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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린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다. 어머님이 신

Colors(색감), 그리고 Materials(자재)가 그것이다. 상
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분쟁에서도 전문가의 역할

문을 읽으면서 해 주시던 여러 교훈 가운데 하나였

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케이스 결과

다. 어릴 적엔 그저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항

가 바뀌곤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다. 어

상 때가 묻어 있는 배꼽이 배보다 크다는 것이 말도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문제다. 상표 소송이나 저작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만화책을 읽을 때 어이

권 소송에서 성공적인 원고는 실제 피해와 침해자의

없어 웃는 것처럼 배꼽을 잡고 뒹굴었던 기억이 있

이기남 변호사

이익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

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어 소송을 하면서 이 속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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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공정한 시장가치를 보상해 주는 액수다. 성

럼 맞는 표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

공적인 원고는 침해자의 총수익을 조사해 침해에 기

다. 물론 소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분쟁

인한 수익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전문가가 조

이 생기면 누가 옳은지는 제3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

사해 의견을 낸다.

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시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항상 비용과 가치의 균형

간, 열정을 감안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을 맞춰야 한다. 비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진짜 배보

나올 수 있다.

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굳이 소송

상표나 저작권 논쟁을 보자. 상표등록의 경우 새

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

로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비즈니스 관계를 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

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년간의 노력이

고려되는 요소들은 제품의 관련성, 상표의 유사성,

필요하다. 그러므로 분쟁의 첫 징후가 있을 때 당사

외관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 의미의 유사성, 소비

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의 결과를 신중히

자의 혼동 가능성 등이다. 당연히 한쪽은 혼란스럽

고려해야 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비즈니스 관계

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소

라도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단절되기 마련이기 때문

송이 진행된다. 슬픈 사실이지만 자본이 많고 더 많

이다. 따라서 분쟁 해결의 우선 순위를 이해하는 변

이 지출할 준비가 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

호사를 선정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옵션

냐하면 위의 요소들을 증빙하기 위해선 전문가로 구

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 결정이 될 수 있다.

성된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피고인의 입장도 비슷하다.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화

의견을 받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적게는 2만

가 나고, 어이없고, 억울하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

5000달러에서 추가 조사나 여행경비까지 더해지면
5만 달러를 쉽게 넘어간다.

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했음을 느끼도
록 하고 싶은 마음은 양쪽 다 같을 것이다. 합의를

저작권 소송도 비슷하다.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

하면 왠지 잘못을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저작물의 구성요소를 침해하는지를 검토하는 것

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소송에서는 이런 감

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류산업에선 패턴(pattern)

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에 대한 소송이 많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필요하다. 무엇보다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빠른 합

은 다섯 가지다. Subject matter(주제), Shapes(모

의는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양), Arrangement of representations(구성물 배치),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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