발에 따른 침해 및 직·간접 침해에 따른 구분 역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 및 법률지식 등 역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갖추어 실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관별 업무 협조 및 연계 교육과정 수립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협회나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고 하여도 우선은 실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관련 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온라

인으로 기관들 간 링크를 공유하거나 오프라인으로 함께 세미나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서 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자 제작 또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간단한 홍보용

자료 정도만 제작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자료집을 통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

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사례들, 그리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실무자들이 쉽

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된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47)

또한 디자인이 연결되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는 만큼 대학 교육에서도 디자인 관련 계약

과 분쟁 관련 내용을 강의해 나간다면 앞으로 사회로 나올 대학생들에게 사전에 인지시켜

줄 수 있어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계약의 중요성 및 디자인 보호까지 가능할 것이다.

V. 결 론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한 시각정보디자인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다른 산업들과 연계되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관련 분쟁 역시 앞으로 증가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확장되는 영역들에 비해 해당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호제도는 충분

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해결이

47) 남현우, 전게논문,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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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아 보인다. 시각정보디자인의 5가지 세부 분야를 보더라도 각각의 영역이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분쟁해결방안

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그 중에서도 중재

제도는 시각정보디자인 분쟁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중

재의 비공개성으로 기업 디자인을 보호하고 기업 고유 영역에 대한 외부 노출을 삼갈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중재를 진행하

기 때문에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이해를 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 본연의 특성에 따른 절차 신속성과 경제성으로

영세한 기업체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당사자들 간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소송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분쟁해결에

중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각정보디자인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 활용은 실무자

들을 위한 보호는 물론 분야 자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중재는 어렵고 먼 이야기처

럼 들릴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대표성을 가지는

전문기관과 활동할 전문가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분야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할 것과 그들에게 지속적인 중재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절차 마련은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 기관들 사이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대학교육에서 관련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영상, 포장, 광고, 출판 및 편집, 시각정보처리 등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함하고 있

는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연결되는 산업은

증가할 것이고 국내는 물론 국외 비즈니스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산업이 보

다 안정적 환경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호방안 역시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각정보디자인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 활용 연구는 매우 의미 있

다고 판단되며 향후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희망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의 영향으로 다양해진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인터렉션 디자인에서도

시각적 정보의 구조 및 편집이 중요시 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기반의 시각적 정보 표현

영역으로 분쟁 유형을 다각화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디자인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산업과 학문으로 유기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렇게 진화된 디자인은 목적에 따라 디자인 하부분야로, 또는 타 학문과 융합하여 그 범위

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가 시각정보디자인을 포함한 통합적 디자인에서의 분쟁 유

형을 밝히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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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tection of Visual Information Design by Arbitration

Sung-Ryong Kim

In-Kyung Kim

The importance of design is emphasized in many industries. It began to earn recognition

as part of industry rather than the arts. In particular, utilization of visual information design

including moving images, packaging, advertisement, publication, editorial an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is higher than others in the design field. However, disput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also increasing as it became known.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consider and establish an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the

design industry. In this view, arbitration will be a suitable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in

visual information design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confidentiality, professionalism,

efficiency, economy and flexibility. However, Arbitration system is not well known to the

people who work in this industry. Thus, in order to aggressively advertise the arbitration

system,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to appoint design experts as new arbitrator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Next, an arbitration institution needs to prepare the

new and expediting rules with design field characterization. Finally, it has to plan to

cooperate with all of the institutions and schools concerned.

Key Words : Visual Information Design, Moving Image Design, Package Design, Advertisement

Design, Publication and Editorial Desig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Arbi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