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中国青年网(北京), 2018년 2월 22일 오전 8시 

14분/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判罚持续发酵 引全球网友质疑(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출처: 澎湃新闻(上海), 

2018년 2월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滑联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罚依据图片(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 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 国际滑联官方微博@ISU 国际滑联 2 月 21 日消息，2018 年 2 月 21 日，在 2018 年平昌

奥运会短道速滑女子 3000 米接力 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队被判犯规。国际滑联决定公

布作为裁判判罚依据的图片，并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进行交接时，正在滑行的中国选手骤然从外道变道至内道，阻挡了正在滑行

的韩国选手。 

接力比赛中规定所有参加接力比赛的选手都有可能被判罚犯规。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赛中

的选手在冰面上穿行，阻挡了处在最后冲刺阶段比赛选手的动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中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进行(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选手(xuǎnshǒu/쉔쇼우): 선수 



(8) 骤然(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变道(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阻挡(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从…至…(cóng…zhì…): ~에서 ~로 

 

“在中国队最后一棒进行交接时，正在滑行的中国选手骤然从外道变道至内道，阻挡了正在滑

行的韩国选手。” 

 

‘在…时’는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从(A)至(B)는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从外道变道至内道’에서 중간에 ‘变道’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手’는’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阻挡’의 

목적어입니다. 즉,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术特征是指在权利要求所限定的技术方案中，能够相对独立地执行一定的技术功能、

并能产生相对独立的技术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产品技术方案中，该技术单元一般是产品的

部件和/或部件之间的连接关系。在方法技术方案中，该技术单元一般是方法步骤或者步骤之

间的关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技术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技术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즉,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몇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제1설: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각 부품 및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제2설: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제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제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제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 ‘역방향 

분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각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이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书（2012）民申字第137号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배 부분에 총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개), 어깨(2개), 옆구리(2개), 

복부(1개), 사타구니(2개)의 총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심(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심(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 ‘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각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머리, 배,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개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1심과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9조의 의미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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