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들어가며

중국 모조품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등을
단순히 모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피모조품만큼의 성능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모방품을 생산해 내고 있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8년부터 휴대폰 시장을 필두로 ‘산짜이(山寨)’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면 산짜이 휴대폰의 규모는
4,000만-5,000만 대에 달하고, 중국 저가 휴대폰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휴
대폰 시장점유율은 30% 내외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산짜이(山寨) 현상’은 ‘산짜이 휴대폰(山
寨機)’ 시장의 영향이 확산․변화되어 형성된 산물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유사, 모방의 의미가 있으면 인물, 상호, 음식, TV프로그램,
무기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산짜이(山寨)’라는 단어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산업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산짜이가 하나의 문화이냐 아니면 특정 제품이냐는 문제와 관
련해 공통적으로 형성된 인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풀뿌리성․민간성․오락성․자
발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용어의 발생 초기에 비해 많이 모호해
진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는 산짜이에 대한 정의, 기원, 특징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면서 설문을 통해 산짜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함께 정리해 보
았으며, 산짜이 제품 현황, 지재권 침해사례, 중국 및 각국 정부의 대응, 향후 산
짜이의 전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변화하는 중국 모조품 시장을 우리기업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료
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료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특허청 정덕배 파견
관과 KOTRA 해외투자지원처, 중국 현지 IP Desk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09년 9월
전략사업본부장 박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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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서론

가. 산짜이(山寨) 문화의 기원

산짜이 문화는 2008년부터 중국 매체에서 유행한 모호한 준(準)문화 상태의
용어이다. 구글(GooGle)이 발표한 ‘2008년 중국 검색 키워드 랭킹’에 따르면 산
짜이는 2008년도 중국 인기 검색어 1위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25일 싱가폴
연합조보는 2009년 중국 5대 검색어 랭킹 1위로 산짜이를 선정했다1). 검색엔진
조회결과를 보아도 올 5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짜이(山寨)’ 중문 키워드가 랭킹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구글과 바이두(百度, www.baidu.com)의 검색건
수는 각각 2,620만 건과 3,75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산짜이 문화가 매체와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산짜이 문화는 산짜이 휴대폰의 시장 영향이 점차 확산․이화(異化, 서로 비슷
하거나 같은 사물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가리킴)되어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산짜이 문화의 기원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짜이 제품의
기원과 발전사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 산짜이란 용어는
도적떼들이 집결한 곳으로 정부의 단속을 받지 않는 독립된 ‘소왕국’을 뜻한다.
‘산짜이 휴대폰(山寨機: 산짜이 휴대폰)’이란 용어는 중국에서 전자산업이 가장
발달한 광둥(廣東)성에서 유래하였다. 광둥 방언으로 산짜이는 산촌에 자리잡은
독립적이고 폐쇄된 병영(兵營)을 뜻한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산짜이 휴대폰은
비정규적 수공업 작업장에서 제조된 휴대폰에 대한 별칭으로 광둥성은 휴대폰
산업사슬이 완비되어 수공업 작업장의 휴대폰 조립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여기에 산짜이란 표현이 부여됨은 상기 조립형 휴대폰 제품이 국가 정책의 허
점을 이용한 것에 있다. 산짜이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매우 완벽하여 시장성이
높지만 경제적 이익의 추구하에 제조업체는 갖은 방법을 다해 세금 및 정부가
1) 류루이성(劉瑞生), <’산짜이 문화’에 대한 반성>, 인민일보(人民日報)，2009년 2월 19일,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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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값비싼 검사측정 인증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짜이 휴대폰은 산업관리정책과 국가제품강제인증(3C) 시스템에 포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합법적 판매가 가능한 ‘정규 브랜드’ 제
품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산짜이 휴대폰은 당국의 단
속을 받지 않거나 받으려 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처도 비정기적으로 산짜
이 휴대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시원치 못하다.
산짜이 휴대폰 발전과정은 ‘모조’제품과 동일시되어 왔지만, 빠른 기술적 진보
로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산짜이 휴대폰은 국가 휴대폰 관리감독정책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모조’제품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외에 ‘모방’, ‘다양한
디자인과 조합의 혁신’, ‘서민화’, ‘국산화 브랜드’ 등의 혼합체라고 말할 수 있으
며, 고도의 모방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타 브랜드의 지재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침해라고 해서는 아니된다.
산짜이는 다음과 같이 3개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2)
1) 모방단계

산짜이 휴대폰을 비롯한 산짜이 제품의 시작단계는 모방의 비율이 매우 높았
다. 당시에 산짜이란 용어는 유행어가 아닌 대부분 ‘모조’제품으로 불렸다. 최초
의 모방행위는 OEM(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체에서 시작되었다.
수많은 다국적 유명 브랜드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이전하던 시점에 중국 제
조업 산업사슬도 날마다 완비되면서 선진적 제조능력을 갖춘 다수의 OEM기업
들이 이들 브랜드의 하청업체가 되었다. OEM제도 하의 구매 대리업자들이 단
편적으로 원가절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OEM업체들은 전혀 손익분기점을 실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OEM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불법적인 모조품 생
산의 길을 선택했다. 2001년을 전후로 선전(深圳), 둥관(東莞) 등 도시 외곽의 소
기업들은 휴대폰 등 전자제품 생산을 시작했으며, 그 후 국제적 유명 브랜드를
직접 부착하거나 그 로고를 조금 변경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초래하게 하
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러한 산짜이 제품들은 대부분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었으
2) 다이신(戴鑫), 퉁스란(童詩蘭), ‘산짜이 문화의 중국식 발전모델’, <판매 및 시장-전략편|>, 2009년 4월 5일
호, http://2009.cmmo.cn/article/2009/274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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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단계에서 가격이 저렴한 조립형 산짜이 휴대폰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그 수량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정품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2) 간단한 조립단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히 대만 MEDIATEK(聯發科技)가 자체적으로 MTK 칩
을 개발하였고 게다가 메모리 칩․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제3자 응용 소프트웨어
를 결합하는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해지면서 대량의 민간자본이 산짜이 휴대폰
제조시장에 진출하였다. 이에 힘입어 휴대폰 기술장벽은 무의미해졌고 휴대폰 조
립이 PC 조립보다 더욱 용이해지면서 휴대폰 성능도 뚜렷이 개선되었다.
이 시기의 산짜이 휴대폰은 대부분 여전히 고도 모방방식을 선택하여 유명 브
랜드 휴대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비롯해 브랜드 로고를 약간 변경시키는 고도의
모방 전략을 구사했으나, 더 이상 모방행위로 폭리를 챙기는 방식을 취하지 않
고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농민근로자, 학생 등 저소득층 소비군
발굴에 역점을 두고 판매 대상지역을 주로 현(縣)․향(鄕)․진(鎭) 등의 소도시
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들도 산짜이 휴대폰 구매 시 명품 휴대폰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격이
싸고 디자인이 정교하며 성능이 괜찮은 점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이 단계에서 일부 기업들은 MTK칩을 기초로 한 휴대폰 개발플랫폼을 구축
하여 독자 브랜드의 국산화 휴대폰을 신속히 생산하였다.
3) 시장수요에 부응한 혁신단계

2007년 10월, 9년동안 시행된 휴대폰 라이센스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짜이 휴대
폰은 정규군으로 둔갑하여 ‘블랙 폰(黑手机)’의 오명을 벗게 되었고, 이때부터 산
짜이 휴대폰은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기술이 한걸음 발전함에 따라, 특히 모바일 TV 기술에 힘입어 개성화․다양
화 및 하이스피드화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 출현하면서 대량
의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디자인과 기능의 결합면에서 어느 정도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노령층, 초․중․고등
학생, 외국인, 농민공 등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이 조합된 제품
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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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국가와 지역의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의 산짜이 휴대폰은 대부분 MTK 플랫폼 솔루션을 채용하여 휴대폰의
연구개발 원가를 크게 낮추고 생산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휴대폰
들은 초장시간 대기, 듀얼모드 듀얼카드, 대용량의 TF 확장, 4개의 카메라, 위폐
감별 기능, PSP폰, 내장형 블루투스 이어폰, 내장형 GPS, 아날로그 TV 신호 수
신 등 화려한 휴대폰 기능을 두루 갖추어 소비자 수요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기능을 중요시하고 브랜드 관념이 강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관
련 조사에 의하면 90%의 소비자들은 인공 입력기능을 매우 중시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 스크린의 대형화, 벨소리의 최적화, 입력기능의 인공화, 키보드의 dual
input, 스피커 대공률화의 기능을 골고루 갖춘 산짜이 휴대폰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브랜드 휴대폰은 3C 강제인증을 거쳐야 하는 원인으
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매우 느렸다. (예를 들면, CMMB(China Multimedia
Mobile Broadcasting) TV폰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3))
현재 산짜이 휴대폰의 제조와 판매는 앞에서 설명한 제3단계에 있는 것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산짜이 휴대폰은 디자인 및 상표 면에서 고도의 모방방
식을 채택하여 ‘유명브랜드에 무임승차’ 및 지재권 침해혐의를 받고 있으나, 많
은 부분은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과 결합된 참신성을 구비하고 있다.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의 브랜드 의식은 여전히 미비하며 ‘최단시간 내에 수
익을 창출한 후 신속히 철수’하는 단기적 투기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치
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독자 브랜드를 확보한 일부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산짜이 단계에서 탈피하여 국가 관리감독 시스템에 진입했다. 예를 들면 ‘톈위
(天語)’, ‘진리(金立)’, ‘OPPO’ 등이 중국의 자주 브랜드 휴대폰으로 성장하였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MEDIATEK의 MTK 솔루션은 중국 산짜이 휴대폰의 빠
른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왜냐 MTK 솔루션은 조립방식으로 제
조된 휴대폰 제품의 성능이 저하하는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동 솔루션에
기반해 제조된 산짜이 휴대폰은 국가보안정보시스템망 가입인증(CTA) 및 제품
강제인증(CCC|)에 통과되지 못해도 소비자들은 무난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
에 2007년부터 산짜이 휴대폰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각지 공상행정관리부
처가 비정기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저소득층 고객군으로부터 인기몰
3) ‘공업정보화부, 제1차 모바일TV 망가입 허가증 발급’,
http://www.chinacie.com.cn/News/2009-1-14/633675437535312500.html，2009-5-1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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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함과 동시에 중국 휴대폰시장 점유율이 1/3로 상승했다.4) 이처럼 산짜이
휴대폰은 다국적 브랜드와 기존 중국의 브랜드 휴대폰 판매를 위협하여 Bird
(波導), Amoi(夏新) 등 중국의 전통적 브랜드들을 휴대폰 시장에서 퇴출시켰
다5). 산짜이 휴대폰의 파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만 MEDIATEK(聯發科技) 본사 사진>

산짜이 휴대폰 모델의 영향과 IC기술 고도화에 힘입어 디지털 카메라, 평면
TV, GPS, 노트북 등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기업들도 해당 고부가 전
자제품 제조가 가능해졌다. 산업사슬의 지원이 뒷받침되기만 하면 조립방식으로
만들어진 산짜이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성능과 가격 대비 우위를 바탕으로 저
가 소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법공장에서
조립되었거나 모방된 전자제품들에도 산짜이란 딱지가 붙여졌다. 예를 들면, ‘산
짜이 LCD’, ‘산짜이 카메라’, ‘산짜이 게임기’, ‘산짜이 냉장고’, ‘산짜이 에어컨’,
‘산짜이 노트북’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전에 존재해왔던 기타 소비 영역에서의
각종 모조 제품들도 매체 혹은 대중에 의해 산짜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일례
로 오랫동안 유명 패션 브랜드를 모방해온 산짜이 패션을 비롯해 산짜이 제품
들이 확대되면서 산짜이의 개념도 갈수록 모호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유명인 흉내 내기 쇼(眞
人模仿秀,)’, ‘짓궂은 장난(恶搞, practical joke) 등 인터넷 문화와 서민 문화의 형
4) 뤼빈(吕斌), ‘산짜이 휴대폰의 애증’, <법인>잡지，2008년 12월호, 54페이지.
5) ‘산짜이화 러시’，<판매 및 시장-마케팅편|>，2008년 제9호|(上)，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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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도 산짜이 딱지가 붙여져 산짜이 스타, 산짜이 구정 특집방송(春晩), 산짜이
건축물, 산짜이 백가논단(百家講壇), 산짜이 TV드라마, 산짜이 웹사이트 등이
속출하였다. 특히 각종 언론매체들이 ‘산짜이 구정 특집방송’ 등의 현상을 집중
조명하면서 산짜이는 일종 문화현상으로 누리꾼들의 화젯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학술계와 국외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나. 산짜이 문화의 정의

산짜이 문화는 광의성․다원성․모호성의 특징을 지닌 용어이다.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산짜이의 원초적 의미는 본래부터 모호하며, 그 후 지속된 ‘도입․소
화․흡수’를 바탕으로 재 창조 및 확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갈수록 의견이 분분
해 졌다. 특히 인터넷의 다양화 및 유행화와 함께 산짜이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
었다.
산짜이가 하나의 문화이냐 아니면 특정 제품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통된 인식이 형성된 것이 없으며, 2009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산짜이 문화에 산짜이 제품을 포
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
순수한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산짜이 문화는 특정 역사시기의 문화산물이며,
다원화된 사회의 서민문화에 대한 수용은 산짜이 문화로 하여금 ‘짓궂은 장난’,
‘전복(顚覆)’, 모방, 해체 등 민간오락 방식과 ‘모방’의 낙인이 찍힌 모든 문화행
위를 포함하게 하였다. 풀뿌리성․민간성․오락성․자발성으로 표현되는 산짜
이 문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터넷상의 풀뿌리 문화를 집대성한 셈이다. 이밖
에 산짜이 문화는 순박하고 직설적인 일면이 있다. 즉 경제구조 조정, 사회구조
분화, 문화 수요와 문화 자각성이 증대되는 현대적 문화의 언어환경 속에서 산
짜이 문화는 일상 생활화․통속화의 심미 성향, 긴장한 직장생활의 여가를 오락
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도시인들의 심리적 수요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산짜이 문화는 기원 측면에서 산짜이 제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산짜이
문화가 실물적인 산짜이 제품, 의식형태(이데올로기) 의미의 산짜이 문화를 모두
6) 멍샹닝(孟祥寧), 장야멍(張亞萌), 궈칭젠(郭靑劍), ‘니핑(倪萍), 쉬페이둥(徐沛東), 선완성(申萬勝), 관무춘(關
牧村), 궁한린(巩漢林) 등의 산짜이 문화에 대한 시각’, <중국예술보(中國藝術報>，2009년 3월 10일호 제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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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양자 간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산짜이 문화 및 제품의 특징

산짜이 문화의 특징을 논술하려면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를 구분해야 한
다. 왜냐 하면 양자는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차이점도 있기 때
문이다. 산짜이 제품 중에서 전자제품이 가장 대표적이다.
1) 산짜이 문화의 특징

대표적인 산짜이 문화제품으로는 가짜 저우제룬(周傑倫, 대만 가수), 가짜 저
우화젠(周華健, 대만 가수), 산짜이 구정 특징방송(春晚), 산짜이 건축물 등이 있
으며, 이들은 일반적 산짜이 제품과 비교해 시작단계에 놓인 모호한 문화 현상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a. 모방의 풀뿌리성

산짜이 문화는 이미 공인된 문화현상으로 ‘풀뿌리’ 참여 방식으로 모방이
이뤄진 후 인터넷을 통해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 산짜이 문화는 모방의 특
성상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b. 독창성

문화 모방의 난도가 높은 원인으로 인해 산짜이 문화제품은 모방과정에
완전한 고도 모방이 불가능하며, 대중오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산
짜이 문화는 모방 시 다양한 독창적 요소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c. 오락성

산짜이 문화는 모방 시 유머 요소 혹은 풍자적 요소가 가미되어 엄숙한
문화 내용도 오락 성격을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무지불식간에 트레딩 문화
와 항거하여 트레딩 문화에 대한 조롱, 야유, 해학적 의미를 다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7).
7)천뎬린(陳殿林), <산짜이 문화는 항거와 야유의 산물>, <학술탐구(學術探索>，2009년 제1호 107페이지.
- 13 -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2) 산짜이 전자제품의 특징

대표적 산짜이 제품으로는 휴대폰, MP3(MP4), USB, 평면TV, 노트북(Net
Book),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들 수 있으며, 산짜이 제품
의 발전사는 동 제품이 당초의 ‘모조, 저질’ 제품이 아니라 혼합체가 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산짜이 제품의 특징을 발전과 진화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모방의 다이나믹성

초기에는 고도의 모방, 복제, 모조 브랜드(지재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
준에 달함)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일부 산짜이 제품이 디자
인과 상표 면에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산짜이 제
품들은 이제 콤비네이션 혁신 및 독자 브랜드의 발전모델을 택하고 있다.
b. 혁신도 저하

현재 산짜이 제품에서 구현된 혁신성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아니라 콤
비네이션을 위주로 한 기능의 집대성화, 디자인 다양화에 국한된 것으로 기
술적 혁신이 미비하다. 일례로 산짜이 휴대폰은 MEDIATEK의 MTK칩을
사용하고, 산짜이 노트북(Net Book) 코어칩은 비아텍(Viatach)과 인텔 등이
제공한 칩을 채용했다. 한편 대부분 산짜이 제품의 부품도 합법적으로 구매
한 제품들이기에, 기술적 측면에서 산짜이 제품의 특허권 침해성은 높지 않
은 편이다.
c. 서민화

산짜이 제품은 똑같은 기능을 실현하는데 유명 브랜드에 비해 가격대가
20%-50% 낮으며, 그 소비군은 저소득층이 위주이다.
d. 하이스피드화

산짜이 제품은 디자인 설계와 기능 콤비네이션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 우
선 시뮬레이션 제품은 빠른 속도로 브랜드 제품의 유행 신모델을 따른다.
다음으로 국가 CTA 및 3C 강제인증을 거치지 않기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외에도 콤비네이션 모델 또한 다양하여 브랜드 제품에 비해 업그레
이드 속도가 훨씬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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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 판매루트 다양화

산짜이 제품은 전통적 유통망과 광고효과가 아닌 전자제품 집중형 판매시
장에 의존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TV쇼핑모델을 충분히 활용해 제품을 판매
한다.
f. 당국의 품질 관리감독시스템과 괴리

산짜이 제품은 보편적으로 A/S망이 구축되지 않아 A/S가 미비하며, 당국
의 품질 관리감독이 곤란하다.
g. 시장 수용도 향상, 중국의 특정된 국정 반영

산짜이 제품은 중국에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고객군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성능 대 가격의 비교 우위가 높은 제품들로 대중적 기반이 두
텁다. 이것은 중국의 특정된 국정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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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짜이 문화가 중국에 끼친 영향

가. 중국에 대한 영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非주류, 서민화, 풀뿌리형, 혁신의 대명사인 산짜이는 비
용면에서의 저원가 우위로 주류 브랜드를 모방함과 동시에 기능면에서 혁신적
인 새로운 이미지를 갖춰 현실생활에서 인터넷세계에 진입하였다. 디자인과 기
능면에서 모방을 위주로 한 산짜이 휴대폰과 각종 산짜이 전자제품을 포함한
제조업 영역, 산짜이 스타, 산짜이 노벨상, 산짜이 백가논단(百家講壇), 산짜이
구정 특집방송 등 문화오락 영역에서의 산짜이란 용어는 특정 제품만 대표한
것이 아니라 일종 문화현상으로 발전되었다. 산짜이 문화는 산짜이 현상에 대한
고도의 개괄이자 시장경제하에서 비규범적이고 당국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민간
성․규모성․그룹성 모방(물론 해적판도 포함됨) 및 혁신활동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괄이다.
2008년 12월 2일 중앙TV방송국(CCTV)의 ‘뉴스 네트워크(新聞聯播)’ 컬럼은
“2003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산짜이 휴대폰과 각종 산짜이 제품을 비롯해 산짜이
란 용어가 경제행위에서 일종 사회문화 현상으로 점차 전개되었다”고 보도했
다8). 중앙 TV방송국의 산짜이 문화 에 대한 주목은 산짜이 문화란 신조어가 대
표하는 민간문화가 현상이 당국의 시선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짜이
문화 현상은 중국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국내의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의 역
사적 전통의 영향․블록구조의 문화․방대한 경제 및 문화 규모가 기본 국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나타남에 따라, 산짜이 문화 현상의 출현은 결코 우발적인 것
이 아니며, 변화하는 중국의 사회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산짜이 문화-번영의 신기루인가>, CCTV.com , 200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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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인들의 산짜이 문화에 대한 시각

산짜이가 모방경제 현상에서 유행문화 현상으로 탈바꿈한 원인을 보면 우선적
으로 산짜이가 현대적 제품의 제조․소비 및 시장의 본래 모습이고 문화와 긴밀
히 결합된 것이며, 다음으로 산짜이 문화의 유행은 저가의 소비문화와 현대문화
의 결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산짜이 문화는 현대문화의 반중심․주변화․다중심․해소화․해체화의 핵심
이념과 부합하는 외에도 기생성․투기성․자발성․자립성․유동성․지방화의
특징이 추가되었다.
산짜이는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서민 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하면서 사회에서
생산․소비․시장․지재권․관리 및 법규 등의 분야에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켰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산짜이 가치관의 충돌로 전개되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긍정과 부정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 중 산짜이 문화에 대한 공통적
인식은 산짜이 문화는 非주류 문화이며 기본적으로 내재된 의미는 ‘저원가 모
방’이라는 점이다.
지지론자들은 산짜이 문화는 대중의 지혜가 함축되고 풀뿌리의 창조적 결과물
일 뿐만 아니라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고급브랜드 제품의 독점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짜이 문화의 풀뿌리화 및 서
민화는 대중의 지혜를 발굴하고 서민에게 성능 대 가격비가 높은 제품을 제공하
여 광범위한 대중의 물질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
라는 것이다.9)
지지론자 중의 일부는 산짜이 문화는 대중의 심리에 가장 근접하는 문화현상
으로 모든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
로 보면 제대로 모방을 못하면서 혁신을 논하는 것은 날지도 못하면서 날 생각
을 하는 것으로, 산짜이 문화는 시작점은 비록 낮지만 단편적인 모방은 더 이상
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산짜이 문화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사상을 계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짜이 문화는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모방에서 혁신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주장한다.10)
9) <산짜이 문화와 지재권 보호> 펑샤오칭(馮曉靑), <중국지재권보(中國知識産權報)>, 2009년 2월 13일 제2면.
10) ‘산짜이 문화 초안’, http://swpuxiaobao2009.blog.163.com/blog/static/113809943200931341441855/，2009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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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산짜이 문화를 사실상의 문화적 쇠퇴로 보며 그 핵심을
표절․해적판 및 지재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 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영화배우이자 전국정치협상 위원
인 니핑(倪萍, 여)은 ‘산짜이 문화를 단호하게 반대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산짜이 문화가 창의, 구상, 심지어는 언어까지 표절․약탈하여 창조자의
창조의욕과 경제적 이익을 이중으로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질타했으며, 유명 작
곡가인 쉬페이둥(徐沛東)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도 문화환경 보호 차원에서 산
짜이 문화 범람의 위험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산짜이 문화의 범람은 전통문화의
보호와 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에 법규형식으로 산짜이 문화 가운데 저속한 부분
과 해적판 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산짜이 제품은 기능이 풍부하고 조작이 용이하며 원가가 낮
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상업행위와 문화혁신제품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표절
과 문화를 전복시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지재권에 대한 침해로, 표절과 모방과정에 혁신의 허울을 쓰고 법적 제
재를 비켜가려는 편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A/S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직업윤리에 위배되며,
중국의 법치화 발전을 저해하고 현대문명과 도덕적 양심의 집단적 퇴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산짜이에 대한 인식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모 웹사이트에서1,195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수 선택 설문
조사에 의하면 산짜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관련하여 응답한 비율은 ‘풀뿌
리’(48.28%), ‘복제’(42.68%), ‘개성’(25.77%), ‘모조 브랜드’(32.3%), ‘DIY’(26.19%),
‘저질’(22.85%), ‘혁신’(31.63%), ‘진보적 발전’(17.99%)의 순이었다.12)
중국청년신문사회조사센터(中國靑年報社會調查中心)와 텅쉰왕(騰訊網) 뉴스
센터가 일반인 2,1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38.9%의 조
사대상자들은 산짜이 문화가 ‘풀뿌리 문화’를 구현했다는 점에 찬성했고 39.9%
월

20일 방문.

11) ‘산짜이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http://www.sina.com.cn 2008년 12월 8일, <신민만보(新民晚
報)>

12) 타오신량(陶鑫良), <‘산짜이’의 유행 및 모방에 관한 질변-산짜이 현상 집중조명(5)>,
http://www.sipo.gov.cn/sipo2008/yl/2009/200902/t20090227_442518.html，<지재권보> 발췌, 2009년 5월 10
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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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IY’가 산짜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응답했으며, 29.3%는 ‘개성’이 산짜이 문
화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13). 한편 과반수(56.9%)의 조사대상
자들은 산짜이 문화에 대해 관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의
조사대상자들은 산짜이 문화의 만연을 제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4.1%의
조사대상자들은 ‘모르겠다’는 중립적 응답을 했다. 이외에도 21.8%의 조사대상
자들은 산짜이 문화가 개성 지향을 구현한 것으로 주류문화에 대한 풍자라고
응답했으며, 56.8%의 조사대상자들은 산짜이 문화의 전망을 밝게 보았으며,
23.9%의 조사대상자들은 산짜이 문화의 전망을 어둡게 보았다.14)。
본 과제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기와 비슷한 결과가 반영되어15),
상하이(上海)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TV, 라디오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산짜이
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자들의 산짜이 현상에 대한 첫 인상은 산
짜이 휴대폰, ‘산짜이 악세서리’, ‘산짜이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산짜이 문화 유
행의 주된 원인’으로는 ‘풀뿌리 계층 수요 충족(202명)’, ‘혁신과정에 필연적 현상
(126명)’, ‘법제도의 미비(79명)’, ‘당국의 관리감독 부진(65명)’, ‘기타(23명)’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사대상자는 산짜이 문화를 ‘사회 다원화 발전의 상징
이다’, ‘중국인의 우매를 대표한다’, ‘중국 국정에 부합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문화’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55.2%의 조사대상자들은 산짜이 제품 및 산
짜이 문화를 과도적 산물로 보면서 나중에 도태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의
조사대상자들만이 점차 주류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13) 샤오수난(肖舒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산짜이’>,
http://www.cyol.net/zqb/content/200809/18/content_2362091.htm，2009년 5월 10일 방문.
14) 샤오수난(肖舒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산짜이’>,
http://www.cyol.net/zqb/content/200809/18/content_2362091.htm，2009년 5월 10일 방문.
15) 상하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7개 장소를 선정해 ‘산짜이’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합계 319부의 유효 설문지
(보고서 첨부파일 1 참조)를 접수했다. 일례로 상하이 대학교 3개 소(100여 부), 상하이시 수자후이(徐家匯)
구 전자타운(50여 부), 상하이시 루완(盧灣)구 화이하이루(淮海路) 고급 오피스텔 구역(50여 부), 상하이시
난징루(南京路) 보행가(50여 부), 상하이 남부 기차역(50여 부) 등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319명 가운데 남성
과 여성은 각각 138명과 181명이었다. 그 중 19-26세 연령대 인수는 216명,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118명,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자는 123명, 월소득 1,000-3,000위엔인 인수는 99명으로 최다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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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정부 및 각계 전문가의 산짜이 문화에 대한 시각

1) 중국정부
a. 중앙정부(국가지식산권국) : 혁신장려, 지재권 침해 반대

2009년 2월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에서 개최된 전국 지식산권국 국
장 회의에서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양성만보(羊城晚報) 기
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 지도부도 산짜이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현재 국가지식산권국은 만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짜이 러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짜이 현상은 존재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산짜이 현상을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산짜이 행위는 국가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재권 측면에서의 산짜이 문화와 ‘산짜이 현상’을 분석해보면, 혁신적인 행
위는 장려 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16) 이어 톈 국장은 “산짜이 현상을 대
함에 있어서 첫째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둘째로 정확하게 인도해야 한다. 가
장 근본적인 방법은 창조․지식․타인의 지적 노동 성과물을 존중함과 동시
에 자주적인 혁신을 권장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모방과 모조에 집념하고 또
이를 좋은 행위로 간주하여 홍보한다면 국가가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
가, 혁신지향적 문화, 혁신적 정신의 고양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사회에서는 ‘서민들은 삶의 수준이 높지 못해 정품 제품을 살 능
력이 없으며, 해적판을 많이 사용해야만 지식을 보급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톈 국장은 “우리는 학습
과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 산짜이 행위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러한 견해와
인식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지재권을 사용
하면 우선 관련 법률에 저촉되며, 이는 윤리 혹은 시장의 문제가 아닌 법률
위반의 문제이다. 중국은 법치 국가이기에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절대로 허
용될 수 없다. 둘째, 산짜이의 개념에는 일부 혁신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
16) <국가지식산권국: 산짜이 문화 집중조명, 혁신을 권장하지만 지재권 침해는 반대>,
http://www.chinanews.com.cn/cj/cyzh/news/2009/04-21/1655950.s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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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짜이란 개념으로 상기 현상을 표현함은 일부 긍정적 요인을 간과한
것이다. 일례로 혁신과 시장인데, 이 모두는 합리적인 것들로서 혁신을 통해
제품의 원가를 낮추어 판로에 부합하는 서민들도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
들어내야 한다. 이래야만 서민들의 환영을 받고 시장도 더욱 번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17)
b. 지방정부(河南省 지식산권국): 산짜이 문화반대, 지재권 침해 신고전화
개설

2009년 5월 6일 궈민성(郭民生) 허난(河南)성 지식산권국 국장은 허난 성
정부 사이트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허난성 지재권 전략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는 해적판․산짜이 제품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해적판 제
품과 산짜이 제품은 타인의 창조물을 모방하여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혁신형 허난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적판․지재권 침해
행위 및 산짜이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혁신을 권장해야만, 양호한 사회
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각자의 창조의욕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재권 침해 신고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c. 각 부처: 불법 산짜이 제품 단속 강화

시과솽(西瓜霜)이 포함된 동일한 제품이 하나는 약품으로 하나는 건강보조
식품으로 심지어 일반 식품으로 모두 약방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칫하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물건을 잘못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18) 2008년 12월 17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
監督管理局)은 ‘약품 소매기업의 경영행위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
一步规范药品零售企业经营行为的通知, 國食藥監稽 [2008]739號)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약 소매업체들은 동 통지에 따라 허가 증
빙서류․제품검사합격 증명서․약품명칭․제조기업 및 제조공장주소 등에
대한 중문표기가 없는 제품들은 판매할 수 없으며, 약품의 포장이 비슷하고
특정 약품과 동명 또는 명칭이 비슷하고 주요 치료기능(약효)을 과대포장
17) ‘국가지식산권국: 산짜이 문화 불반대, 국가 지도부 매우 주목’
http://www.shanzhaiji.cn/opinion/20090206/7317.html，2009년 5월 10방문.
18) 천제치(陳潔琪), <’산짜이약’ 올해부터 약방서 판매 금지>, <금화일보(金華日報)>, 2009년 1월 8일，제D0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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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약품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각계 전문가

중국의 수많은 지재권 전문가, 사회학자, 민속학자, 연예계 인사, 경제학자, 마
케팅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산짜이 관련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짜이 문
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산짜이 현상에 대한 지지
론과 반대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변증법과 발전의 시각으로 산짜이 문
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들의 주요견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산짜이에 대한 개념 미확정 상태

상하이대학(上海大學)의 지재권 전문가인 타오신량(陶鑫良) 교수는 “산짜
이는 모호하고 동적인 상태의 유행어에 지나지 않는다. 산짜이는 엄격한 법
률용어도 표준적인 전문용어도 아니며, 분명한 사실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19)
b. 산짜이 문화는 풀뿌리 문화로서 대중이 스스로 즐기는 오락에 불과

관무춘(關牧村)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은 “산짜이 문화는 특정 의미에서
대중적인 자체 오락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적인 태도로 이
를 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서예가인 선완성(申萬勝)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도 “주류문화를 고상한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산짜이 문화는 촌스러운 예
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짜이 문화는 높은 통속성과 대중친화적인
특성과 더불어 일반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가인 두쯔링(杜
滋齡)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민간오락 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
다”고 지적했다.20) 역시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유명한 사회자인 니핑
(倪萍)도 “산짜이 버전의 ‘백가논단(百家講壇)’과 산짜이 구정 특집방송은 대
19) 타오신량(陶鑫良)， <‘산짜이’의 유행 및 그 모방에 대한 질변-산짜이 현상 집중조명>(5),
http://www.sipo.gov.cn/sipo2008/yl/2009/200902/t20090227_442518.html，<지재권보>에서 발췌. 2009년 5월
10일 방문.
20) <산짜이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멍샹닝(孟祥寧), 장야멍(張亞萌), 궈칭젠(郭靑劍), <중국예술보 (中國藝術
報)>, 2009년 3월 10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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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일종의 의사표현방식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민간 예술을 권장해야 한
다. 그러나 이는 모방․‘짓궂은 장난’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산짜이 문화
를 주류문화로 대한다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라고 지적했다.21)
리순더(李順德)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산짜이 문화를 간단
하게 산짜이 제품 또는 ‘표절 해적판’의 대명사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확실
히 일부 산짜이 문화제품은 지재권 침해 또는 위법혐의가 있지만 이는 산짜
이 문화의 주류가 아니다. 산짜이 문화를 서민문화, 민간문화, 풀뿌리 문화
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22)
c. 산짜이 문화는 문화 다원화 추세에 대한 당연한 귀결

바이예(白燁)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산짜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발전․과도 및 역량 비축의 단계에 놓여 있다. 민간문화 역량의
형성과 발전은 전반적인 사회문화 생활이 상호 협조하여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및 상징이다. 이러한 의의에서 본다면, 산짜이 문
화는 폐해보다 이점이 더 많다. 이는 중국사회가 30년의 개혁과 발전을 거
쳐 문화적 공간이 확대되고 포용성도 명백히 강화되었으며, 다원화 문화구
조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짜이 문화는 우리가 문화 현황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키고 서로에게 다가가며 상호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주류와
체제 등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하여 분야별 및 계층별 사회문화의 선순환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2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안후이(安徽)성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소장
인 쳰녠쑨(錢念孫) 안후이성 작가협회 부회장도 “어떤 면에서 산짜이 문화
는 그래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독특한 시각에 기반해 창작 혹은
편집한 산짜이 제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제품에 대
하여 깊은 반성을 하게 한다. 이는 우리의 문화예술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24)
21) <산짜이 문화에 관한 니핑(倪萍)의 제안, 논란 빚어>, “산짜이 문화 압살이 아닌 표절행위 반대를 제안했
을 뿐”, http://news.xinhuanet.com/ent/2009-03/06/content_10952882.htm，2009년 5월 10일 방문.
22) 리순더(李順德)，<’산짜이 현상’으로 유발된 반성-산짜이 현상 집중조명>(1)>,
http://www.sipo.gov.cn/sipo2008/yl/2009/200902/t20090216_440898.html，<지재권보>서 발췌, 2009년 5월
10일 방문.
23) <산짜이 문화 종횡담>，<사회과학포럼>，2009년 2월호(上)，56페이지.
24) <산짜이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멍샹닝(孟祥寧), 장야멍(張亞萌), 궈칭젠(郭靑劍), <중국예술보 (中國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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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산짜이 문화는 反권위․反독점 및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전복과 파괴성
을 구비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장핑(張平) 베이징대학 법학원 교수는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산짜이 문화의 이면에는 심각한 비이성적 유
전자가 감춰져있다. 산짜이 문화의 유행은 기존의 대중문화의 부흥과 결합
되어 유행하고 있고, 反권위, 反독점, 反엘리트적인 서민화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회질서에 대하여 강렬한 전복성과 파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짜이 문화와 ‘산짜이 정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법률적 한계
선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산짜이 문화는 허용하되 법률
적 한계를 뛰어넘는 위법행위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짜이 정신’을
합법화하여 각종 산짜이 행위를 정당하고 정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는 정신과 현실 간의 법칙을 혼동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反권위, 反독점,
反엘리트, 풀뿌리식 의 긍정적 측면에 산짜이 문화를 관련 부처와 협력하
여 계속해 고취해야 한다. 즉 찌꺼기를 버리고 정수를 취해야만’ 산짜이 문
화가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25)
e. 산짜이 문화는 희극식의 모방예술이며 주류문화에 대한 풍자 ․ 야유 ․ 해학

타오둥펑(陶東風) 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 교수는 “산짜이 문화는 약
자들의 개그식 모방예술에 지나지 않는다. 산짜이 문화는 일반적 의미의 모
방이 아니다. 일반적 의미의 모방은 상대방을 벤치마킹 및 스터디의 본보기
로 하고 스터디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개그식 모방은 모방대상의
전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산짜이 문화의 급진적 의미는 주로 대화의 등급
과 언어질서의 전복과 해소로 구현된다.26) 인문학자인 천뎬린(陳殿林)도 산
짜이 문화가 주류문화에 대한 풍자․야유․해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27)
報)>, 2009년 3월 10일 제4면.
25) 장핑(張平)，<’산짜이 현상’으로 인한 지재권 미스터리 해소-산짜이 현상 집중조명>(4),
http://www.sipo.gov.cn/sipo2008/yl/2009/200902/t20090223_441910.html，<지재권보>서 발췌，2009년 5월
10일 방문.
26) 타오둥펑(陶東風)，<산짜이 문화는 약자의 개그식 모방>,
http://wh.peoplexz.com/15408/20090329144543.htm，2009년 5월 10일 방문. <신경보(新京報)서 발췌，2009
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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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경제 ․ 문화 ․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짜이 문화를 반대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산짜이 문화에 의존해 주류문화를
진흥시키고 국가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독주를 마셔 갈증을 해소 하
는 격’이라며, 산짜이 문화의 만연을 수수방관할 경우 경제․문화․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조성하는 등 만회할 수 없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이들은 해적판이 난무하는 국가는 양호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도 강대해질 수 없으며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
고 정상적 문화와 무역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를 배제하고 국민경제를 진흥시키고, 외국의 성숙된 기술을 모방해 기
술력을 향상시키며, 주류문화를 전복시킨 문화로 자국 문화를 번영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28)
g. 변증법적으로 산짜이 문화를 대해야

사회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아이쥔(艾君)은 산짜이 현상을 시장경제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면서, 민간에서 일컫는 산짜이 문화를
민간의 지혜와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의 시작단계에
처한 중국의 입장에서 변증법적으로 ‘산짜이 현상’의 사회적 의의를 분석하
면 ‘산짜이 현상’의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므로, ‘산짜이 문화 현상’을 대함에 있어서 ‘과학적 발전관’의 계도 하
에 찌꺼기를 버리고 정수를 취하며 관용 및 비판적 자세로 흡수하고 소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특정 문화를 완전히 찬미하는 것은 문화를 대하
는 과학적 태도와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아고립과 우매의 표현이며, 특정 문
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도 문화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와 분석이
아니며 교조주의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29)

27) 천뎬린(陳殿林), <산짜이 문화는 항거와 야유의 산물>, <학술탐구(學術探索>，2009년 제1호 107페이지.
28)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산짜이 문화>, 자오징(趙靜), 자오하이옌(趙海燕), <법정내외(法庭内外)>，2009년
2월호
29) 아이쥔(艾君)，<’산짜이 문화’는 민간의 지혜와 혁신의 산물>, http://www.ccmedu.com/bbs12_84656.htm
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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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짜이 제품 현황

가. 산짜이 제품 종류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산짜이 제품으로는 주로 휴대폰, MP3(MP4), USB,
평면TV, 노트북(Net Book), 디지털 카메라, 산짜이 게임기, 냉장고, 에어컨, 자
동차 등 전자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는 주로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
여 산짜이 휴대폰, 산짜이 노트북, 산짜이 디지털카메라, 산짜이 평면TV, 산짜이
MP3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산짜이 휴대폰

중국에서 국가 정보시스템 망 가입인증(CTA) 및 강제제품인증(CCC) 관리감
독시스템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보화공업부로부터 망 가입 허가증을 받지 못한
조립형 휴대폰은 원칙상 모두 산짜이 휴대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휴대폰들은
정규적인 검사측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중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체인점 형
태의 A/S를 제공할 수 없으며, 포장에 표시된 제조공장 및 연락전화도 모두 위
조된 것이다. 특히 브랜드 휴대폰을 고도로 모방하는 제조사의 경우가 더욱 그
러하다. 하지만 일부 산짜이 휴대폰 제조사들도 독자 브랜드 확보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리(金立, Gionee), 톈위(天語, K-touch), 둬푸다(多
普達, Dopod) 등은 정보화공업부의 휴대폰 인증시스템에 납입되어 산짜이 제품
의 딱지를 벗어 던지고 토종 휴대폰 브랜드로 거듭났다. 해당 휴대폰들은 여전
히 MediaTek의 MTK 칩 및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R&D 및
설계 기지를 세웠다. 예를 들면, K-touch 브랜드 생산자인 톈위랑퉁(天宇朗通)
은 베이징시 퉁저우구 중관춘하이테크단지(北京市 通州區 中關村科技園)에 광
전기 일체화 산업기지를 세웠다. 기지 공장건물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로 각종
검사측정 설비를 구비하여30)，베이징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중국 휴대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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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판정나 있다. 정규 브랜드 자격을 따낸 상기 토종 휴대폰 브랜드들은 이제
더 이상 산짜이 휴대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은 산짜이 휴대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각종 매체의 기사내용에 따르면 현재 80%이상의 산짜이 휴대폰은 모두 산짜
이 전자제품의 발원지이자 중국 최대의 ‘블랙폰’ 집산지인 선전(深圳)시 화창베
이 (華强北)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선전의 휴대
폰 제조업체 수는 2년 전에만 해도 약 140개, 관련 종합 솔루션 개발업체 36개,
메인보드 개발업체 140개, 디자인 설계업체 50개, 블루투스(Bluetooth) 제조업체
수는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 유통경로의 경우 선전에는
국가급 총판250개, 성(省)급 총판 1,260-1,300개, 시스템 무역업체 20개, 휴대폰
매장 100개, 소매업자 150개, 물류 하청기업 150개에 달했다. 이처럼 산짜이 전
자제품은 분업이 명확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고효율적인 불법 산업사슬을 형성
하여 R&D, 제조, 판매 루트가 완비되어 있다.31)
산짜이 휴대폰이 인기를 얻게 된 주된 이유는 가격이 저렴(정규 제품 가격의
10%-30%)하기 때문이었으며, 주요 소비군은 저소득층 또는 농촌 소비자들이었
다.32) 산짜이 휴대폰이 제품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정규 휴대폰은 제조 전에 정보화공업부의 검사측정을 받아야 한다.
2008년 가격기준에 따르면 특정 기종의 휴대폰 정보통신 시스템망 가입 검사측
정료는 20만-30만 위엔이고 검사측정을 완료하는데 50일 안팎이 소요된다. 그러
나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상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
제품 개발 및 광고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브
랜드 업체에 비해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33) 또한 산짜이 휴대폰은 MTK칩
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 프로세스가 매우 간단하다. 동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재료 준비, 휴대폰 소프트웨어 전기회로 용접, 휴대폰 소프트웨어 설치, 휴대폰
30) http://www.k-touch.cn/，2009년 5월 10일 방문.
31) 리옌(立岩), <’산짜이 전자제품’ 우세, 브랜드 업체 반성 필요>，<과기일보(科技日報)>，2008년 6월 18
일，제10면.
32) <청도일보(靑島日報)>에 따르면 ‘산짜이 휴대폰’은 청양(城陽), 지모(即墨), 라이시(萊西) 등 지역에서 히트
를 치면서 판매량이 도심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짐. ‘산짜이 휴대폰’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능이
강대하여 농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음.
저자: 류전싱(劉振興), <산짜이 전자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청도일보>,
2008년 7월 19일，제7면.
33) 라이사오펀(賴少芬), 장쉬(張旭), 천펑(陳鵬), <’산짜이 휴대폰 중국 시장점유율 30% 육박>, <중국현대기업
보(中國現代企業報)>，2009년 1월 20일 B1면。
- 27 -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본체 조립, 휴대폰 성능 테스트 등의 5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34) 그 중 재료는
주로 칩, 케이스, 배터리, 카메라 등이 포함되며, 해당 재료는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소모 이론에 따라 특허 침해 행위에도 속하지 않
는다.

<휴대폰 조립현장>

<휴대폰 테스트>

34) <산짜이 전자제품의 성장사-제작프로세스 몰카>,
http://www.tamamade.com/ji/html/niubishanzhaiji/2009/0415/61.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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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 휴대폰 조립현장>

<산짜이 휴대폰 검사측정 현장>

인터넷상으로 산짜이 휴대폰 사진과 관련 기사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산짜
이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모방 휴대폰과 개성화 휴대폰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35) 고도의 모방 휴대폰은 지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나, 개성화 휴
대폰은 디자인의 독특성 및 조합의 혁신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
는 사례가 적다.
35) 산짜이 휴대폰에 관한 아래의 상황은 주로 산짜이지왕(산짜이機網, http://www.shanzhaiji.cn)과 타 웹사이
트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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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도의 모방 휴대폰

고도의 모방 휴대폰은 주로 디자인, 스타팅 인터페이스, 메뉴얼 설치에서
고도로 브랜드 휴대폰을 모방하거나 똑같은 상표와 로고를 사용 또는 상표
와 로고를 조금 변경시킨 것이다. 이러한 휴대폰들은 모두 관련 브랜드 휴
대폰의 디자인과 상표(로고)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hone 디자인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36)>

<iphone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Hiphone 시리즈(영문수출버전 Hiphone169)37)>

36)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4/1142.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37)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4/1081.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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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hone은 26개 나라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록킹이 되지 않
아 아시아는 물론 유럽, 세계 대다수 국가(지역)에서 자체적 SIM카드를
Hiphone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삼성Anycall휴대폰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 i980(판매가격은 700위엔임)

<삼성 W629 백작(伯爵)휴대폰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 Anycoll

38) http://www.shanzhaiji.cn/labs/20090221/7620.html，2009-5-10访问
39) http://www.shanzhaiji.cn/mobile/20080427/2540.html，2009-5-10访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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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IA 8600D luna를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좌측 제품이 노키아 정품)

<노키아 E88를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41)>

40)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86.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41) http://www.shanzhaiji.cn/news/20090519/11047.html，2009년 5월 2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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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KM380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42)>

<애플의 ipod 디자인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43)>

42) http://www.shanzhaiji.cn/mobile/20080826/4454.html，2009-5-25访问
43) http://www.shanzhaiji.cn/mobile/20090526/11179.html，2009년 5월 2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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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2폰 HTC Magic 디자인을 모방한 산짜이 휴대폰(판매가격은 700위엔)44)>

b. 개성화 산짜이 휴대폰

44) http://www.shanzhaiji.cn/mobile/20090524/11150.html，2009년 5월 2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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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watch 손목시계 휴대폰, 산짜이 휴대폰의 혁신성이 돋보임45)>

45) http://www.shanzhaiji.cn/mobile/20080407/2066.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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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블루투스 손목시계 휴대폰 M70046)>

<아날로그 TV신호 접수가 가능한 TV폰 KTECH K890

46)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83.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47)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66.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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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디자인의 휴대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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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감별 기능과 고배율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폰49)>

48)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4/1165.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49)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4/1164.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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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로켓 휴대폰50)>

<미니형 휴대폰51)>

50)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4/1150.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51)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95.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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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휴대폰52)>

<부처님(佛緣) 휴대폰53)>

52)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95_6.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53)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95_10.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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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스크린 휴대폰54)>

<여학생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는 Hello Kitty휴대폰55)>

54)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602.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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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형 듀얼스크린 휴대폰(GPS기능 포함)56)>

55)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601.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56) http://www.shanzhaiji.cn/labs/20080213/588.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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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디자인의 휴대폰(디지털Re-Reading과 스터디 사전 기능 포함)57)>

<워터큐브(水立方, Water Cube) 디자인의 휴대폰(올림픽특수용)58)>

57) http://www.shanzhaiji.cn/mobile/20080326/1881.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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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짜이 노트북(Net Book)

산짜이 노트북(일명 Net Book)은 산짜이 휴대폰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산짜
이 제품이다. Net Book은 인텔 Atom 프로세서를 사용한 무선 인터넷접속 장비
로 인터넷접속, 이메일과 인스턴트 정보(IM) 발수신 등 기능 외에도 스트림미디
어와 음악을 버퍼링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59)
현재 시중에서는 Viatech의 Nano 프로세서를 채용한 Net Book이 유통되고 있
다. 이른바 ‘Net Book’은 기능이 불완전한 노트북으로 ‘인터넷 접속’이 핵심적 애
플리케이션이며, Wi-Fi무선광대역은 Net Book의 핵심기능이다. 그러나 중국의
Wi-Fi 무선광대역 접속환경은 완전하지 못해 유저 주변에 Wi-Fi서비스가 없으
면 ‘Net Book’은 무의미해진다. 산짜이 Net Book과 더불어 또 다른 산짜이 전자
제품 UMPC가 출현했는데, UMPC는 ‘울트라 모바일 PC(Ultra-Mobile PC)’의 축
약명으로 Laptop PC의 성능, Pocket PC의 부피에 해당되는 PC를 뜻한다.60)

<다양한 종류의 산짜이 노트북>

58) <올림픽 특별 불허제품-워터큐브 산짜이 휴대폰 탄생!>,
http://news.xinhuanet.com/it/2008-07/15/content_8547073.htm，2009년 5월 10일 방문.
59) <선전의 산짜이 전자제품 소비재에 관한 조사연구>，
http://www.shanzhaibenben.com/fun/shanzhaiyoumo/200904/774.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6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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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 노트북은 산짜이 휴대폰과 달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것이 아닌 독자
적 브랜드를 지닌 제품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지 않으며,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고 기술 집약도가 높지 않아 오로지 저렴한 가격대에 의존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다.
일반 Net Book에 사용되는 인텔Atom 프로세서의 단가는 보통 60달러 안팎으
로 하드웨어와 본체 등 부품까지 합치면 Net Book의 단가는 1,300-1,400위엔에
달하고, Net Book의 단가도 1,800위엔 안팎이다. 61) 이는 Net Book 산업사슬 위
에 놓인 제조업체, 대리상, 소매상들의 총 이윤이 고작 500위엔 정도임을 의미한
다. 한편 Net Book은 산짜이 휴대폰과 비교해 MTK와 같은 고집적도 개발플랫
폼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경쟁 속에서 산짜이 Net Book의 ‘비장의 카드’로 불리
는 가격우위는 중국 3G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직면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빅3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Net
Book을 3G 데이터서비스 체험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제품으로, 3G서비스를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 빅3 통신사업자들은 이러
한 인식 하에 Net Book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Net Book우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휴렛 팩커드(HP), 델(Dell), 레노보
(Lenovo, 聯想) 등 PC 메이커들로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산짜이 Net Book의
가격우위는 크게 상쇄되었다.
62)

<精美笔记本(세련된 디자인의 노트북)，低价笔记本(저가 노트북)， 上网本(넷북)，
本本(Books 혹은 Papers)， 山寨本本(산짜이Books)>

61) “산짜이 제조업체, 산짜이Net Book의 폭리시대는 이젠 물건너 갔다’,
http://www.shanzhaibenben.com/Article/changjiazixun /200905/1942.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62) http://www.shanzhaibenben.com/Photo/index.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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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짜이 평면TV

디지163닷컴(網易數碼, digi.163.com) 기자가 실시한 광저우(廣州)시 하이인
(海印) 중고시장의 조사에 의하면, 산짜이 평면TV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구비
하고 있었다.63) 즉 상표와 기타 로고가 없지만 디자인이 정교했으며, 크기는
32-50인치가 위주로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그 중 주류 크기는 32인치 고화질
LCD-TV의 단가가 2,800-3,200위엔(동급의 32인치 고화질 PDP 단가는 2,600위
엔 미만)이며, 46인치 LCD-TV 최저 단가는 5,000위엔(동급의 42인치 PDP 단가
는 3,600위엔)이었다. 정규운영 중인 대형 매장에서의 화려한 동영상 시연과 달
리 모든 점포에서는 유선TV 신호와 DVD 접속만이 가능했으며 고화질 신호의
접속을 시연하는 점포는 전무했다. 이는 산짜이 평면TV이 신호처리 능력의 한
계와 연관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산짜이 평면TV는 화질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저가격대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에 단가가 높고 브랜드 인지도
를 중요시하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필수적인 보증이 결핍되어 판매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짜이 평면TV는 아직 주류 소비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시작단
계에 있지만, 다국적 브랜드 평면TV의 대 중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63) < 2,800위엔 파격적 가격대의 32인치 산짜이 평면TV 등장!>,
http://tech.163.com/digi/08/0718/09/4H4FH30E001618VK.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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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짜이 카메라

산짜이 카메라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에서 히트를 친 산짜이 제품이었다. 산
짜이 카메라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산짜이지왕(山寨機網)에 의
하면 대다수 산짜이 카메라는 500만 화소의 CMOS 감광소자를 사용한 외에도
Difference Value기술을 사용하여 화소를 1,200만으로 높였으나, 일반적으로
Zooming능력과 진동방지 기능이 없어 브랜드 카메라와 비교해 품질이 크게 떨
어졌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닷컴(淘寶網, www.taobao.com)에서
저가 카메라제품을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산짜이 카메라 광고가 나타나며,
제품의 단가는 300-500위엔으로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등 시장에서는 별로 판
매되지 않지만 타오바오닷컴의 판매기록을 보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산짜이
카메라는 가격 경쟁의 우위로 현(縣)․향(鄕)․진(鎭)의 3-4급 도시의 소비자들
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다수의 제품 내역서에는 “해당 제품은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브랜드 제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간단한 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64)

64) http://www.shanzhaiji.cn/mobile/20090318/8974.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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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 멀티미디어 카메라(타오바오닷컴의 판매가격 269위엔)>

<수중 촬영이 가능한 산짜이 카메라(방수용 케이스 장착, 타오바오닷컴 판매가격 420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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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짜이Mp3/Mp4

산짜이 Mp3와 Mp4가 시장에 나온지는 여러해가 된다. 주로 애플의 ipod 디자
인과 ipod nano의 디자인을 고도로 모방한 MP3의 가격대는 100-200위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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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산짜이‘탱크’65)>

<농용 삼륜차로 개량한 산짜이‘자동차’66)>

65) http://www.shanzhaiji.cn/talk/20090526/11187.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66) http://www.shanzhaiji.cn/opinion/20080722/3826.html，2009년 5월 1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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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집대성한‘최강의 산짜이 제품 대집합’67)(전부 지재권 침해 혐의가 있음)>

67) 최신 사진: 사상 최강의 산짜이 제품 대집합>,
http://free.21cn.com/forum/bbsMessageList.act?bbsThreadId=2431345，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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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구정 특집방송(春晚)’68)>

68) http://www.ccstv.net/，2009년 5월 28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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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냐오차오(鳥巢: 새둥지)’69)>

69) <산짜이 “냐오차오(鳥巢), 인터넷에서 극성 부려>,
http://news.163.com/08/0729/09/4I0Q5TUA00011229.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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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짜이‘저우화젠(周華健)’인 저우화안(周華銨)>
(사진 출처: GooGle사진검색 기능을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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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와 산짜이ipod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짜이 ‘저우제룬(周傑倫)’인 저우잔츠(周展翅)>

나. 산짜이 제품의 유통경로 및 경영모델
1) 산짜이 제품의 유통경로

가격이 저렴하고 정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짜이 제품은 주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전자 및 의류제품의 집산지인 도소매시장 또는
인터넷으로 산짜이 전자제품과 산짜이 의류가 판매되며, 산짜이 영화는 보통 노
점상과 거리의 점포상을 통해 유통된다. 본 과제팀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짜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84명 가운데 23명이 백화점 또는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으며, 32명이 전자제품 도소매시장
에서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인터넷, 노점과 점포, 기타 루트를 통해 산짜
이 전자제품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26명, 18명, 4명이었다.
산짜이 제품의 경우 백화점과 전자제품 전매점 및 도소매시장, 인터넷, 노점과
점포, 기타 루트를 통해 구매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13명, 24명, 21
명, 27명, 4명이었다.
산짜이 의류 및 장신구의 경우 백화점, 인터넷, 노점과 점포, 의류도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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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루트를 통해 구매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18명, 24명, 25명, 27
명, 4명이었다.
광둥(廣東), 저장(浙江), 장쑤(江蘇), 푸젠(福建), 산둥(山東), 상하이(上海), 기
타 지역이 산짜이 제품의 주요 출처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55명, 25
명, 12명, 21명, 5명, 10명, 12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산짜이 제품 주요 구매 루트(단위: 명)>

<산짜이 제품의 주요 출처(단위: %)>

a. 산짜이 제품의 출처 및 집산지

본 과제팀이 진행한 산짜이 제품 소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산짜
이 휴대폰을 구매한 조사대상자 수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산짜이 의류 및 장신구(35명), 산짜이 영화작품(31명)의 순이었다. 이처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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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 휴대폰은 명실상부한 산짜이 제품의 일인자였다. 사실 산짜이 휴대폰
은 2002년부터 시중에서 유통되었으며, 현재 산짜이 휴대폰은 중국 저가 휴
대폰시장을 점유하여 그 규모는 4,000만-5,000만 대에 달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짜이 휴대폰의 중국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30% 내외에 이르고 있
다.70)
언론 기사에 의하면 현재 80% 이상의 산짜이 휴대폰은 모두 산짜이 전자
제품의 발원지이자 중국 최대의 ‘블랙폰’ 집산지인 선전(深圳)시 화창베이(華
强北)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선전의 휴
대폰 제조업체 수는 2년 전에만 해도 약 140개, 관련 종합솔루션 개발업체
36개, 메인보 드 개발업체 140개, 디자인 설계기업 50개, 블루투스 제조업체
수는 약 30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유통경로의 경우 선전에는
국가급 총판(판매대행 총괄) 250개, 성(省)급 총판 1,260-1,300개, 시스템 무
역업체 20개, 휴대폰 매장 100개, 소매업자 150개, 물류 하청기업 150개에 달
했다. 이처럼 산짜이 전자제품 은 분업이 명확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고효율
적인 불법 산업사슬을 형성했다. 상기 산업사슬은 R&D, 제조, 판매경로가
모두 구비하고 있다.71)
산짜이 전자제품은 선전에서 각지 전자제품 집산지에 도매된다. 일례로 베
이징 의 산짜이 휴대폰 판매시장 집산지는 주로 무시위엔(木樨園), 중관춘
(中關村), 궁주펀 (公主墳), 시즈먼(西直門), 난징단펑제(南京丹鳳街)에 휴대
폰시장에 집중되어 있다.72)

70) 라이사오펀(賴少芬), 장쉬(張旭), 천펑(陳鵬), <’산짜이 휴대폰 중국 시장점유율 30% 육박>, <중국현대기업
보(中國現代企業報)>，2009년 1월 20일 B1면。
71) 리옌(立岩), <’산짜이 전자제품’우세, 브랜드 업체들 반성이 필요해>, <과기일보>，2008년 6월 18일，제10
면.
72) 1억 5,000만 대의 산짜이 전자제품, 시장 석권…휴대폰 메이저들 울상>,
http://economy.enorth.com.cn/system/2008/06/11/003389161.s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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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짜이 노트북과 산짜이 휴대폰 유통경로(‘농촌으로부터 도시 포위’
전략을 구사)

산짜이 노트북 제조업체들은 보통 직판방식을 선택, 각지의 대리상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73) 산짜이 노트북 제조업체들은 우선 전국 총판에게 수만
대 혹은 10여 만 대의 제품을 공급하며, 전국 총판은 성(省)급 대리상에, 성
급 대리상은 이를 市급 및 縣급 대리상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
리상은 최다 3-4급까지 있으며 각 레벨의 대리상은 대당 100위엔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74)
산짜이 휴대폰의 지역 대리상은 주장(珠江)삼각주에서 제품을 도매해온다.
대리상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사재기하지 않으며, 고객이 주문할 때면 실시
간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받는다. 대리상의 이러한 방식은 원가와
리스크를 모두 낮출 수 있다. 산짜이 전자제품의 산업사슬에서 생산자(제조
업체)가 남기는 마진은 고작 10%-20%인 반면에 대규모 출하를 담당하는
각종 대리상의 마진은 약 50%, 나머지 마진은 리스크 제1선의 소매상에 할
73) 마제팅(馬捷婷), <’산짜이 거점’ 실사>, <세계박람(世界博覽)>, 2009년 제4호, 21-31페이지.
74) 7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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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었다.75) 가격우위를 주무기로 한 산짜이 휴대폰은 이러한 유통모델과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76)
c. 산짜이 카메라(온라인 마케팅, 半지하상태)

산짜이 휴대폰, 산짜이노트북, 산짜이 디지털카메라 등 산짜이 전자제품은
모두 온라인 마케팅에서 인기가 높다. 해당 산짜이 전자제품들은 주로 타오
바오닷컴, 이취넷닷컴(易趣, www.eachnet.com), 파이파이닷컴(拍拍網,
www.paipai.com)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산짜이 카메라는 눈부시게
성공한 산짜이 휴대폰에 비해 여전히 ‘반(半)지하’상태에 처해 있으며 실제
가게에서 그 종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77) 그 이유는 산짜이 제조업
체들이 A/S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해 하자가 생겼을 경우 대리상이 모든 책
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가게에서는 모두 산짜이 디지털
카메라 판매 대행을 꺼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궈메이(國美), 쑤닝
(蘇寧), 다중(大中) 등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산짜이 디지털카메라는 발
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타오바오닷컴, 이취넷닷컴, 파이파이닷컴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산짜이 디지털카메라는 판매 호조를 누리고 있다.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제공한 사진들을 보면 산짜이 디지털카메라 기종이
20개가 넘으며, 그 대부분이 중등 가격대 및 저가격대의 ‘카드형 디지털카메
라’이고 색상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은백색과 컬러 위주이다. 한편 모든 기
종에 명시된 규격들은 정품과 견줄 정도지만 단가는 정품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700위엔 이하). 제품 로고의 경우 산짜이 디지털카메라는 산짜이 휴
대폰과 달리 캐논(Canon), 니콘(Nicon), 소니(Sony) 등 유명 브랜드의 로고
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DC500, DC300 등 모델로 명명된 것이 특징적이다.78)
이밖에 www.shanzhaiji.cn, www.cjiji.com, www.18648.com,
www.shanzhai7.com, www.imszj.com, www.szji.net, www.cnmobibar.com,
www.m8cool.com, www.0755shanzhai.cn, www.zhaizhu.net, www.nb130.cn,
75) 77과 같음.
76) 76과 같음.
77) <산짜이카메라 온라인쇼핑 체험, 품질은 저하하지만 가격대 엄청 낮아>,
http://www.wlx315.com/channel010/2009/0413/content_19809.shtml，2009년 5월 10일 방문.。
78) 8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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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nzhaiben.com, www.3benben.com，www.shanzhaihuo.com，
www.shanzhaibenben.com 등이 산짜이 휴대폰, 산짜이 노트북 등 산짜이
제품의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짜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사
이트는 온라인 직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산짜이 제품 경영모델

‘판매 및 시장(전략편)’ 2009년 4월호는 ‘산짜이 충격파(쇼크) 및 수익모델 전
환’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산짜이 제품 현황을 소개하고, 아래의 3가지 산짜이
제품의 경영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산짜이 제품의 경영모델은 소비재에 대
한 기업들의 상업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 가치 방어구조 해체

산짜이 기업들은 가급적으로 전통적 이론에 기반한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본가치와 보조가치의 활동을 배제하고 디자인 설계, 연구개발(R&D), 부품
제조와 판매 활동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시장수요에 염두를 두고 ‘체인
휠(Chain Wheel)’ 역할의 가치사슬 통합활동에 몰입한다. 이같은 ‘체인 휠’식
의 가치 통합과 함께 기업의 전통적 ‘방진(方陣)’ 가치사슬을 해체하면서 ‘원
형 가치론’을 형성하였다.
‘원형 가치론’은 저원가를 창출하는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기업은 ‘원형
가치론’에 따라 방진관리의 둔탁함과 상호견제를 탈피하여, 유연하게 특정
가치의 부분 또는 모든 가치의 부분을 통제하여 초고속 상업과정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D, 디자인 설계, 제조, 물류, 판매, 자금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일례로 ‘민첩화’ 방식으로 신제품의 생산주기를 단축시
켜 산짜이 제품을 최단 시간 내에 개발하여 시장수요에 부응케 할 수 있다.
산짜이 제품의 출시주기는 약 45일로 브랜드 기업 제품 발전주기의 중등규
모 프로젝트 조사연구 시간에 해당된다. 이처럼 빠른 속도는 산짜이 제품으
로 하여금 최단시간 내 시장점유율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모델 출시에
도움을 주었다.79)
79) 장롄슝(蔣廉雄), <‘산짜이’쇼크와 수익모델 전환>, <판매 및 시장-전략편>, 200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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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탈(脫) 포지셔닝

산짜이 제품은 이른바 사전 브랜드 포지셔닝이 없으며 판매 여부는 시장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산짜이 제품은 명확한 라이벌이 없지만 전체적인 산
업이 잠재적 도전 대상이다. 산짜이 제품은 일관적인 제품전략이 없지만 당
면한 고객의 소비성향이 해당 제품의 설계에 해시계 역할을 한다.
脫 포지셔닝의 이점은 전통적인 포지셔닝 라인에 길들어진 브랜드 기업으
로 하여금 산짜이 제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시되는지를 알 수 없게 하여
사전 디자인 설계와 경쟁전략 제정을 무산시켜 수세에 몰리게 할 수 있다.80)
c. 프리미엄 상쇄

전통적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 방식을 취하며, 대량의 투입을 통해 브랜
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인 후 높은 가격대로 브랜드 수익을 얻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지불한 구매가격에는 제품의 기능 외에도
광고원가와 브랜드 프리미엄 등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산짜이 제품은 브
랜드 마케팅을 포기함과 동시에 모방을 통해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여 유명
브랜드를 ‘브레킹 다운 (Breaking-Down)’시키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상쇄시
킬 수 있다. 브랜드 마케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품기능의 콤비네이션 혹은
포지셔닝의 한계로 인해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짜이 제품의 초저가 공세 하에 브랜드 프리미엄
메커니즘이 브레킹 다운되고 시장가격 책정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제품판
매에 큰 차질을 빚게 한다.81)
다. 산짜이 제품 분석

1) 산짜이 제품의 장점

80) 위와 같음.
8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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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렴한 가격

본 과제팀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산짜이 제품을 구매했거나 사용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가격 저렴’, ‘유행’, ‘기능양호’, ‘대중 성향을 따름’, ‘호기심’,
‘허영심’, ‘기타 원인’을 택한 조사대상자 수가 각각 58명, 19명, 17명, 14명,
15명, 10명,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짜이 제품 구매가격 조사에서 정규 제품 가격의 10%, 정규 제품 가격의
10%-20%, 정규제품 가격의 20%-30%, 정규제품 가격의 30%-40%, 정규제
품 가격의 40%-50%, 정규제품 가격의 50%-60%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
는 각각 7명, 16명, 25명, 14명, 10명, 12명이었다. 즉 약 반수(41명)의 조사대
상자가 산짜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정규제품의
10%-30%라고 응답하였다.
b. 산짜이 제품은 품질 신뢰도도 높아 모조 ․ 저질 제품과는 다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짜이 제품(특히 산짜이 휴대폰, 산짜이 노트북, 산
짜이 MP3 등)은 성숙된 산업사슬을 이용한 비전통적 조립제품으로 대만의
미디어텍(MediaTek), 비아텍(Viatech) 등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원에 힘입어
대부분 품질을 보장받고 있으며, 비록 중국의 3C 강제인증에 통과되지 못했
거나 부품의 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실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보화공업부가 발급한 무선통신망 가
입 허가증을 받지 못한 산짜이 휴대폰의 판매는 불법행위에 속하지만 산짜
이 휴대폰을 무조건 모조․저질제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지재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산짜이 제품은 모조제품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품질까지
조악한 것은 아니다. 디자인 면에서 일정한 혁신성 혹은 독자 브랜드를 확
보한 산짜이 휴대폰은 모조제품도 저질제품도 아니다. 기타 산짜이 제품들
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다.
본 과제팀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준다. 즉 산
짜이 제품을 구매한 84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14명이 산짜이 제품의 품질
에 대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5명은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 ‘구매 후 후회’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1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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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그쳤다.
c. 일정한 혁신성 지녀

대만 MediaTek의 MTK플랫폼 집적기술의 성공은 휴대폰 제조 기술의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술산업의 향상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관리
혁신, 모델․프로세스 혁신도 중요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거대한 작용
을 한다.82)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품 브랜드 휴대폰 제조업체는 산짜이 휴
대폰의 경영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 산짜이 제품의 단점

본 과제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짜이 제품의 단점’으로 산짜이 제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는 84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품질 보장 무’, ‘A/S서비스 무’, ‘시장
질서 교란’, ‘합법적 자격 미 취득’, ‘기타 원인(정규 영수증 출시 불가능 포함)’을
응답한 사람은 각각 44명, 50명, 13명, 15명, 10명에 달했다. 즉 산짜이 제품 소비
군 가운데 대다수가 공급자 혹은 판매대리상이 품질 보증과 A/S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아 제품 품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밖에 관
련 자격을 인증받지 못한 것도 산짜이 제품의 단점으로 지적 받았다.
3) 산짜이 제품과 모조․저질 제품의 차이

본 과제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짜이 제품과 모조․저질 제품의 차이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3명이 “산짜이 제품은 합법적이고 모조제품은 불법적이다”
라고 응답했고, 28명은 “산짜이 제품의 품질은 모조제품에 비해 믿음직하고 안
전하다”고 응답했으며, 15명은 “산짜이 제품은 진짜이고 모조제품은 가짜이다”
라고 응답했고 30명은 ‘산짜이 제품은 일정한 기술혁신 내용물이 있지만 모조제
품은 완전히 모방한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10명은 ‘기타’를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산짜이 제품의 품질이 역시 모조․저질 제
품에 비해 믿음직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혁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82) 즈링린(支玲琳), “산짜이 전자제품에 대한 이지적 반성>, <해방일보(解放日報)>，2008년 6월 28일，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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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짜이 제품에 대한 견해

가. 중국인과 중국정부의 견해

1) 중국인
a. 산짜이 제품은 혁신과 창의적 요인을 포함

산짜이 제품에는 일정한 발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은 산짜이 제
품을 간단하게 해적판 또는 표절의 산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산짜이 제품에는 상당한 혁신과 창의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에
명백한 지재권 침해와 악의적 비방이 없는 한 이러한 창조성을 인정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b.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제품은 엄격한 단속의 대상

법률을 위반한 일부 산짜이 제품들은 모방의 명목으로 모방대상과 매우
유사한 형태와 미세하게 차별화된 디자인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오
인 혼동을 초래하고 고객을 기만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빨리 근절시켜야 한
다.83)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권리 침해 요인이 산재하는 산짜이 제품에 대
해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 경우 모방이 사회적 주류가 되어 혁신적 문화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다.

83)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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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업은‘산짜이(山寨)’를 본받고 농업은‘다짜이(大寨)’84)를 배워야 함

브랜드 제품의 가격독점 측면에서 보면 산짜이 제품의 가격우위는 확실히
소비자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산짜이 제품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실적 근거이자 현실적 존재의 표현방식
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업발전은 ‘산짜이(山寨)’를 본받아야 하며, 산짜이는
독점구도를 타개하고 자체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85)
d. 산짜이는 일종의 경쟁행위

산짜이의 출현은 시장경쟁을 가중시켜 브랜드 제조업체들은 산짜이의 도
전에 따라 가격을 낮춤과 동시에 품질, A/S서비스 수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만 강세적 지위와 유명 브랜드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86)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견해는 실용성과 유행성
의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중국인들 중에는 산짜이 제품에 대한 반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론의 비중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미
비하다. 결론적으로 일반 중국인들은 산짜이란 용어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중국인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가격
이 저렴하고 브랜드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완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명 브
랜드의 윤곽을 갖췄으며 품질이 브랜드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A/S서비스가 미
비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학자들, 특히 법학계 인사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인식은 보다 이
지적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기본적인 평가기준으로 하여 산짜이 현상
과 산짜이 제품을 평가한다. 그들은 산짜이 제품의 소비자 권리 침해, 시장질서
교란 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아니되며, 산짜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 또한 산짜이 제품도 적자생존의 시장경쟁 법칙에 순응하여 선순
84) ‘다짜이(大寨)’ 정신: 50년대 후반 중ㆍ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됐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자력으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시도했다. 1964년 마오가 내건 구호는 ‘공업은 다칭(大
慶)에서, 농업은 다자이(大寨)에서 배우자’였다. 자립경제를 위해선 석유 자급이 필요했는데 헤이룽장(黑龍
江)성 다칭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변변한 설비도 없던 노동자들은 혹한의 날씨에 맨손으로 임무를 완수했
고, 다칭은 공업 모델로 선언됐다. 농업 모델 다짜이는 산시(山西)성의 산골 마을. 산지 개간을 통해 척박한
환경을 극복했고, 고된 육체노동에 참여했던 마을 당서기 천융구이(陳永貴)는 75년 부총리까지 올랐다. 그
러나 국가 캠페인에 의한 영웅 탄생은 한계를 드러냈다. 생산량을 부풀리는 등 곳곳에서 가짜 모델이 등장
했기 때문이다.
85) <메이드 인 차이나의 ‘산짜이신화’>, <경제관리문적(經濟管理文摘)>，2008년 제20호
86) <‘산짜이’현상은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자구책>， http://www.ezcap.cn/News/200917577. html
2009년 5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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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궤도에 들어서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산짜이
제품을 가차없이 매몰시키면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제도를 키포인트로 하여 산짜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 산짜
이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외에도 산짜이 제품으로 하여금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재권은 산짜이 제품
의 건강한 발전에 필요한 ‘고압선(한계선)’으로 제멋대로 건드리게 해서는 아니
되며, 산짜이 제품 규범화는 여러 관련 부처들이 함께 법률적으로 세분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7)
본 과제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319부의 유효 설문
지 가운데 산짜이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 ‘형편을 봐가며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1%와 36.4%였으며, 산짜이 제품 ‘구매’와 ‘구매 고려’를 응
답한 비율은 각각 26.3%와 10.7%으로, 불확정 고객군의 소비성향은 산짜이 제
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산짜이 제품 소비 현황을 보면 산짜이 휴대폰 구매자 수가 53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짜이 의류 및 장신구(35명)와 산짜이 영화제품(31명)이
비교적 많았다. 산짜이 휴대폰이 인기를 큰 주된 원인은 가격이 저렴(약 50%의
조사대상자들이 정규제품의 10%-30% 가격에 산짜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고 응답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짜이 문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설문에 대하여 ‘그대로 발전하
게 놔두라’, ‘정확한 제도와 규범화가 필요하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80명(25.1%), 194명(60.8%), 27명(8.5%)이었다.
2) 중국정부
a. 시장 관리감독 강화

산짜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불
규범적인 운영방식으로 저원가 우위의 생존을 유지하고 당국의 검사측정을
받지 않고 납세를 하지 않으며 A/S서비스 보장이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88)
87) 리징(李靜), <’산짜이’제품으로 유발된 법률 문제에 관한 반성>, <법제 및 사회>, 2009년 제2호 99-10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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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짜이 현상을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함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제품 안전은 인증 및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저원가의 제품
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가격으로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
하여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는다면 장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상기 산
짜이 현상을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c. 산짜이는 해적판이 아니므로 정확한 인도와 보호가 필요

류빈제(柳斌傑) 국가신문출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 서장 겸 국가저작권
국 (國家版權局) 국장은 “해적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주적 혁신
에 기반한 지재권을 보호하고 대중의 창조성을 장려해야 한다. 저작권 사업
은 저작권 보호보다 창조성의 권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산짜이 문화에 기
반해 창작된 작품이 가치가 있고 훌륭한 것이라면 마땅히 보호 대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89)
d. 산짜이 제품의‘권리 ․ 품질 ․ 거래’합법성에 초점을 맞춰야

자오훙(趙宏) 산시(陜西)성 공상행정관리국 부국장은 “산짜이 제품과 관련
해 아래의 세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권리’ 문제이다. 산짜이 제품
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질적’ 문
제이다. 산짜이 휴대폰이나 산짜이 티셔츠는 상표 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품
질 면에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건
강․생명 및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처의 단속을 받아야 한
다. 셋째, ‘거래 문제이다. 생산지, 출하 증명서 등 합격된 정보가 없으면 산
짜이 여부를 떠나서 모두 거래가 불허된다”고 강조했다.90)
결론적으로 중국정부 관리들은 산짜이 제품을 단편적으로 산짜이 현상으로만
88) <공신부, ‘산짜이 휴대폰’ 압살작전 나서>, <신경보(新京報)>, 2008년 12월 21일 A10면, <금화일보(金華日
報>, 2009년 1월 8일 D3면.
89) 류빈제 국가저작권국 국장, <산짜이는 해적판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인도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http://www.lnppb.gov.cn/cn/bqgl/ldps/2009-03-11/20090311062701.html 2009년 5월 21일 방문.
90) 산시(陝西)성 공상행정관리국 부국장, <혁신적 ’산짜이 현상’에 대해 권장적 태도를 취해야 해>,
http://news.163.com/09/0422/11/57GINATR0001124J.html 2009년 5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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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말고 차별화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견해이다. 중국은 법치사회이
기에 합법적인 산짜이 행위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비합법적 산짜이 행위는 반
드시 단속을 받아야 한다.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도․보
호․권장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자주적 혁신능력의 향상을 제창
하고 있으나, 지재권의 글로벌화로 비롯된 기술적 난제에 봉착해 있다. 선진국의
지재권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재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
다. 사실 간단한 모방단계에 독립성과 혁신성을 지닌 결과물이 창출될 수 없지
만, 국제사회의 지재권 글로벌 압력에 직면하고 또 자국의 지재권 권리자에게
양호한 혁신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를 보
완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 속에서 중용지도(中庸之道)가 큰 역할을 발휘하여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민생 및 향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일으킬 모방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의 ‘회색구역(Grey Area)’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중국정부의 산짜이 제
품에 대한 태도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나. 외국인과 외국정부의 견해
1) 일본 민간의 시각

일본 민간의 산짜이에 대한 견해는 비교적 단일하고 대다수가 ‘산짜이의 지재
권 침해’측면의 견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다 넓은 시각이 결핍되어 있다. 즉 일
본 민간의 산짜이에 대한 시각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성격이 짙다.
a. 산짜이 제품은 해적판과 모조제품의 대명사

산짜이 제품은 곧 악의적인 모방․해적판․모조 제품이기 때문에 정상적
인 기업들은 구제가 필요하며, 법치환경을 조성하고, 산짜이 제품은 억제되
어야 한다.91)
b. 산짜이 제품은 폭리를 챙겨

91)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090330/190437/ 2009년 5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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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짜이 제품은 탈세와 저가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영어․독일어․스페인어․아랍어․베트남어 등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할 수
있어 수출을 통해 폭리를 챙기고 있다.
c. 산짜이는 일종 유행문화

산짜이란 명사는 최초로 휴대폰 제품에서 나타났으며 그 후 많은 분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례로 산짜이 스타, 산짜이 대학교, 산짜이 오바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산짜이 정신, 산짜이 포럼, 산짜
이 민주 등 형태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성격이 부여되면서 유행
되기 시작했다.92)
d. 산짜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산물

산짜이 제품 구매행위는 고급제품을 추구하는 표상이지만, 고급제품의 가
격은 비싸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
라서 산짜이와 같은 저가 모조품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해당 소비군의 구매
가 가능하게 했다.93)
e. 산짜이에 대한 정부와 감독부처의 딜레마

산짜이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기업들로 정부와 감독부처는 해당 기업들
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94)
2) 일본정부의 견해

일본정부는 중국의 산짜이 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처 관료들도 기본적으로 이에 겨냥한 독자적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짜이 자체’가 일본에 미친 부작용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산짜이 제품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準정부 기구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과 류
빈제(柳斌傑)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등 주무부처 관료의 의견을 인용해 산짜이
92) http://excite.co.jp/News/china/20090422/Searchina_20090422010.html 2009년 5월 20일 방문.
93) http://excite.co.jp/News/china/20090422/Searchina_20090422010.html 2009년 5월 20일 방문.
94) http://journal.mycom.co.jp/articles/2008/10/15/chinamobile/001.html 2009년 5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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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95) 96)
3) 유럽 국가의 공중 및 정부의 시각

해외 영문뉴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짜이란 명사의 영문 번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
어사전에서 ’산짜이’는 ‘Shanzhai’외에도 ‘knockoff’, ’Fake chic’, ‘Couterfeit
chic’. ‘Copycat culture’, ‘sham glam’등으로 번역된다. 상기 표현은 모두 거짓,
위조, 모조의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Knockoff는 모조 의류, 유명 브랜드 복
제품을 뜻하며, Fake는 거짓된 것, 모조제품, 기편, 궤계를 뜻한다. 한편
Counterfeit는 위조품, 거짓된 것, 가장된 것을 뜻한다. Copycat는 맹목적인 모
방자, 줏대가 없는 놈을 말한다. Sham은 위조, 사기, 사기꾼 등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산짜이에 대한 영문 번역은 모두 상당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으
나, 그나마도 상기 단어 뒤에 ‘Chic’(독창적 풍격, 특이한, 소탈한, 예쁜) 혹은
‘Glam’(즉 Glamorous, 매력적인, 매력으로 충만한) 등 긍정적 의미의 단어가 있
으나 역시 모조의 실질적 함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될수록
모방이란 표현으로 산짜이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면서, 산짜이 문화를 일종 모
방문화로 표현하고 있다.97) 본 과제팀은 Imitation이란 단어가 기존에 중국인의
산짜이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2월 9일 영국 로이터통신 관영 사이트는 뉴스 동영상 기사를 발표함과
동시에 ‘차이나 페이크 시크(China’s fake chic)’를 표제로 하여 중국의 산짜이
현상을 게재하였다. 동 기사는 중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산짜이 현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한 후 산짜이 제품이 어느 정품 유명 브랜드 기업에 예상 밖의 문
제를 초래했는 지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대화 등 방식으로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했지만, 중국정부는 중국이 개발도
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랜 시일이 걸려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는 성명을 거듭 발표했다. 중국의 모 전문가도 “상기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들이
현지에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경우 외국기업들이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는 난
95) http://www.jetro-pkip.org/html/ipshow_BID_1329.html，일본무역진흥회, 2009년 5월 19일 방문. 상기 두
정부 관료의 견해를 앞에서 서술했기에 여기에서 더는 중복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96) http://www.jetro.go.jp/world/asia/cn/biznews/49ba191b73f78 2009년 5월 15일 방문.
97)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재권 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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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98)
2009년 4월 28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관영 사이트는 ‘중국에
서 이슈화되고 있는 산짜이 휴대폰(In China, knockoff cellphones are ahit)’ 제
하의 기사를 게재하여 중국의 산짜이 현상에 대해 보도하였다.99) 동 기사는 산
짜이를 모조품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짜이의 제조원가까지 나열
한 후 산짜이 행위를 ‘의심할 바 없는 모조행위(Make no bones about being
knockoffs)’, ‘그 마케팅 전략을 간단하게 말하면 도둑질한 것(Marketing
strategies were simple: steal)’이라고 평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동 기사는 일
정한 영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shanzhai’이란 영문 Wikipedia도 동 기사에
링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100) 이를 통해 미국 등 서구 나라들의 중국 산짜이
붐에 대한 주류 견해를 읽을 수 있다.
2009년 1월 22일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는 산짜이 ‘춘완(春晩 구정
특집방송’을 주제101)로 하여 서민의 ‘반역’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산짜이의
새로운 정신’(A new spirit of Shanzhai)’이라고 일컬었다. 기사 내용 전체는 온
화함과 존중의 자세로 일관되어 있었다.
중국의 산짜이 현상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각종 매체의 태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선진국일수록 산짜이의 의미를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매체는 중국의 산짜이 현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2009년 4월 1일 중국의 주류 매체 사이트인 피플닷컴(人民網, www.
People.com)은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에 게재된 ‘한일 양국의 시각으로 보는
중국의 산짜이 문화-경악과 흥미의 반반’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102) 동 기사
는 한국과 일본 관련기업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반응을 언급했는데, 지해범
(池海範) 조선일보 기자는 ‘산짜이 현상에 숨격진 중국 협객문화’ 제하의 기사에
서 한국인들은 경악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기업들을 긴
98) China's fake chic，http://www.reuters.com/news/video?videoId=98373， 2009년 5월 19일 방문.
99) In China, Knockoff Cellphones Are a Hit，http://www.nytimes.com/2009/04/28/technology/28cell.html，
2009년 5월 19일 방문.
100) http://en.wikipedia.org/wiki/Shanzhai，2009년 5월 19일 방문.
101) Imitation Is the Sincerest Form of Rebellion in China，
http://online.wsj.com/article/SB123257138952903 561.html#articleTabs%3Dcomments，2009년 5월 19일 방
문.
102) 성류양(盛柳陽), <한일 양국이 보는 중국의 산짜이 문화>, http://mnc.people.com.cn/GB/9045974.html，
2009년 5월 1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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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요즘 중국의 산짜이는 기존의 가짜-저질 산짜이
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유명 상품을 모방한다는 점에서는 산짜이와 같지만, 공
개된 기술과 자체 노하우를 활용하여 명품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는 산짜이와 다르다. 물론 산짜이는 불법이다. 산짜이처럼 큰 호응을 얻은 배경
에는 중국 사회의 밑바탕에 흐르는 '협객(俠客)'의 문화가 숨어 있다. 중국은 유
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거대한 시장을 글로벌
기업에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산짜이는 구겨진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의리의 협객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의리의 산적을 처벌하면, 국민
적인 반감을 살 수 있고, 자칫 공산당의 권위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정
부는 산짜이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방치한다. 기업이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처음에는 선진 외국제품을 모방하다가 그다음에 기술이 쌓이면 독창적인 제품
개발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짜이 회사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커가도록 도와야 한다. 산짜이는 개혁개방 30년 만에 업체의
외국기술 모방에 국민의 자존심을 더하고 정부의 눈감아주기가 합쳐져 만들어
낸 중국적 특이 현상이다. 최근에는 중화 민족주의와 결합해 13억 국민 브랜드
화(化)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앞으로 산짜이는 공산품의 영역을 뛰어넘어 음
식․영화․광고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한국 기업은 산짜이 대응
전략을 짤 때 법률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산짜이 문화를 고려해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산짜이 현상과 관련해 외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 견해는 많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오래전부터 지재권 침해를 둘러싸고 줄
다리기를 해왔다. 일례로 미국은 2007년 4월 중국 지재권 사법조치 문제와 관련
해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가동했으며, 그 후에 EU와 일
본도 합세했다. 2009년 3월 WTO 전문가팀이 미국의 대다수 청구를 기각시켰지
만, 이로부터 중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에 대한 선진국의 보편적 심리상태를 엿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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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짜이 관련 지재권 침해 사례

가. 산짜이 버스 사례 103)
1) 사건개요

2006년 9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독일 NEOPLAN사가 중국기업 3개
사[옌청중웨이버스유한회사(鹽城中威客車有限公司, 이하 中威), 중다공업그룹
(中大工 業集團, 이하 中大), 베이징중퉁싱화 자동차판매유한회사(北京中通星華
汽車銷售有限公司, 이하 中通)] 피고로 하는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사례를 접수
하였다.
NEOPLAN사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23일 디자인 특허(신청번호: 200430
088722.4)를 출원하고 2005년 8월 24일 특허권을 획득하여, Europe Starline 버스
시리즈 제조․판매를 시작하였다. 2006년 NEOPLAN사는 세 피고가 해당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제품(피고의 A9 버스 시리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
하고 법원에 中威 및 中大 두 회사에 4,000만 위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NEOPLAN사는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0만 위안을 들여 피고가 제조한 A9 모델을 구매하여 침해증거로 제출하였다.
2006년 9월 NEOPLAN사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中大를 디자인권 침
해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면서 “피고가 제조․판매한 A9 버스 시리즈는
자사가 개발한 ‘Europe Starline’ 버스 디자인을 완전히 표절했으므로 해당 지재
103) 매체로부터 ‘중국 산짜이 자동차 제1사건’으로 불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서는 지금까지 발효되지 않았기
에 완정한 판결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과제팀은 매체의 관련 기사내용에 따라 해당 사건
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체별로 동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원인으로, 본 과제팀은 동 사
건 서술과 관련해 국가지식산권국 관영 사이트(www.sipo.gov.cn)가 발표한 기사를 채용, 사건 서술의 객
관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장하이즈(張海志)，위엔웨이(袁偉)，
http://www.sipo.gov.cn/sipo2008/albd/2009/200902/t20090219_441449.html，2009년 5월 12일 방문.，
http://laiba.tianya.cn/laiba/CommMsgs?cmm=97724&tid= 2651173665601935274&ref=regulartopics，2009년
5월 1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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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사례는 ‘중국 지재권 보호 영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 NEOPLAN사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나흘만에 피고 中大도 베이징의 동
일한 호텔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NEOPLAN사가 디자인 특
허 침해를 이유로 침해소송을 청구한 목적은 소송을 통하여 中大의 브랜드에 타
격을 가하고 억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적 경로를 통해
중국 브랜드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첫째, 피고 中威가 제출한 증거로는 NEOPLAN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란 점을 입증할 수 없다.
둘째, 특허권은 일종 배타권이다. 특정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면 타인
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한 동 기술의 독자적 개발 여부와
는 관계가 없다. 다만, 출원일 전으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이미 제조․사
용을 위한 필요한 설비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中威는 해당 디
자인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동 디자인
을 개발했다는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 中大도 국가지식산권국으로부터 A9버스의 디자인 특허권을 획득
했다고 하지만 동 특허 출원날짜는 2005년 10월 13일(NEOPLAN의 동 디자인
특허 출원 공고일은 2005년 8월 24일임)로서 이를 근거로 NEOPLAN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NEOPLAN에 비해 먼저 특허권을 취득
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中威가 제조한 YCK6139HG버스와NEOPLAN사
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관련 디자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두 회사의
디자인은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고 버스의 전반적인 디자인의 시
각효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A9시리즈의 YCK6139HG,
YCK6139HGW, YCK6129HG, YCK6129HGW4의 4개 모델 버스의 제조․판매
행위는 모두 동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상기 판결에 관하여, 피고 中大의 기획부 담당 지리쥔(紀立俊)은 중국지재권신
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심 판결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A9 버스
시리즈는 독자적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
으며, 법원의 인정하는 사실과 판결은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당사는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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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에 상고를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법원은 마땅히 전문적인 제3자
에 의뢰해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하지만,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1심에서 자동차분야 박사 한명에게 해당 사건의 배심원을 맡도록 했
는데 이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밖에도 디자인 특허 침해여부 판단 시
NEOPLAN은 ‘Urope Star line’ 버스 관련 사진, 93만 4,100위엔을 들여 구매한
A9버스만을 갖고 비교를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물
을 비교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中大는 2,000여 만 위엔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EOPLAN사는 中大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中大가
도합 2,000대의 A9 버스를 제조했을 것이라고 추산한 한편 버스 제조업의 대당
평균 순이익이 1만 위엔이라는 점을 감안해 배상금을 확정했다는 게 구체적 근거
이다. NEOPLAN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A9버스는 가격대가 높
아 중국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할 수 없으며, A9버스는 2005년 특허를 획득
한 후 2006년까지 판매량이 합계 60여 대에 그쳤으며, 2006년 10월에는 조업을
중지하기도 했다. 그 동안 A9버스 수출은 전무했다. 이 실정에서 NEOPLAN사
가 제시한 거액의 배상금은 업계 인사들을 경악케 했다.
입체도1

입체도2

<NEOPLAN(중국)자동차유한회사104)>

104) http://search.sipo.gov.cn/sipo/zljs/hyjs-browsewg.jsp?recid=CN200430088722.4&leixin=wgzl&title=车
&ipc=12-08，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2009년 2월 1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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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
후시도

<中大그룹 A9버스의 디자인

105)>

1) 사례 분석

동 사건의 분쟁초점은 디자인 특허권의 침해행위 존재여부와 배상액의 확정에
있다. 권리침해 여부에 관하여, 원고(NEOPLAN)는 2004년 9월23일 중국에서 출
원하고 2005년 8월 24일 특허권을 취득했으며, 법원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범
위 확정 시 도면 또는 사진의 디자인 특허 제품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특허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했다.
피고는 관련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
족으로 피고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가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하더라도 원고의 특허권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우선 사용권 시행이
불허된다.106)
나. 산짜이PC 케이스 사례 107)
1) 사건개요

2007년 1월，푸징후이(付景輝)는 PC 케이스를 개발한 후 2007년 12월 12일 국
가지식산권국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푸징후이는 싼중전자와 특허
105) http://search.sipo.gov.cn/sipo/zljs/hyjs-browsewg.jsp?recid=CN200530130788.X&leixin=wgzl&title=客车
(6129)&ipc=12-08，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2009년 2월 10일 방문.
106) <특허법> 제63조: 아래의 경우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2) 특허 출원일 전에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조/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으며, 기존 범위 내에서만
계속해 제조/사용했을 경우.
107) 본 사례는 ‘산짜이’의 기원 업종인 전자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대표성을 지닌다. 지재권 침해자는 흔히 특
정 전문화 시장의 자영업자로 관련 금액이 적지만 소송 원가가 매우 높다. 필자는 판결서를 직접 볼 수
없어 인터넷에 등재된 관련기사를 참조로 했다. 지재권 침해자 피고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했다(
http://www.wuhanlawyer.cn/ReadNews.asp? NewsID=2068，2009년 5월 14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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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싼중(三衆)전자에게 실시권을 허가함과 동시에 시중
에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싼중전자는 자체적 명의로 처
리할 것을 허가하였다. PC장비 개발․제조․판매를 주요 업으로 하는 싼중전자
는 기업 규모가 크고 성망이 높았다. 싼중전자는 동 제품의 대량생산을 실현한
후 최상의 품질과 정교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에 의존해 소비자들로부터 인
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량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중에서 똑같은 모델의 PC케이스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2008년 4월 24일 싼중전자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시켜 선전시화창전자 세
계유한회사(深圳市華强電子世界有限公司)의 모 매장에서 ‘지다(驥達) 358’ PC케
이스 2대를 구매하고 관련 영수증을 확보한 후 선전시 공증부처를 찾아가 상기
구매과정에 대한 공증을 함과 동시에 ‘驥達358’ PC케이스 실물을 봉인하고 선전
시 중급인민법원에 동 백화점과 관련 제조사를 디자인 특허권 침해행위로 법원
에 소를 제기하였다.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는 법원에 “싼중전자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제품은 왕둥
화(王東華)가 판매한 것이고, 왕둥화는 영업 허가증을 받은 합법적인 자영업자
이기에 본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는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가(피고 왕둥화도 포함) 간의 점포 대여관계만 존재
하며, 시장 내 상가의 판매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화창
전자세계유한회사는 “우리는 선전시 국가세무국과 선전시 지방 세무국의 위탁
을 받고 시장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와 관련 영수증 발급을 대행했
기에 지재권을 침해 한 용의가 있는 제품의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며, 원고와도
매매 계약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 왕둥화의 경영활동 과정에 임대료를
제외한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싼중전자가 고소한 특허침해
혐의 제품에 창고보관․운송․우편송달․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
으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0월 23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을 심사하여 피고 왕둥화는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싼중전자 디자인 특허권과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관련 특
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피고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는 관련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고 장내 상가들에 영수증 발급과 세금징수 업무를 대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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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는 싼중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 판매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싼중전자도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가 독립적으로 해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
품을 판매 하였고 또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가 특허권 침해 행위를 도왔거나 해
당 특허권을 침해한 기타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
으므로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사례 분석

본 사건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것으로 산짜이 현상의 대표성을 지닌 사례이다.
디자인 모방이 용이한 반면, 모방의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산짜이 제조업체들
이 모방하는 제품은 업계와 소비자들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이다.
한편 모방자들은 대부분 수공업 작업장, 가내 공업 등 영세하고 당국의 단속이
어려운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원고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고, 특허권 침해 행위가 확
인된 후 해당 유형의 특허권 침해 주체는 보통 자세한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 후 피고를 찾지
못해 판결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10만 위엔인 점을 감안하면 싼중전
자는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
원의 판결결과를 보더라도 당사자의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
건의 경위에 따라 피고측에 5만 위엔을 싼중전자측에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했
음을 알 수 있다.
동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는 세무기관의 위탁을 받아
장내 상가를 대상으로 영수증 발급, 세금 징수 등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법원
은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가 싼중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장의 대여자와 관리자인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는 싼중전자의 특허
권을 침해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특허권을 침해해 얻
은 수익을 직접 배당받지 못했지만 침해자를 대상으로 수취한 점포 임대료와 시
장 경영상황은 특허권 침해행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화창전자세계유한회사
가 상가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용인할 경우 장내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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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차후의 점포 임대료도 동반 상승한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
지시키는 사회적 원가 측면에서 봐도 점포 대여자와 관리자인 화창전자세계유
한회사는 특허권 침해자의 침해행위 제지 원가도 가장 낮다. 기존 법률 측면에
서 봐도 시장 대여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강제적 방
식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상가들에 관련 배상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시장 대
여자의 신분으로 해당 보증금을 선불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집행이 어려운 문제
점을 예방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산짜이 스타벅스 사례 108)
1) 사건개요

미국의 Starbucks Corporation(이하 스타벅스, 중문명 星源)은 기업화 경영과
특허경영 방식으로 미국 및 세계에서 커피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회
사 설립일은 1985년 11월 4일이며, ‘STARBUCKS’ 문자와 로고는 1985년 11월
26일 최초로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했다.
스타벅스는 1996년 5월 14일 및 6월 28일 중국에서 각각 ‘STARBUCKS’ 문자,
‘STARBUCKS’ 문자 및 로고의 상표를 등록을 했고. 1999년 2월 1일 대만에 최
초로 ‘싱바커(星巴克)’라는 중문으로 번역된 ‘STARBUCKS’ 문자로고를 등록하
였다. 1999년 1월 베이징에 스타벅스 제1호 중국 체인점이 오픈했으며, 그 후 스
타벅스는 신규 체인점 오픈을 위해 홍보 자료를 대량 인쇄하여 상기 로고․제
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였고, 동 홍보자료에는 ‘STARBUCKS’, ‘STARBUCKS
COFFEE’ 문자 및 로고 외에도 ‘星巴克’ 중문 로고를 사용했다.
2000년 3월 23일 퉁이(統一) 스타벅스는 星源회사가 중국대륙에 각각 등록한
제30류(類)와 제42類의 ‘STARBUCKS’, ‘ 星巴克’와 ‘STARBUCKS’ 문자 및 로
고의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음료․서양요리 및 drinking together 경영업체인 상하이 스타벅스는 1999년
10월 20일 허가를 받아 2000년 3월 9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 상하이 스
타벅스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식음료를 전문 경영하는 상하이 스타벅스지
사를 설립하였다(Cooked Food 제외).
108) http://ipr.chinacourt.org/public/detail_sfws.php?id=8993，2009년 5월 15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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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과정에 상하이 스타벅스와 그 지사가 영업활동에 아래의 6개 로고
를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상하이스타벅스커피숍유한회사(上海星巴克咖啡馆有限公司)의 문자 및 3개 오
각별이 박힌 녹색원형 로고
상하이스타벅스커피숍유한회사(上海星巴克咖啡馆有限公司)의 문자 로고
상하이스타벅스커피숍(上海星巴克咖啡馆) 문자 및 2개 오각별이 박힌 녹색원
형 로고
스타벅스커피숍(星巴克咖啡馆)의 문자 로고
스타벅스특색커피(星巴克特色咖啡, Starbuck Coffee)의 문자 로고
스타벅스특색(星巴克特色)의 문자 로고.
상기 6개 로고에는 모두 ‘스타벅스(星巴克)’란 문자가 있으며, 두 피고가 사용
한 로고5의 ‘Starbuck’ 문자와 원고측이 소유한 ‘STARBUCKS’ 상표의 문자를
비교해보면 ‘Starbuck’자모 조합에 ‘s’자모가 빠져 있고 대소문자 방식도 구별되
지만, 양자는 기타 자모 배열 면에서 완전 일치하며 발음도 매우 비슷하여
‘STARBUCKS’ 상표와 극히 유사하였다.
피고의 로고3(원고와 피고는 ‘커피컵 도안’이라 칭함)’과 ‘STARBUCKS’문자
및 로고 상표(원고와 피고는 ‘미인어 상표’라 칭함)’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아래와
같은 동일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두 로고 모두 둥근 고리(traffic circle)가 있으며 큰 고리가 작은 고리를
끼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두 로고 모두가 녹색을 기본색조로 하고 있다.
셋째, 두 로고 모두 오각별 2개가 있으며 오각별이 두 고리의 중간부위에 있다.
한편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측 상표 로고의 inner loop는 모두 미인어 도안으로 되어 있지만, 피
고 로고의inner loop는 모두 커피컵 도안으로 되어 있다.
둘째, 원고측 상표 로고를 보면 두개 원형 고리 중간의 상단에 ‘STARBUCKS’
영문문자가 배열되어 있고 하단은 공백이다. 그러나 피고의 로고는 같은 부위에
‘상하이 스타벅스’란 중문글짜가 있고 하단에는 ‘커피숍(咖啡馆)’ 이라는 중문글
짜가 있다. 각 요소를 조합한 후의 전체구조는 역시 비슷하다. 격리 관찰을 거쳐
‘STARBUCKS’문자와 로고 상표의 현저성 및 지명도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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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로고3은 ‘STARBUCKS’ 문자와 로고 상표에 유사성을 구성했다고 인정되
었다.
상하이 스타벅스와 그 지사는 영업활동 과정에 星源회사의 ‘스타벅스’ 상표와
동일한 문자의 각종 로고를 사용함과 동시에 星源회사의 ‘STARBUCKS’상표,
‘STARBUCKS’ 문자 및 로고 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기에 星源회사가 소
유한 ‘STARBUCKS’, ‘星巴克’ 유명상표(모두 제42類에 속함) 전용권,
‘STARBUCKS’ 상표, ‘星巴克’ 상표(전부 제30類임) 전용권과 ‘STARBUCKS’
문자 및 로고 상표(제30類, 제42類) 전용권, 統一스타박스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
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피고는 변경시킨 기업명에는 ‘스타벅스(星巴克)’ 문자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를 조성한 대가로 50만 위엔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피고측은 신민만보(新民晚報)에 사죄내용을 게재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
한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2) 사례 분석

동 사례는 2006년 중국 지방법원이 판결한 대표적 10대 지재권 민사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109). 동 사례는 非 전자제품 영역의 상표권 침해 분쟁이지만
당시에 산짜이란 용어는 지금처럼 유행되지 않았다. google이 ‘산짜이(山寨)’를
copycat라고 해석했다는 점을 참고로 한다면 동 사례는 대표적인 산짜이 식품
업 사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상표등록과 기업명칭 등기는 각각 다른 부처가 관장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지명도가 높은 타인의 상표로 기업명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상표와 상
호를 자기의 상호와 상표로 중복 등록해 철저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110)
109) <2006년 중국 지방법원이 재판한 10건의 대표적 지재권 민사 소송 사례>,
http://www.dliplawyer.com/lawyer/dianxing/2009/429/094299410BHI0G62E4FAA6489KJ38.asp，2009년 5
월 15일 방문.
110) http://ipr.chinacourt.org/public/detail_sfws.php?id=9471，2009년 5월 2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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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를 받은 사례
1)‘HUANDAI MultiCAV’상표권 침해 사례111)
a. 사건개요

1984년에 설립된 현대IT는 하이닉스(HYNYX),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HYDIS) 등 현대그룹 지주산업과 함께 ‘現代’ 및 ‘HYUANDAI’ 브랜드를 세
계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중국에서 ‘現代’ ‘HYUANDAI’ 브랜드의 소
유권을 갖고 있다. 현대IT가 투자하여 설립한 톈진(天陳) 현대전자는 2007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HUNDAI MULTI CAV 컴퓨터
주식회사는 한국에서 합법적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2005년 3월 중국 국가공
상행정관리총국에 ‘HYUNDAI MULTI CAV’ 상표를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2023642, 중국상표망 (sbj.saic.gov.cn)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동 상표는 ‘쟁의
신청’ 혹은 ‘보충서류 추가 제출 요’를 이유로 ‘심사대기’로 되어있다]112)
2008년 3월 현대IT사는 선전(深圳) ‘현대디지털디스플레이장비사업부’ 에
서 현대 디지털 디스플레이어 총판을 자처하며 ‘HYUNDAI MULTI CAV’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HYUNDAI MULTI CAV’ 컴퓨터
주식회사의 중국지역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 위임장을 확인한 결과 ‘현대
龍一디지털 전자(상하이) 유한회사’는 위촉은 받은 상태나 현대디지털(선전)
디스플레이 장비사업 부는 위임받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현대IT사는 현재 한국 외교통상부․주한 중국대사관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CCPIT) 등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상태이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특허 및 상표사무소
에 상표 취소 관련 업무를 의뢰했다고 한다.113)
b. 현대 IT와 선전 ‘현대디지털디스플레이장비사업부’의 주장

현대IT는 ‘HYUNDAI’ 문자 뒤에 접미사를 붙이는 산짜이의 행위는

111)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청두(成都)에 산짜이 LCD 나타나, 유사 상표로 인한 다국적 소송 유발>,
2008년 8월 21일 제12면.
112)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청두(成都)에 산짜이 LCD 나타나, 유사 상표로 인한 다국적 소송 유발>,
2008년 8월 21일 제12면.
113)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청두(成都)에 산짜이 LCD 나타나, 유사 상표로 인한 다국적 소송 유발>,
2008년 8월 21일 제12면.
- 83 -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HYUNDAI’ 브랜드를 혼동시켜 고객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으나, 중국상표국(中國商標局)의 조사에 의하면 이른바 ‘현대디지털’
브랜드의 디스플레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상표법 보호를 받
지 못하는 등록상표인 것으로 드러났다.114)
‘HUANDAI MULTI CAV’ 디스플레이 판매대리상은 제품 홍보 시 ‘한국
현대’ 및 ‘현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IT가 소유권을 지
닌 ‘現代’ ‘HYUANDAI’ 등록상표를 침해했고, 선전 현대디지털디스플레이사
업부는 현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HUANDAI MULTI CAV’ 로
고로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리상을 유인하여 고객을 기만하고 부당이익
을 취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전 현대디지털디스플레이사업부는 “HYUNDAI MultiCAV 상표
는 2005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합법적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HYUNDAI MultiCAV’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브랜드마다
자체적 풍격이 있어 각자의 시각효과도 다르며 접미사 ‘MultiCAV’ 멀티미
디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115)
선전 현대디지털디스플레이사업부의 서남지역 총판인 청두푸린컴퓨터회사
(成都 普林電腦公司)측은 “업스트림 제조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관련 책
임을 전부 감당하겠다고 보증을 섰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여 ‘HYUNDAI
MultiCAV’LCD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삼성OMNIA휴대폰 vs. 산짜이 휴대폰
a. 사건개요

2008년 여름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개발한 차세대
대형 터치스크린 휴대폰 ‘OMNIA(SGH-i900)’의 모조품 ‘Anycat’이 중국시
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동 제품 상표는 삼성의 ‘Anycall’와 비슷
해 혼동하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116) 디자인도 ‘OMNIA’와 비슷하고 판매
114) <다국적 브랜드 현대 LCD도 산짜이 피해에 몸살>, 중화지적재산경영관리협회(中華智慧資産經營管理協
會)，www.ipama-age.org/news/20080703.html, 2009년 5월 18일 방문.。
115)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청두(成都)에 산짜이 LCD 나타나, 유사 상표로 인한 다국적 소송 유발>,
2008년 8월 21일 제12면.
116) <한국인, 산짜이 휴대폰의 높은 창조성에 혀를 내둘러…삼성, 지재권 침해업체와의 제휴 도모>,
http://www.seasail.cn/redirect.php?tid=5493&goto=lastpost，2009년 5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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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OMNIA’의 1/5∼1/3 수준이었다.

<삼성 i900 Omnia 휴대폰>

<삼성i900 Omnia 휴대폰을 모방한 산짜이 Anycat>

삼성의 OMNIA i900휴대폰은 지재권을 확보한TouchWiz 터치 보드, 3.2인
치/65K(색도)/240×400(화소)의 광폭 컬러스크린, 500만 화소의 자동 포커스
카메라(최대 매력포인트)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산짜이 Anycat는
TouchWiz 터치보드가 없으며 실제 사양도 OMNIA i900에 비해 크게 감소
되었다.
삼성은 곧 산짜이 Anycat 제조업체 추적 조사를 진행, 광둥(廣東)성 선전
시의 모 공장에서 동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삼성은 동 공장
을 지재권 침해로 법에 기소하지 않고 ‘윈-윈’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으로부
터 거절을 받았다.
b. 사례 분석

삼성은 ‘복종을 시키는’ 방식으로 산짜이 제조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삼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왜냐 하면 삼성은 중
국에서 사법적 경로를 통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고 사법관
련 부처의 지원을 얻는다 해도 산짜이 삼성휴대폰은 계속 생산되어 삼성휴
대폰이 확보한 중국시장의 점유율을 잠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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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짜이 제품에 대한 대응

가. 중국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산짜이 제품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들 산짜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도 강도 높은 조치로 산짜
이 제품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산짜이 제품
에 관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짜이 문제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와 기업들도 특허권 침해 현상이 존재하는 산짜이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1) 중국정부의 대응

중국정부는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정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지재권 분야의 관
리감독을 강화하여 상응한 국제 표준과 여건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
으며, 중국정부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지재권 보호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비록 중국에서 산짜이 제품에 관해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지만, 산짜이 제품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매우 확실하다. 즉 중국정부는 법률 체제 하에 위법 및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하
고 있으며,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2009년 4월 21일 있은 국무
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모든 사물을 장려하고 권장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117)。
중국정부는 산짜이 제품을 직접 겨냥한 규제정책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지재권 보호 관련 법률만으로 산짜이 제품의 타인 권리침해 현상을 무난히 해
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짜이 제품의 범위는 어느 정도 확대
117) 톈리푸(田力普)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산짜이’현상을 이지적으로 대해야 한다>,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9-04/23/content_11244264.htm，2009년 5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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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주로 직관적인 것 혹은 형상 등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형태에만 국한
되어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상응한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였다.
일례로 상표보호 법률제도, 특허 디자인 보호 법률제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보호제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국가 발전전략의 일부분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지재권 보호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를 취했다. 일례로 국가지식산권국은 2006년부터 관련 부처들이 함께 중국 지재
권 보호 행동계획을 제정했고,118) 2009년 4월 21일 국가지식산권국은 20개 국가
부처와 함께 ‘2009년 중국 지재권보호 행동 계획’을 제정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 촉매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재권 발전전략이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환경에서 입법, 법 집행, 심판, 메커니즘 보강, 선전/홍
보, 교육훈련, 국제적 교류와 협력, 기업 지재권 보호 추진, 권리자를 위한 서비
스 등 9개 분야와 관련한 170건의 세부적 규정들을 제정하여 중국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보강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은 상기 계획에 따라 입법 면에서 상표,
저작권, 특허 및 세관 지재권 보호 등 분야와 연관된 23건의 법률, 법규, 약관,
관리방법을 개정(제정)했으며, 3개의 사법 해석을 제정하였다. 또 법 집행 면에
서 중국은 지재권 침해 및 모방 등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서 9건의 행동
을 전개하고 12건의 조치를 취해 일상적 법 집행을 강화했다. 한편 중국은 심판
분야에서 7건의 조치를 취해 심판과정에 가시화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
사법적 보호 강도 등을 높였다.
2006년부터 산짜이 휴대폰의 중국 조세징수와 휴대폰산업 발전에 대한 부작
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종’ 방식으로 수
많은 산짜이 제조업체들을 정규적 관리감독시스템에 포함시켰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다.
2008년 8월 남방휴대폰검사측정센터(南方手機檢測中心)를 개설하고 중국공업
정보화부(정보화공업부) 타이얼실험실(泰爾實驗室, CTTL)로서 선전(深圳) 창
구를 개설하면서 휴대폰 검사측정 비용을 33% 하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
사측정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선전의 모 휴대폰설계회사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일련의 휴대폰 부양책을 출범시키는 것은 규모가 큰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로
118) <2009년 중국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시행, http://www.gov.cn/gzdt/2009-04/29/content_1299263.htm
2009년 5월 15일 방문.
- 87 -

중국 산짜이 문화의 지재권에 대한 영향

하여금 점진적으로 정규적 휴대폰 제조업체 반열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반면에 시장의 게임규칙을 위반한 모조․저질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한 단
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전시 공상행정관리국과 선전시
푸톈(福田)구 정부는 선전시 정부와 정보화공업부 통신연구원에 관련 제안서를
상정했다. 그러나 선전의 대다수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당국의 상기 변화
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119) 정책 측면에서 당국이 취한 산짜이 휴대폰
의 ‘정규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사법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산짜이 현상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
고 있다. 앞서 말한 사례의 일부 사법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짜이 제품의 타인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제적 법집행 측면에서 각급 행정부처는 산짜이 행위의 단속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식산업부(현 정보화공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
개 국가 부처는 2005년 11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대규모적인 휴대폰 시장 정돈
행동을 시작하였고, 공상행정관리부처와 공안부처는 지재권 침해 혐의가 있는
산짜이 모조브랜드 휴대폰에 대해 비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전시 푸
톈구 공안당국은 2007년 8월 22일 화창베이(華强北) 지역에서 노키아, 삼성, 모
토로라 등 유명 브랜드 휴대폰 부품을 경영하는 11개 상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 해당 브랜드의 산짜이 휴대폰 부품 약 1만 여 건을 몰수하고 13명을 구속
했다.120) 산둥(山東)성 이난(沂南)현 공상행정부처는 현지 휴대폰 상가의 산짜
이 휴대폰 판매상황을 점검했고121)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중국 최초로
2009년 2월 온라인 산짜이 제품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타오바오닷컴(淘宝網)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122) 이는 온라인 산짜이 제품 마케팅이
갈수록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밖에 언론매체에 의하
면 ‘피자헛(pizzahut, 必勝客)’을 모방한 ‘비성후(必勝糊)’, 중국 체조의 제왕 ‘리
닝(李寧)’을 모방한 ‘리밍(李明)’, 스타벅스(星巴克)를 모방한 바커싱(巴克星), ‘하
119) <공업정보화부, 산짜이 휴대폰 검사측정요금 하향 조정 촉구>,
http://demo.php168.com/news/bencandy.php?fid=9&id=126，2009년 5월 20일 방문.
120) <유명 브랜드 모조 휴대폰 판매, 화창베이(華强北) 11개 휴대폰 상가 돌격 조사>,
http://www.szxf.net/Article/q1/sz2007/200708/65684.html，2009년 5월 20일 방문.
121) <산둥(山東)성 이난(沂南)현 공상행정관리부처, ‘산짜이’휴대폰 단속 강화로 휴대폰시장 공평성 유지>,
http://www.shanzhaixiehui.cn/clan/Mobile/1975.html，2009년 5월 20일 방문.
122) <베이징, 중국 최초로 온라인 산짜이 제품 판매행위 단속에 나서…산짜이 제품 관리감독 강화의 청신
호>, http://tech.sina.com.cn/i/2009-02-09/08092803757.shtml，2009년 5월 20일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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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다즈(Haagen-Dazs, 哈根達斯)’를 모방한 ‘하건보쓰(哈根波斯)’ 등 산짜이 브
랜드 간판을 내건 상업가가 난징(南京)시 번화 상가인 원안제(文安街)에 나타나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황당한 산짜이 거리로 불렸다. 그러나 상기 산짜이 브랜드
간판을 내건 상가들은 불과 며칠만에 공상행정부 처의 관여하에 자취를 감추었
다. 2008년 12월 하순 모 매체가 베이징, 난창(南昌) 등의 지역에서 ‘산짜이 약
품’ 다량 유통되고 있는 기사를 등재한 후 각지 공상행정관리 부처들은 긴급 출
동해 다량의 모조․저질 약품들을 압수하였다.123)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정책을 통해서도 산짜이 제조업체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신랑과기(新浪科技)의 2008년 12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 푸톈
구정부가 발표한 ‘2008년 푸톈구 경제발전을 위안 자금 지원대상 기업’ 명단에
휴대폰기업도 선정되었으나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
다.124)
2) 중국기업의 대응

직접적 경쟁자인 중국의 관련 브랜드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산짜이 휴대폰 문
제와 관련해 일치되게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 근래에 ‘버드(Bird, 波導)’, ‘어모이(Amoi, 夏新)’, ‘레노보(Lenovo,
聯想)’, ‘하이얼(Hier, 海爾)’, TCL 등 중국 휴대폰 브랜드들은 산짜이 휴대폰에
밀려 시장에서 탈락했거나 타 업체에 매각된 실정이다. 이와 반면에 ‘K-touch
(天語)’, ‘Gionee(金立)’, ‘Dopod(多普達)’ 등 미디어텍의 MTK칩을 채용한 새로
운 중국 휴대폰 브랜드들은 점차 산짜이 휴대폰 반열에서 탈피하여 국가 관리
감독시스템(정규 관리감독시스템)에 포함되었다.
상기 정규 업체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부질없는 원망과 대조되게, 중국 통
신장 비 메이커인 화웨이(華爲)는 보다 실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웨이가
운영하는 관영 웹사이트인 www.hisilicon.com에 의하면 2004년 10월에 설립된
Hisilicon (海思)반도체유한회사의 모체는 1991년 창설된 화웨이집적회로설계센
123) 자오징(趙靜), 자오하이옌(趙海燕), <법률의 헛점을 파고든 산짜이 문화>, <법정내외(法庭内外)>, 2009년
2월호.
124) 선전시 푸톈 구정부는 여러 업종의 600여 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 구체적 포상금과 지원대
상 기업 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 그 중 위룽(宇龍)-Coopad만 해도 300만 위엔의 포상금을 획득했으
며, 중싱(中興)과 ‘Gionee(金立)’등 통신설비 제조사들도 지원자금을 확보함.
http://tech.sina.com.cn/t/2008-12-30/00482702724.shtml，2009년 5월 2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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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서 Hisilicon의 본무는 선전에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미국 실리콘밸리, 스
웨덴에 각각 지사를 설립했다. Hisilicon은 국가방송영화TV총국이 주최한 ‘2009
년 중국 국제 방송TV 정보망 전시회(CCBN2009)’에서 최적의 성능 대비 가격
을 갖춘 K3 CMMB(China Multimedia Mobile Broadcasting) 스마트폰 솔루션
을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Hisilicon K3 플랫폼의 적은 투입, 고성능, 저원가,
저소비, 최단 시간 내 제품화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으며, Hisilicon은 차별화된
최적의 모바일TV 스마트폰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125)
모 전문가는 “화웨이 Hisilicon K3 플랫폼은 MTK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해당 플랫폼은 대중화 저가 노선을 택한 MTK와 달리 명품
화 노선을 택했다. Hisilicon K2 플랫폼은 원가가 낮은 엔터테인먼트형 스마트
폰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마진이 극도로
낮아진 현 시점에 화웨이가 Hisilicon K3 플랫폼을 이용해 휴대폰 솔루션시장에
진출함은 동 시장에 대한 훌륭한 보충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중국 브랜드 휴대
폰 플랫폼이 단일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장적 측면에서 차별화를 지향하
는 것은 화웨이가 휴대폰 솔루션시장 진출의 전기이자 경쟁사들에 실력을 과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126)
나. 외국기업 및 대만기업의 대응

각국 브랜드 제조업체들은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산 산짜이 제품을 근절시켜
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다섯 번째 사례의
경우 외자기업(대만, 홍콩, 마카오 기업 포함)들은 사법보호 루트를 통해 자체적
지재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짜이 현상의 복잡성때문에 산짜이 제품을
근절한다는 비현실적이다. ‘한일 양국의 산짜이 현상에 대한 시각’ 기사에서도
삼성이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를 발견한 후에 이례적으로 법에 소송을 걸지
않고 협력 제안을 했고, 이로부터 산짜이 제품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전부가
타 업체의 지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그 중 일부는 모방을 통해 혁신을 실
현한 사례도 적잖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외자기업들이 산짜이 제품의 유행을
125) <Hisilicon(海思) K3 CMMB 스마트폰 솔루션, ‘CCBN2009’서 화려하게 등장>,
http://www.hisilicon.com/cn/news/news/20090326.htm，2009년 5월 26일 방문.
126) <화웨이 Hisilicon K3 플랫폼 등장, 산짜이 휴대폰 성행에 부채질 할 듯>,
http://www.qudao168.com/a2009/0518/363/000000363122.shtml，2009년 5월 26일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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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원인의 하나이다.
중국의 시장이 거대한 점을 감안하여, 대다수 외자기업들은 화웨이(華爲) 등
중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보다 실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대만 CPU
제조사인 비아텍(Viatech)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제휴함과 동시에 UMC(聯
電) 산하의 TW(聯陽) 반도체, CintiQ(新帝),AMI 등 PC 제조업 분야의 미들스
트림 및 다운스트림 업체 15개를 결합시켜 ‘오픈형 모바일플랫폼 산업전략 컨소
시엄’을 결성했다. 동 컨소시엄은 중국 범용 소형 노트북시장 공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 컨소시엄 발족이 중국 산짜이 노트북시장 발전에 촉
매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127)

<‘오픈형 모바일플랫폼 산업전략 컨소시엄’ 결성 발표회 현장128) >

127) 리숴(李碩)，<산짜이 노트북 문화 분석>, http://zl.pcw.com.cn/post/216/38486，2009년 5월 26일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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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사의 산짜이 노트북인 넷북(Net Book)에 대한 태도 또한 매우 모순
적이다. 해당사는 산짜이 노트북을 후원할 것이라는 성명을 조심스럽게 발표한
3개월 후인 지난주에 마케팅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중국 빅3 통신사업자의
3G 넷북이 대규모로 시장에 출시된지 한주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인텔이 취한
상기 조정은 화제가 되었다.129)
2009년 2월 양쉬(楊叙) 인텔 중국지역 CEO는 시안(西安)에서 있은 기자회견
에서 “당사는 조만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넷북시장 수요에 부응해 산짜이 노트
북 제조업체들을 후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 후 인텔의 대리상들은 산짜이
노트북 제조사들에 ‘Atom’(넷북용 프로세스 플랫폼)을 납품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양 콤비네이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장 심각한 ‘슬럼프’를 겪던 산짜
이 휴대폰 제조사들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인텔은 2009년 5월초부터 산짜이 넷북 제조사들에 대한 ‘Atom’프로세서 플랫
폼 조달을 중지함과 동시에 기타 지역의 ‘Atom’ 재고물량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해당사가 산짜이 노트북 제조사들의 프로세서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의
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의하면 향후 넷북의 최대 판매루트로 떠오를 통신사업
자들이 넷북을 대규모로 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前期) 넷북 입찰에 낙
찰된 업체들은 모두 정규적 브랜드 PC 제조사들로 산짜이 업체가 전무한 것으
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인텔은 빅3 통신사업자의 압력과 ‘Atom’ 공급부족으
로 인해 산짜이 노트북 제조사들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다.
다. 산짜이 제품에 대한 성공 및 실패 대응사례와 원인
1) 사법적 대응 사례
a. 사법적 대응 성공사례[일본 JUKI와 쑤저우시 완핑미싱장비 유한회사
(菀坪縫制設備有限公司)의 미싱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분쟁]

128) 사진 출처: http://www.shanzhaibenben.com/fun/shanzhaiyoumo/200904/774.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129) <인텔, 산짜이 넷북 제조사에 등을 돌려>,
http://notebook.ccw.com.cn/news/htm2009/20090512_625297.shtml，2009년 5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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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주키(JUKI)는 일본의 공업용 및 가정용 미싱 전문 제조업체로서,
2001년 8월 31일 JUKI사는 국가지식산권국에 ‘미싱 케이스’의 디자인 특허
를 출원했으며, 2002년 4월 10일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2007년 JUKI사는 완
핑미싱장 비유한회사(이하 완핑미싱)가 제조한 ‘바오자(寶佳)’ 브랜드
BJ1341 모델 미싱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디자인 특허권 침
해행위로 법원에 완핑미싱을 제소하였다.
2008년 9월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완핑미싱에게 JUKI 디자인 특
허권을 침해한 미싱제품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사용 내역서 및 광고홍보자
료를 폐기 및 JUKI의 경제적 손해 10만 위엔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
러나 피고 완핑미싱은 동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
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原 판결을 유지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JUKI 미싱 디자인>

<바오자(寶佳) 미싱 디자인>

b. 사법적 대응 실패사례[피아트(FIAT)와 창청징링(長城精靈) 간 자동차
디자인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

2008년 7월 16일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은 1심에서 중국 창청자동차회사
(中國長城 汽車公司, 이하 창청자동차)가 제조한 ‘징링(精靈)’모델이 이탈리
아 FIAT사의 유명한 랜도(Landaulet)형 승용차인 팬더(Panda)를 모방한 것
이라고 판결함과 동시에 유럽지역에서 ‘창청징링’ 모델의 판매를 금지시켰
다. 해당 법원은 1심에서 ‘창청징링’과 FIAT ‘Panda’의 디자인이 똑같다고
판결하고 창청자동차에 1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창청자동차는 이탈리아 1심 법원의 판결 후 상급법원에 상고했다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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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30) 창청자동차가 이탈리아에서 패소한 닷새째 되는 날(7월 21일)에 허베
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중급 인민법원은 창청자동차가 FIAT ‘Panda’
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고 FIAT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자 FIAT사는 스자좡시 고급인민법원의 상고하였다. 2008년
12월 29일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FIAT사의 상고에 대하여 ‘창청징링’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하였다.131)
동 사례에서 법원은 FIAT ‘Panda’디자인 특허가 전시된 사진과 ‘창청징
링’모델을 비교한 후 주시도(主視圖), 좌시도(左視圖), 우시도(右視圖), 후시
도(后視圖)가 모두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더욱이 일반 소비자
들이 주목하는 모델의 정면과 꼬리부위의 차이점이 가장 뚜렷하므로 소비자
들이 상기 두 모델 디자인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디자인 비교
‘창청징링’

망상구조의 정면
grizzly screen

FIAT

차 정면 커버 가운데 두드
러진 능선(稜線)이 있음.

Crossband
모양의
정면grizzly screen

차 정면 커버가
편평함

U형nosewing

충돌
방지
바(Bar)
가
없음.

제형모양의 공기유입
grizzly screen

능형 전조등

안개등 위치가
밖으로 튀어 나옴.

구형모양의
공기유입 grizzly
screen
안개등 위치가
안으로 처졌음

구형 전조등
충돌방지 Bar가
있음

130) <이탈리아 법원, ‘창008/09/1713422072408-1.shtml， 2009년 5월 20일 방문.
131) <FIAT의 상소 청구 기각, ‘창청징링’의 FIAT 디자인특허 불침해로 최종 판결 나>,
http://www.wabei.com/news/200901/178098.html， 2009년 5월 2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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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적 루트를 통한 대응의 성공 및 실패 원인

상기 두 사례는 외국제품과 중국 산짜이 제품 간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분쟁
을 사법적 루트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 사례이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다. 자동차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경우, 똑같은 분쟁인데 이탈리아와 중국 법
원 및 관련기업의 판단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권리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되며, 충분
한 사전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
송 관할지역, 소송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은 상기 미싱 디
자인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원고(JUKI)는 소송청구 전에
충분한 논증과 준비를 한 반면에 피고(寶佳)는 자체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불
충분한 외에도 소송 전문 대행인에 의뢰하지 않았기에 패소하고 말았다.
3) 기술 P&R(Public Relations)형 성공사례 및 원인

화웨이(華爲)의 K3플랫폼 개발과 관련 지재권 침해 사건과 대만 비아텍
(Viatech) 프로세서공장 지재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외자기업들은 중국 산짜이
제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석하는 자세를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에서 산짜이 제품은 방대한 소비군을 갖고 있기에 강압적 방식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지재권 침해 혐의가 있는 산짜이 제품에 한하여, 사법적 루트를 통해 해결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특허권
과 상표권 침해 사건이 날따라 감소될 것이다. 한편 지재권 침해가 구성되지 않
은 산짜이 제품에 대하여서, 외자기업들은 경쟁자의 자세로 대함이 보다 실용적
이다. 이익사슬 면에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영원히 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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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짜이 문화를 크게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 두가지
로 나눌 수 있으며,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의 미래 발전추이에 대한 분석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 산짜이 제품에 대한 전망

산짜이 제품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서
‘모방’에 의한 원시적 축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일본
도 미국 등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면서 기술혁신을 실현했으며, ‘모방’은 단순
한 ‘복제’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 담겨 있다.
중국의 일부 산짜이 제품들은 이미 혁신적 요인을 구비하고 있다. 당연히 원
천적 혁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난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혁신과 도입, 소화,
흡수 후 재혁신을 결합시키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보다 현실적
이다. 소화, 흡수 후 재혁신의 모델은 흔히 산짜이 제품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산짜이를 자주혁신과 가치혁신의 필수적 단계로 간주
할 수 있다.132)
그러나 중국 산짜이 제품 중 상당수는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한 불법․모조 제
품이며 해적판이고, 품질보증이 없어 소비자의 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
고 사회적으로 지대한 안전폐해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품질
이 보증되는 산짜이 제품이라 하더라도 혁신의식이 자율적인 단계로 승화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저가제품으로 제조업의 주류가 될 수 없는 문제점 및 한계점
132) 산짜이 문화 초안, http://swpuxiaobao2009.blog.163.com/blog/static/113809943200931341441855/，2009년 5
월 2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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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산짜이 제품을 전면 부정하지도 지나치게 내세우지도 말고 실사구시
의 자세로 산짜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인도
해야 한다. 필자는 중국정부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제품 단속 강화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저작권국, 각급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의 산짜이 제품에
대한 인식 및 각급 정부기관이 마련한 대응책을 보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제품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 법치제
도 보강을 위한 포괄적 요구이자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기술혁신을 제창하고 독자적 지재권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짜이 제품들은 독자적 기술과 독자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해
저가 및 저급의 기술 노선을 걷고 있다.
중국정부가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제품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
우, 산짜이 제품의 선순환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 지재권의 건강한 발전
을 장려하는 기본적 발전전략에도 위배된다. 이는 결코 중국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짜이 제품을 금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실제 행
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으며, 그 중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행위는
명백한 지재권 침해 행위에 속하므로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타기업)의 디자인과 상표를 모방했거나 일부 변경시켜 사
용한 행위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토종
브랜드와 외자 브랜드를 막론하고 모방대상 기업은 모두 법률 무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지재권 침해제품 인증에 관한 법제도가 비교적 완비되었
으므로 모방대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제품 단속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무허가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터넷으로 수집한 정보 혹은 본 과제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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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 제품들의 최대 문제점은 품질 보증과 A/S서비스가 없고 각종 자격이 완비
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질인증 자격과 안전생산 자격을 취
득하지 못한 것 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수 산짜이 제품 제조업체들이 사
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짜이 제품의 이같은 현황은 소비자의 안
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크게 교란시킨다. 따라서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처, 품질관리부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의 협동 조사와 단속
은 상기 무허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시장의 공평한 경쟁질서 유지에 이롭다. 현재 중국의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처들
은 일련의 대안을 마련해 산짜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 산짜이 제품을 ‘재편성’하여 합법적 관리감독시스템에 포함

산짜이 제품에 내포된 긍정적 요인(혁신의식 등)은 인정해줌과 동시에 ‘복종
및 재편성’ 방식으로 합법적 관리감독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며, 산짜이 제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규범적 운영을 통한 제조․판매 규모를 확대시켜 더욱 많
은 일자리 및 생산가치와 사회가치를 창출하게 하여야 한다. 산짜이 제품 제조
업체의 ‘복종 및 재편성’과 관련하여 당국은 별도의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
를 들면, 산짜이 휴대폰을 정보통신 시스템망 가입 인증시스템에 포함시켜 국가
의 획일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기업 운영 면에서 협업을 권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M&A),
기술협력,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의 협력 강화 등의 방식으로 침체된 시장환
경과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산짜이 제품 제조업체가 활력소 역할을 하고
경제회생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4)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 산짜이 제품 제조업체의 혁신력 향상

현재 중국 제조업체들을 크게 ‘고양이를 보면서 그린 호랑이로서 형상은 근사
하지만 호랑이의 위풍이 보여지지 않는’ 유형의 기업, ‘고양이를 보면서 그린 고
양이가 고양이가 아닌데 그래도 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 ‘고양이를
보면서 그린 팬더, 청출어람(靑出于藍) 청어람(靑於藍)’ 유형의 기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133)
중국 산짜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의 경제에 진입하
- 98 -

7. 전망

여, 단순한 ‘모방’에서 ‘자주혁신’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다. 일례로 ‘K-touch(天
語)’, ‘Gionee(金立)’, ‘Dopod(多普達)’ 등 업체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
일본 등 국가들도 모방-혁신의 단계를 거쳤으며, 중국은 동 단계를 늦게 맞이하
고 그 과정이 해당 국가에 비해 좀 짧은 뿐이다.
5) 산짜이 제품의 미래 시장과 발전

산짜이 제품은 유형별로 시장 잠재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짜이 휴대
폰 모델은 기타 산짜이 제품 영역에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산짜이 평면TV, 산짜이 카메라, 산짜이 자동차의 경우 중국 산짜이 기
업들은 자체적인 기술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정품 브랜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비군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지 못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산짜이 제품의 미래는 중국 저소득층 소비시장 규모와 소비
성향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중국시장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
제품이 중국 저가 소비시장에 진입하려면 저가의 소비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격대가 낮고 적응성이 높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짜이 제품, 특히 산짜이 휴대폰의 발전은 중국시장의 특유한 산
물로 밀수 휴대폰과 리트레이드(Retread) 저질 휴대폰에 비하면 자립을 지향하
는 기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당국은 산짜이 휴
대폰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장기적 효과에 염두를 둔 관리
감독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133) 제1 경지의 산짜이 제품은 흔히 기술 집약도가 높지 못하며, 정규 브랜드 모조방식으로 만들어낸 제품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품격이 보여 지지 않는다. 동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시중에서 어떤 제품이
유행되면 그대로 모방하여 저가에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
제2 경지의 산짜이 제품은 모방대상이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승화되었으며 기업 실
력, 브랜드실력, 모방수준이 모두 상당하다. 해당 제품 제조업체들은 타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아이디어를 주입하여 보다 정교하게 만든다. 동 제품에는 모방자 본인의 아이디어가
깃들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끈다.
제3 경지의 산짜이 제품은 타인의 기술성과를 업그레이드, 혁신시켜 지재권을 확보한 제품이다.
리광더우(李光斗), <산짜이천국 중국, 중국인의 모방능력은 얼마나 강한가>，<탁월한 경영관리(卓越管
理)>，200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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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짜이 문화의 전망

중국청년보사회조사센터(中國靑年報社會調查中心)와 QQ닷컴(騰訊網, www.qq.com)
뉴스센터가 2,16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산짜이
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자들은 산짜이 문화가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확산되지 않도록 제지시켜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
율은 각각 56.9%, 19%, 24.1%에 달했다.134)
산짜이 문화를 단순하게 산짜이 제품과 동일시하거나 ‘표절 해적판’의 대명사
취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확실히 일부 ‘산짜이 문화 제품’은 지재권
침해, 위법 등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해당 제품은 산짜이 문화의 주류가 아니다.
산짜이 문화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서민문화, 민간문화, 풀뿌리문화, ‘시골뜨기’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마땅히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제창해야 한다.
산짜이 제품이 ‘브랜드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산짜이 문화도 ‘고상한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 ‘시골뜨기’와 ‘양춘백설(陽春白雪: 훌륭한 가곡)’은 장기
적으 로 병존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공공도덕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나타난 산짜이 문화는 인류문명의 진보로 중국 문화산업과 문화사업
의 번영 발전에 일조할 것이다. 한마디로 산짜이 문화의 발전전망은 매우 밝다
고 할 수 있다.
1) 법률체제 하에 지재권을 침해한 산짜이 문화 단속 강화

근래에 중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리얼리티 TV쇼(reality TV show), ‘짓궂은
장난’ 등 산짜이 현상은 문화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으
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짓궂은 장난’ 혹은 ‘개그’ 타입의 동영상은 기타 영화TV
작품의 화면, 음악 혹은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 등을 무단적으로 사용한 것으
로 타인의 지재권 중에 여러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 예를 들면, 저자의 연
역권, 정보망 전파권 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원저작자가 사법루트를 통해 기
소했을 경우, 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산짜이 문화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134) <일파만파로 퍼져가는‘산짜이’ 붐>, http://www.cyol.net/zqb/content/2008-09/18/content_23620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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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야 한다.
2)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

연기자의 풍격 혹은 종합예술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등에 대한 모방은 저
작권 보호 대상 제품 혹은 연기자의 권리와 저촉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대상
콘텐츠와도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관련 모방형 산짜이 문화제품, 예를 들면, 산짜이 ‘백가논단’, 산짜이 ‘구정 특집
방송’, 산짜이 영화 등은 그 존재와 전파를 허용해야 하지만 여론으로 정확한 방
향으로 인도하여 모방대상 문화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30년의 개혁과 변혁을 거쳐 문화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한편 포용성
도 뚜렷이 높아졌으며, 다원화 문화구도가 반전 불가능한 기본추세가 되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싹튼 산짜이 문화는 중국 문화 현황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상호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여 주류, 체제 등의 탄성(유연성)을 높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때문에 현 시점
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통해 문화사업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명확
한 추세이며, 현 단계 중국 문화의 일부분인 산짜이 문화도 끊임없이 발전 변화
되어야 한다.
다. 종합 전망

결론적으로 산짜이 문화는 산짜이 제품이 성행된 후 여러 문화영역의 요인을
흡수해 형성된 준(準)문화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문화형태는 처음부터 산짜이
제품의 ‘모방’ 낙인(그 중 많은 산짜이 제품들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함)이 찍
혔을 뿐만 아니라 산짜이 제품이 주류 제품에 대항하는 낙인이 찍혔다. 이러한
문화현상의 출현과 성행은 일정한 필연성이 있으며, 인터넷이란 플랫폼을 통해
기존 중국의 국정, 특정 그룹 생존상태에 기반한 스스로 즐기는 풀뿌리문화, 서
민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산짜이 문화와 산짜이 제품, 지재권을 침해했
거나 침해하지 않은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의 구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소
비자의 권익 보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외에도 혁신성을 지닌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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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의 시장경쟁에 임하게 하여 선순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구조조정 단계에 처한 중국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조화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를 금지시킬
경우 수많은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를 규범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
권법을 비롯한 법제도는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 의 건강한 발전에 ‘고압선
(한계선)’ 역할을 해야 한다.
산짜이의 피해를 받은 기업들도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산짜이 현상을
대해야 한다. 즉 사법절차를 통해 능동적으로 산짜이 제품의 만연을 억제시키는
한편 중국 산짜이 문화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여 그 본질을 장악하여 보다 효과
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M&A, 제휴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손해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물론 중국정부의 산짜이 현상에 관한 각종 정
책과 제도가 WTO 관련조항 혹은 중국의 WTO 가입 시 제시한 약속 사항에 위
배된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본국을 통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
용하여 보다 공평하고 조화로운 투자여건과 국제무역질서를 마련케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산짜이 제품 규범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처, 법집행(행
정)부처, 사법부처 간에 각자의 직책을 분명히 하고 협조를 강화하며, 법집행 근
거인 법률제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135)

135) 리징(李靜), <’산짜이’제품으로 유발된 법률문제에 대한 반성>，<법제와 사회>，2009년 제2호，99-100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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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국 산짜이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표

현재 유행되고 있는 산짜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며, 산짜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조사는 학자들의 산짜이 현상 연구 참조용으
로 사용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동이공대학 법학원
2009년 5월
* 선택한 사항에 ‘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A. 성별: 남성( ) 여성( )
B. 연령: 만 18세 이하( ) 19-26세( ) 26-36세( ) 36세-50세( ) 50세이상( )
C. 근무경력: 무( ) 3년 이하( ) 10년 이상( )
D. 직업: 초등학생/고등학생( ), 대학생( ), 직장( ), IT서비스업( ), 도소매
업( ), 교사/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 정리해고자( )
E. 월소득: 1000위엔이하( ) 1000-3000위엔( ) 3000-5000위엔( ) 5000위엔이
상( ) 무직업자( )
2. 산짜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 Yes B. NO
3. 어디에서 산짜이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까?

A. TV, 라디오 등 매체 B. 신문 C. 인터넷 D. 타인에게서 들은 소식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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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이 알고 있는 산짜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A. 유명인 B.전자제품 C.문화상품 D.브랜드 액세서리, 의류 및 장신구
E. 식품 F. 자동차 G. 기타(
)
5. 산짜이 문화가 유행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
택 가능)

A. 풀뿌리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킴 B. 혁신과정에 필연적 현상
C. 법제도 미비 D.관리감독 부진 E.기타(
)
5.1. 산짜이 문화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A.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허용 B. 정확한 인도와 함께 규범화해야 함
C. 조사처리 및 금지해야 함
6. 산짜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A. Yes B. NO
*‘Yes’를 택했으면 아래 6.1-6.10 문제에 대답하고 ’NO’를 택했으면
직접 7번 문제에 대답해주세요.

6.1. 당신이 구매한 산짜이 전자제품은 어떤 것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A. 휴대폰 B. MP3 & MP4 & PSP C. 컴퓨터 D. 디지털카메라
E. USB F. 가전제품 G. 기타(
)
6.1.1. 어떤 루트를 통해 산짜이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A. 백화점. 전자제품 전매점 등 B. 전자제품도소매시장 등 C. 인터넷
D. 노점. 점포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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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당신이 구매한 산짜이 문화상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A.영화작품 B.음악작품 C.서적 D.게임작품 E.기타(

)

6.2.1. 어떤 루트를 통해 산짜이 문화상품을 구매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A. 백화점. 전자제품 전매점 등 B. 전자제품도소매시장 등 C. 인터넷
D. 노점. 점포 E. 기타(
)
6.3. 당신이 구매한 산짜이 브랜드 액세서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
수 선택 가능)

A. 의류 B. 트렁크 C. 신발 D. 악세서리 E. 기타(

)

6.3.1. 어떤 루트를 통해 산짜이 제품을 구매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A. 백화점 B. 인터넷 C. 노점, 점포 D. 의류도소매시장 등
E. 기타(
)
6.4. 당신이 구매한 산짜이 제품 가격은 정품 가격의 몇% 입니까?

A. 10%이하 B.10%-20% C.20%-30% D.30%-40% E. 40%-50%
F. 50%-60%
6.5. 산짜이 제품을 구매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A. 가격이 저렴함 B. 패셔너블함 C. 기능이 양호 D. 대중심리를 따름
E. 호기심에 . F. 허영심 때문에 G.기타(
)
6.6. 산짜이 제품의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A.廣東 B.浙江 C.江蘇 D.福建 E.山東 F.上海 G.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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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용하고 있는 산짜이 제품의 품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 만족스러움 B. 괜찮음 C. 불만족 D. 구매한 것을 후회함
6.8. 산짜이 제품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A.품질 보증 무 B.A/S서비스 무 C.시장질서 교란
D.각종 합법적 자격증 미취득 E.기타(

)

6.9. 산짜이 제품은 모조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
택 가능)

A. 산짜이 제품은 합법적이지만 모조품은 불법적임.
B. 산짜이 제품의 품질은 모조품에 비해 믿음직하고 안전함.
C. 산짜이 제품은 진짜이지만 모조품은 가짜임.
D. 산짜이 제품은 일정한 기술혁신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조품은 완전히 모방
한 것임.
E. 기타(
).
6.10.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산짜이 제품은? ______________.

7. 당신이 산짜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복수 선택 가능)

A.모조/저질 제품이기때문임. B.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했기 때문임.
C.산짜이 제품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음. D.기타(
)
7.1. 산짜이 제품을 구매 혹은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A. 있음. B. 미정 C.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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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신은 산짜이 제품과 산짜이 문화의 미래 발전추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A.점차 주류가 될 것 B.과도기적 제품으로 결국은 도태될 것 C.모르겠음
9. 당신은 외국이 중국산 산짜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A.지재권 침해행위로 간주함. B.관망세를 보임. C.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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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국 산짜이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상하이시 각 지역 시민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의 보편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100여 부의 유효 설문지는 상하시의 3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
이었다. 이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대학교 재학생들은
중국의 각종 선진적인 문화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주류 문화의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50부의 유효 설문지는 상하이시 쉬후이(徐匯)구 쉬자후이(徐家匯) 전자제
품도․소매시장 지역에서 확보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
는 동 지역이 상하이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디지털 전자제품 집산지이어서 전
자제품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50부의 유효 설문지는 상하이시 루완(盧灣)구 화이하이루(淮海路) 고급 오
피스 텔에서 확보되었다. 이 곳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동 지역은 상하
이시에서 고급 오피스텔이 가장 밀집한 곳으로 화이트 칼라 계층의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50부의 유효 설문지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번화한 난징루(南京路)에서 확보
되었다. 동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상하이시에서 상업
이 가장 집중된 곳이어서 의류 및 장신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약 50부의 유효 설문지는 상하이시 남부 기차역에서 확보되었다. 이 곳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동 기차역이 외지인 유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였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남성 138명, 여성 181명으로, 그 중 19‐26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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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118명,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자는 123명, 월소득 1000‐3000위엔인 자는 99명으로 가장 많았다(아래
그림 참조)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남성

138

43.3

43.3

43.3

여성

181

56.7

56.7

100.0

Total

319

100.0

100.0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만 18세이하

9

2.8

2.8

2.8

만 19∼26세

216

67.7

67.7

70.5

만 26∼36세

68

21.3

21.3

91.8

36∼50세

18

5.6

5.6

97.5

50세이상

8

2.5

2.5

100.0

Total

319

100.0

100.0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근무경력 무

118

37.0

37.0

37.0

3년 이하

123

38.6

38.6

75.5

3∼10년

13

4.1

4.1

79.6

10년 이상

65

20.4

20.4

100.0

Total

319

100.0

100.0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고등학생/초등
학생

22

6.9

6.9

6.9

대학생

139

43.6

43.6

50.5

직장

64

20.1

20.1

70.5

IT서비스업

30

9.4

9.4

79.9

도소매업
(유통업)
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16

5.0

5.0

85.0

32

10.0

10.0

95.0

정리해고자

16

5.0

5.0

100.0

Total

319

100.0

100.0

성별

Valid

연령

Valid

근무경력

Valid

직업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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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000위엔 이하
1000∼3000위
엔
3000∼5000위
엔
5000위엔이상

67

21.0

21.0

21.0

99

31.0

31.0

52.0

61

19.1

19.1

71.2

21

6.6

6.6

77.7

소득 무

71

22.3

22.3

100.0

Total

319

100.0

100.0

월소득

Valid

2. 산짜이문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

가. “산짜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301명은
‘Yes’라고 응답했고 ‘NO’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고작 18명이었다.
* 아래의 통계분석은 ‘Yes’라고 응답한 301명을 참조하여 완성된 것임.
나. “어디에서 ‘산짜이’정보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TV와 라디
오 방송’, ‘인터넷’, ‘남에게서 들은 소식’, ‘신문’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138명, 164명, 79명, 60명이었다.
다. “산짜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유명인’, ‘전자제
품’, ‘문화상품’, ‘브랜드 악세서리’, ‘식품’, ‘자동차’, ‘기타’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수는 각각 87명, 221명, 105명, 137명, 46명, 40명, 41명이었다.
라. “산짜이문화가 유행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풀뿌리계층의 수요 충족’, ‘혁신과정에 필연적 현상’, ‘법제도 미비’, ‘관리
감독 부진’, ‘기타’를 택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202명, 126명, 79명, 65명,
23명이었다. 그 중 일부는 “산짜이문화는 사회 다원화 발전의 상징이다”,
“산짜이는 중국인의 우매를 대표한다”, “중국국정에 걸 맞는 대중이 사랑
하는 문화이다”라고 응답했다.
마. “‘산짜이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사항에 “자유롭게 발전하
도록 관용해야 한다”, “정확한 인도와 더불어 규범화해야 한다”, “조사처
리,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80명, 194명, 2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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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짜이제품의 유통 문제

가. 산짜이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구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자 수는 각각 84명과 217명이었다.
나. 제품별로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54명(산짜이
휴대폰), 15명(MP3 등), 3명(산짜이 컴퓨터), 6명(디지털 카메라), USB(8
명), 5명(산짜이 가전제품), 12명(기타 산짜이 전자제품)이었다.
다. “어떤 루트를 통해 산짜이제품을 구매했느냐”는 질문사항에 백화점 및 전
자제품 전매점 등, 전자제품 도소매시장, 인터넷, 노점 및 점포, 기타 루트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23명, 32명, 26명, 18명, 4명이었다.
라. 산짜이 영화작품, 산짜이 음악작품, 산짜이 서적, 산짜이 게임작품, 기타
산짜이문화 상품을 구매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31명, 18
명, 17명, 21명, 13명이었다.
마. 백화점 및 전자제품 전매점 등, 전자제품 도소매시장, 인터넷, 노점 및 점
포, 기타 루트를 통해 산짜이 문화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자 수는 각각 13명, 24명, 21명, 27명, 4명이었다.
바. 산짜이 의류, 산짜이 트렁크, 산짜이 신발, 산짜이 악세서리, 기타 산짜이
장신구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35명, 23명, 21명,
12명, 13명이었다.
사. 백화점 및 전자제품 전매점 등, 전자제품 도소매시장, 인터넷, 노점 및 점
포, 기타 루트를 통해 산짜이 의류 및 장신구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
사대상자 수는 각각 18명, 24명, 25명, 27명, 4명이었다.
아. “구매한 적이 있는 산짜이제품의 가격대가 정규제품의 몇%였느냐”는 질
문사항에 10%, 10%‐20%, 20%‐30%, 30%‐40%, 40%‐50%, 50%‐60%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7명, 16명, 25명, 14명, 10명, 12명이었다.
자. “산짜이제품을 구매했거나 사용한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격이 저렴해서”, “패션러블해서”, “기능이 강대해서”, “호기심에 차서”, “허영
심에 차서”, “기타 원인”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58명, 19명, 17명,
14명, 15명, 10명,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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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짜이제품의 출처는 어디였느냐”는 질문사항에 ‘광둥(廣東)성’, ‘저장(浙
江)성’, ‘장쑤(.江蘇)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상하이(上海)’ , ‘기
타 지역’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55명, 25명, 12명, 21명, 5명,
10명, 12명이었다.
카. “구매한 산짜이제품의 품질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사항에 “만족함”, “괜찮
았음”, “불만족”, “구매한 것을 후회함”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
각 14명, 45명, 15명, 10명이었다.
타. “산짜이제품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사항에 “품질 보
증 무”, “A/S서비스 무”, “시장질서 교란”, “합법적 자격증 미취득”, “기타
원인”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44명, 50명, 13명, 15명, 10명이
었다.
파. “산짜이제품이 모조품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
문사항에 “산짜이제품은 합법적이지만 모조품은 불법적임”, “산짜이제품
의 품질은 모조품에 비해 믿음직하고 안전함”, “산짜이제품은 진짜이지만
모조품은 가짜임”, “산짜이제품은 일정한 기술혁신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
조품은 완전히 모방한 것임”, “기타”를 선택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23명,
28명, 15명, 30명, 10명이었다.
하.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산짜이 제품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사
항에 답안은 아래의 두 가지 경향을 보였다. 첫째, 대중화 제품이었다. 일
례로 ‘산짜이휴대폰’이라 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24명에 달했다. 둘째,
브랜드 제품이었다. 그 중 휴대폰 브랜드로 노키아(2명), Iphone(2명),
Dopod, 애플이 언급되었다. 한편 의류 및 장신구류는 GUGI, 식품류는 ‘캉
스푸(康師傅, 대만브랜드)’가 언급되었다.
4. 산짜이 불매 그룹에 대한 조사

가. “산짜이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사항에 “모조/저질
제품이기때문임”,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했기때문임”, “산짜이제품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음”, “기타 이유”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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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50명, 25명, 75명이었다. 그 중 “품질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명품
구매를 지지함”, “불필요함” 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12명, 2
명, 3명이었다. 이밖에 “산짜이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적 품위를 낮추
는 소행”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도 있었다.
나. “산짜이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있음”, “미정”, “없
음”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34명, 116명, 67명이었다.
5. 산짜이의 미래 발전 전망

가. “산짜이문화의 미래 발전추이는 어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점차
주류문화가 될 것”, “과도적 산물로 결국은 도태될 것”, “모르겠다”고 응답
한 조사대상자 수는 각각 32명, 176명, 93명이었다.
나. “외국인이 중국산 산짜이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
사항에 “지재권 침해행위로 간주”, “관망세 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조
사대상자 수는 각각 96명, 92명, 1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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