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春节/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春节联欢晚会(chūnjié liánhuān wǎnhuì/춘지에 리엔환 완휘)라는 수시간 

짜리의 전통 깊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설 친목 만찬회’ 

정도 되겠네요.  

중국에서도 새해에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新年快乐” 

(xīnniánkuàilè/씬 니엔 콰이 르어)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와 

제7조입니다.  

 

6、权利要求书有两项以上权利要求的，权利人应当在起诉状中载明具体的权利要求。起

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应当要求权利人明确；经释明，权利人在一审法庭辩论终结

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驳回起诉。 

 



7、权利人主张以从属权利要求确定保护范围的，应当以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术

特征及其直接或间接引用的权利要求记载的技术特征，一并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 

 

해석: 

 

 6. 권리요구서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석명하였으나 권리자가 1 심 변론종결 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재정으로 소를 박회할 수 있다.  

 

7. 권리자가 종속청구항으로 확정되는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 종속청구항에 

기재된 부가기술특징 및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로 확정해야 한다. 

 

 

살펴보면, 제6조는 소장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제7조는 종속항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규정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어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제6조의 “驳回”(bóhuí/보회)입니다. 이게 간체자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번체자로 표현하면 “駁回”이고, 한국어로는 “박회”라고 읽힙니다. 한국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표현을 모두 “驳回”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 전리국이 발부한 아래와 같은 거절결정 

통지서 익숙하시지요? 중간에 굵은 글씨로 찍힌 “驳回决定“은 ‘거절결정’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도 “驳回”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驳回”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经释明，权利人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驳回起诉” 

 

(1) 经(jīng/징): ~를 거치다. 경과하다,  



(2) 释明(shìmíng/스밍): 석명하다. 명확히 풀어 밝히다. 

(3) 权利人(quánlìrén/췐리른): 권리자 

(4) 一审(yìshěn/이션): 1심 

(5) 法庭(fǎtíng/파팅): 법정 

(6) 辩论(biànlùn/삐엔룬): 변론 

(7) 终结(zhōngjié/쫑지에): 종결 

(8) 不予明确(bùyǔ míngquè/뿌위 밍췌): 명확히 하지 않다.  

(9) 裁定(cáidìng/차이딩): 재정하다. 재정 

(10) 起诉(qǐsù/치쑤): 소를 제기하다.  

 

위 문장의 해석 역시 쉽습니다.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되겠네요. 

“在~~~前”은 “~~~이전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명을 거쳤으나,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재정으로 소 제기를 박회할 수 있다”로 

해석되겠죠.  

 

……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기엔 좀 짧은 듯 하여,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년 인사는 앞서 본 것처럼 “新年快乐” 입니다. 하지만, 딸랑 

이 표현 하나만 쓰면 재미 없죠. 그 외 万事如意(wàn shì rú yì/완스루이/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길 바랍니다), 恭喜发财(gōngxǐfācái/꽁씨파차이/부자 되세요), 

身体健康(shēn tǐ jiàn kāng/션티찌엔캉/건강하세요) 등의 표현을 “祝你(zhù nǐ/쭈니/~하길 

바래요)” 뒤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친구는 제게 아래와 같이 새해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在此新春旺年之际，OOO 祝您家庭德牧，生活博美，身健比熊，薪水杜高，嘉友拉多，福寿

腊肠 ，天天雪纳瑞，每每遇贵宾。惊喜像吉娃娃的汪声没完没了，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

找不到！ 

新的一年健健康康，快快乐乐狗年旺旺旺！ 

 

올해가 ‘개의 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쾌하게 만들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창의적인 걸 

보면 이 친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든 이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춘절 연휴 동안 수없이 복제되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해보겠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교육용으로 살짝 활용해 볼까 했으나, 한글로도 

처음 들어보는 개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초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새로운 봄 풍성한 시기에, OOO는 당신의 가정에 덕이 있고, 생활이 

아름다우며, 신체가 곰보다 튼튼하며, 연봉도 올라가…… (중략) ……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OOO 부분에 들어간 친구 이름은 삭제하고 OOO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위 한국어 표현은 다분히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덕이 있다고 해석한 

德牧(démù/더무)는 사실 독일 양치기 견을 의미하고, 아름답다고 해석한 

博美(bómĕi/보메이)는 포메라니안을 의미하며, 곰보다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比熊(bĭxióng/비숑)은 비숑 프리제를, 연봉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의 

杜高(dùgāo/두까오)는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품종의 개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위 새해 

덕담 메시지는 중국어로 만든 언어 유희인 셈이죠.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나는 중국어 문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위에서 博美, 比熊, 杜高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문자를 조합할 때 필요에 따라 가급적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중국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나 기업 명칭을 새롭게 

기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급적 비슷한 발음이 나면서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롯데는 乐天(lètiān/르어티엔/낙천적이다), 까르푸는 

家乐福(jiālèfú/쨔르어푸/가정이 즐겁고 복이 있다), 코카콜라는 可口可乐(kěkǒu 

kělè/크어코우 크어르어/입이 즐겁다)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에 대한 중국어 “네이밍”을 할 때, 신경써서 잘 만들어야 이후 중국 

사업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 친구가 보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吉娃娃(jíwáwa/지와와)는 

치와와를 의미하고, 旺旺旺！(wàngwàngwàng/왕왕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没完没了(méi wán méi liǎo/메이 완 메이 랴오)는 ‘한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 초급용 중요 표현입니다. 一眨眼(yìzhǎyǎn/이자얜)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서, “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는 ‘근심거리는 시베리안 허스키(二哈)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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