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8. 1987년 6월 vs. 1989년 6월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门(3小时纪录片)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骗子，朴槿惠是傻子(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由全国人民代表大会选举。 

有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满四十五周岁的中华人民共和国公民可以被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副主席。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连续任职不得超过

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中华人民共和国(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届(jiè/지에): 회, 기, 차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全国人民代表大会(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任职(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超过(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连续任职不得超过

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届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审判决作出前，权利人所主张的权利要求被专利复审委员会宣告无效，权利人没有及

时变更主张的权利要求的，可以裁定驳回权利人基于该被宣告无效的权利要求的起诉。  

 

  有证据证明专利复审委员会宣告上述权利要求无效的决定被生效的行政判决撤销的，权利

人可以另行起诉。 

 

  权利人另行起诉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送达之日起计算。有证据证明在行政诉讼

期间被诉侵权行为一直在持续的，权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当事人不服一审判决向二审法院提起上诉，在终审判决作出前，一审判决所依据的权利

要求被专利复审委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撤销一审判决，裁定驳回权利人基于该被宣告无

效的权利要求的起诉。但是，有证据证明专利权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决定提起行政诉讼，

在综合考虑在案证据、涉案专利技术难度、被告抗辩理由等因素的情况下，根据当事人的申请，

可以裁定中止二审案件的审理。 



 

  有证据证明专利复审委员会宣告上述权利要求无效的决定被生效的行政判决撤销，权利人

另行起诉的，在没有新的事实的情况下，应当参照原一审判决认定的事实和证据做出判决。 

 

 

해석: 

 

9. 1 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2 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 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 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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