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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페셜

두 번째 포인트 (1)

그린디자인과 함께 변화하는

소재에 주목하라

/ 녹색전쟁의 서막을 알리다

/ 소재 디자인의 가치를 바꾸다,

/ 친환경 소재 선택이 아닌 필수,

고미현 디자인맵 연구원( , sheis1227@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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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전쟁의 서막을 알리다

세계 각국에서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의 실천이 분주하게 움직임,

에 따라 산업전반에 걸친 디자인영역에서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바야흐로 녹색전쟁이 시작되었음

현재 소비시장에서 환경 친화적 디자인을 요구하게 된 배경

+
○ 국내 에너지소비와 생산구조는 해외 의존형 탄소 다배출형 체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는 탈석유와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상황임.

○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친 디자인 분야도 친환경UN

소재의 활용이 필수 시 되어 환경성이 제품 경쟁력으로 작용

○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소비자와 직결되는 디자이너의 사

회적 의무이자 역할로서 자리매김한 지금 그린 디자인 실현을 위한 친환경 소재 선택의 중요성,

은 날로 강조되어감.

○ 디자이너가 전적으로 환경적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과 제조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임은 틀림없음.

친환경 소재사용 선택의 중요성

○ 국제적 환경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화 및 화학물질의 사용제한으로 그린 디자인에 있

어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구축 또한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됨

/ 년 네덜란드는 가 수출하는 게임기인 의 주변장치에서 기준치를 넘어서2001 SONY TV PlayStationⅠ

는 카드뮴을 발견하였고 는 전량을 본국으로 회수함SONY .1)

/ 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더욱 엄격해지는 규제에 대응하기위해 기존 공급망과 내부SONY

관리체계 및 모든 분야에서의 관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 일본 등도 유해물질의 자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환경규제를 강화시킴, .2)

○ 환경규제를 통한 자국 내의 환경보호 및 기술무역장벽 의 도구로 활용(TBT)

○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해물질의 대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비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1/

지속가능산업동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5.03.25

2/

이석우 국제 환경협약 규제 현황 및,
유해물질 분석, 2005.8.10

저탄소

녹색성장계획

지속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소재의

활용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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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 디자인의 가치를 바꾸다,

그린 디자인의 조건은 제품기획의 소재선택 및 제조과정 사용 후 폐,

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광범위 해지고 있으

며 이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화학소재의 발전도 향상되고 있음,

천연 소재의 유한성에 대비하여 환경 친화적인 화학 소재의 연구는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분야임,

친환경 화학소재와 활용사례(1)

생분해성 플라스틱

○ 생분해수지 천연고분자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그린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 , ,

스틱이라고도 함.

○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유기자원 을 이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용 후에는 토양(Biomass) ,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 가능함.

○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 고가라는 것이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최근에는 전분과

같이 저렴한 천연고분자나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원가를 낮추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1)

○ 식물성 전분은 가격이 저렴하고 자원이 풍부해 공급이 용이한 특성으로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으

며 박테리아나 균 등의 미생물에 의해 식물이 분해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물과 탄산가,

스로 완전히 분해됨.

○ 환경 친화적 미래 산업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실용화단계에 접어들어 일회용품이나 쓰, ,

레기봉투 등의 형태로 널리 상용화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움직임이 활발해져 공기청정,

기 비데 등의 사출성형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침· .

○ 자연환경 조건하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 가능하여

유기성 폐기물 전용수거봉투나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사용할 경우 퇴비가 되거나 토양에 완전히

흡수되어 별도로 분리 또는 수거할 필요가 없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함.

○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소재는 가공성 유연성이 부족하여 필름 일회용품 쓰레기봉투 등의 일, , ,

부 제품에만 한정돼 사용되고 있으며 원가가 높아 일반 석유합성 플라스틱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음.2)

CASE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 사례

감자전분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사용 후 스스로 생분해되어 따로 분리할 필요 없으며 환경 호르. ,

몬이 노출되지 않아 음식 용기나 패키지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의 감자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식기류와 일회용품vegware 3)

1/

이준우 정의섭 김강회 친환경, , , “

소재기술 생분해성 수지의 실용화- ,

어디까지 왔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동향,

이노엔진 제 호95 , 2006.1.4

2/

에콜그린 웹사이트,

http://www.ecolgreen.com/

3/

웹사이트vegware ,™

http://www.vegware.com/

http://www.vegware.com/catalogu

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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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등을 사용한 친환경폰

리클레임 을 출시했다 휴대폰의 외부 소‘ (Reclaim M560)' .

재는 물론 부품 휴대폰 패키지 등까지 모두 친환경 컨셉에,

맞춰 개발되었다.

리클레임 휴대폰 패키지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를 재활용70%

소재로 제작했고 포장재 내 외부 인쇄에 환경 친화적인 콩, ·

기름을 사용하였으며 종이로 두껍게 만들어지던 사용자 매뉴,

얼도 인터넷 사이트로 대체하였다.

삼성전자의 친환경 옥수수폰 리클레임‘ (Reclaim M560)'1)

도코모 사에서 환경 친화적인 휴대폰인NTT

를 출시했다‘NEC N701i ECO’ .

는 약 에 달하는 높은 식물성분N701i ECO 90%

비율로 제조되었으며 도코모 사는 자사만의 기술을,

적용해 기존 바이오제품보다 내열성과 강도를 한층

개선했다 한편 제조과정에서도 기존의 수지. , ABS

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전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기치로 걸었다.

도코모사의 친환경 휴대폰NTT NEC N701i ECO2)

오스트리아의 대표 유통업체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바이오Interspar

봉지는 감자녹말 전분 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부패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 )

로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의 소각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이.

오가스용 발전 설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제품이다 실제로 기존.

의 비닐 쇼핑백이 자연 분해되는 데 년이나 걸리는 데 반해 바이오 쇼핑백 제450 ,

품은 일 정도면 자연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의 비닐30~50 .

제품과는 달리 통풍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과일 채소 빵 등의 제품을 보다 신선한, , ,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3)

에서는 자사의 프리미엄 샘물 제품인America Inc.,

브랜드의 성형 보틀에 카길다우 의BIOTA LLC

폴리락티드 아시드 재질을 적용하NatureWorks (PLA)™

였다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보틀은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된 생분해성 화합물을 재료로 하여 제품 사용 후

버리면 일 만에 분해가 된다80 .

America Inc., BIOTA4)

네트웍스가 국내 최초로 일반 석유합성 플라스틱보다SK

성능이 뛰어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에콜그린‘

을PLA(Ecol Green PLA, PLA = Poly Lactic Acid)’

개발 국내 외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

착수했다

에콜그린 소재로 만들어진 프랑스 수출용 탈취정화기 제품‘ ’PLA 5)

1/

삼성전자 웹사이트,
http://www.samsung.com/us/
http://www.samsung.com/us/con

sumer/mobile/mobile-phones/spri

nt-phones/SPH-M560BLASPR/ind

ex.idx?pagetype=prd_detail&INT=u

s_mobilephonesubtype_sprint_recl

aim

2/

웹사이트docomo ,

http://www.nttdocomo.co.jp/

http://www.nttdocomo.co.jp/supp

ort/utilization/product/n701i/inde

x.html

3/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KOTRA, Green Report , 2009「 」

Vol.3, p.33

http://www.exportcenter.go.kr/

4/

웹사이트BIOTA ,

http://www.biotaspringwater.com/

http://www.biotaspringwater.com/

?q=newsroom/photos

5/

에콜그린 웹사이트,

http://www.ecolgreen.com/

http://www.ecolgreen.com/include

/content.php?pageID=ID12052834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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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오 (INGEO )™

○ 옥수수를 바이오공법으로 만든 인지오 는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신100% (INGEO )™

소재로 국내는 물론 북미 유럽 일본 등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

○ 인지오 섬유의 경우 아기팔뚝만한 옥수수 개에서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실을 뽑아내면4

서도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땅에 묻으면 개월에서 년 뒤 분해되어 환경오염을6 1 100%

일으키지 않음.

○ 지난 년 개발된 인지오 플라스틱은 옥수수인 식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플라스2005

틱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감소량이 큼.1)

○ 현재 인지오 플라스틱으로 식품 포장용기 그릇 섬유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등 실용적이고 저, , ,

렴한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여 곳임100 .

CASE 인지오 적용 사례

벽지를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들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았지만 다년간 노력한 결과 서울벽지에서 세계,

최초로 옥수수전분을 이용한 친환경 벽지를 개발하였다 이 벽지는 기존 염화비닐수지 벽지와 달리 사람이 먹는 옥. PVC( )

수수전분으로 만드는 벽지이자 세계 최초의 곡물벽지로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성분이 없으며non-PVC ,

생분해성 원료로 땅속 토양세균에 의해 년 정도면 완전히 썩는 친환경 벽지이다1~2 .

세계 최초의 곡물벽지 옥수수가‘ ( )’家 2)

숨 쉬는 기저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저귀 세계 최초로 변기에 버릴 수, ,

있는 기저귀가 있다 기존의 일회용 기저귀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연약한.

아기피부에 해로우며 땅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 .

미국 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디자인된 신개념cradle to cradle (C2C)

일회용 기저귀 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 변기eco-friendly gDiapers

에 버릴 수 있고 그냥 버려도 일 정도면 완전분해 되어 자연으로, 50~150

돌아가는 친환경 기저귀이다.

숨 쉬는 친환경 기저귀 gDiapers3)

벨루 의 플라스틱 병은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Belu)

분해가 가능하다 기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백100% .

만년이 걸리는데 비해 벨루는 완전히 분해되는데 주밖12

에 걸리지 않는다.

옥수수를 활용한 플라스틱 병4)

1/

웹사이트Nature Works LLC ,

http://www.natureworksllc.com/

2/

서울벽지 웹사이트,

http://www.ebeautifulhouse.com/

http://www.ebeautifulhouse.com/f

ront/php/product.php?product_no

=3944&main_cate_no=122&displa

y_group=1

3/

웹사이트gDiapers

http://www.gDiapers.com/

http://www.gdiapers.com/gdiaper

s101

4/

웹사이트Belu water ,

http://www.belu.org/

http://www.belu.org/about/produ

c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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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플라스틱

○ 탄소섬유 합성물질은 당 강철보다 배의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kg 6~12

있으며 가벼운 중량으로 자동차등의 연료 효율에 적합하지만 고가의 제작비용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음.

○ 최근에는 탄소섬유를 강화 플라스틱 형태로 연속압축(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성형 가공하여 항공기에 접목시킨 사례로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을 인정받아 자동차분야로의

범위 확장 단계에 있음.

○○ 이렇게 줄인 무게는 비행기당 에 지나지 않아 비행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1kg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큼.

○○ 비행기의 무게를 만 줄여도 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억 원 이상 절약1g 10 100

효과

○ 만일 자동차 구동축에 탄소섬유를 사용하면 강도와 내구성은 철강에 비해 손색이 없으면서도 무

게를 이나 줄여 연비를 이상 높일 수 있으며 이미 경량화 소재로 채택된 알루미늄150kg 10% ,

후드 브레이크 등 은 주철보다 가볍고 마그네슘 시트 프레임 에어백 프레임 등 은( , ) 30~35% , ( , )

나 가벼워 차량 경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40~50% .1)

CASE 탄소섬유 플라스틱 적용 사례

마르크로드프사가 독일 라우페임에서 개발하는ACM

에어버스 은 객실 측면 패널에 탄소섬유 보강 플A340

라스틱을 사용한다 이렇게 줄인 무게는 비행기당.

에 지나지 않는다 비행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1kg .

미미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예상 밖으로 크다.

그만큼만 가벼워져도 연간 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100

있다는 게 제작사의 판단이다.

에어버스(AIRBUS) A340

는 인승 스포츠카로써 기통 엔진 최대 리터 엔진 을 탑재했으며 차체는 가볍고 단단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LF-A 2 10 ( 5 ) ,

틱 로 제작되었다 일본 도요타도 자동차 내장재에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매스(CFRP) . PP(Polypropylene)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우디 벤츠 포드 폴크스바겐 등도 친연섬유강화 플라스틱20% . , BMW, , ,

복합재료를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고 있다.2)

도요타 렉서스의 스포츠카 LF-A

1/

http://seis.scienceall.com/book_fil

e/ke26/ke026-041.htm

2/

산업연구원KIET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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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해성 플라스틱

○ 일반 플라스틱에 태양광의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광증감제를 첨가해 광산화 또는 케

톤 광분해 등의 형태로 빛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1)

○ 자연 상태에서 태양의 자외선과 바람 비 등의 기계적 충격에 의해 일차적으로 고분자 중합체가,

분해되고 이차적으로 첨가된 탄산칼슘이 필름 붕괴 및 분해를 촉진시키게 됨.

○ 빛이 완전히 차단된 땅속에 매립되었을 때에는 분해가 더딘 단점이 있음.

○○ 균일한 광 조건에서 분해기간 년 매립 시 년 이상이 소요됨2~5 , 50 2)

○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범용화가 용이하나 현재 필름형태의 제품에만 적용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생산 시 손실 자재의 이상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수거분의 이상을 재활용95% 70%

할 수 있는 높은 재활용성을 가지고 있음.

CASE 광분해성 플라스틱 적용 사례

광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산탄 샷 컵과 섬유 소재를 사용하는 산Bio-Wad

탄총알이다 이 총알은 발사와 함께 소재는 부서지고 완벽히 분해. Bio-Wad

되며 산탄을 장전하는 데 사용하는 산탄 컵도 광분해성 소재를 사용하였다.

KENT Cartridge, Velocity Target Loads3)

트라이탄 (Tritan)

○ 트라이탄은 를 만든 세계적인 기업 에서 개발한 신소재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비PET Eastman

스페놀 를 비롯하여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 폴리에스터 원료-A(BPA)

○ 깨끗한 투명 재질과 강한 내구성으로 기존 플라스틱 소재의 단점을 개선하였음.

○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후생성 등 해외 식품 위생청에서 식품위생FDA, NSF, Health Canada,

용기사용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음.

○ 현재 아웃도어 용품을 제조하는 미국의 를 비롯한 아기용 젖병을 만드는Nalgene, Camelbak

영국의 등 해외 유명 기업에서도 앞다투어 트라이탄을 사용한 신제품을 출시하Evenflo, Avent

거나 기획 중임.4)

CASE 트라이탄 적용 사례

국내에서는 최초로 트라이탄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주목하

여 용기 및 물병을 생산하고 있는 락앤락은 최근 환경호

르몬 걱정이 없는 에코 프리미엄 용기 비스프리 를 출- ‘ ’

시했다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를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A

신소재 트라이탄을 사용한 제품으로 전자레인지 및 식기

세척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내열성 제품이다 생산 공정.

에서 발생량이 적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강점CO2 100%

을 가지고 있다.

락앤락의 친환경 고투명 밀폐용기5)

1/

웹사이트EASTMAN ,

http://www.eastman.com/

2/

유영선 분해성 플라스틱의 최근 동향,

보고, EnForECO, 2007.2

3/

웹사이트Kent Cartlidge , Velocity

Target Loads,

http://www.kentgamebore.com/ve

locity.asp

http://www.kentgamebore.com/ve

locity.asp

4/

웹사이트EASTMAN ,

http://www.eastman.com/

5/

비스프리 웹사이트,

http://www.bisf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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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진 사의 등산용 물통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와 트라이탄 두 가(Nalgene)

지 소재를 사용한다 트라이탄 재질이 조금 더 안전한 재질로 환경호르몬을 제. BPA

거한 재질이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도씨까지 환경호르몬이 검출 되지 않는다, 60 .

날진 의 등산용 물통(Nalgene) 1)

액화목재

○ 톱밥 등의 폐 목질 재료를 용매와 촉매반응 시켜 만들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섬, , ,

유 등을 제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음.

○ 액화목재의 특성은 우수한 자연 분해성 전기절연성 염색성 수분흡수성 등이며 폐자원 재활용, , , ,

으로 자원 절약의 효과 및 고체인 물체가 액체가 되면서 운송비 절감효과 제품의 균질성 대량, ,

생산 등의 효과를 얻음.2)

○○ 따라서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고체보다 액체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연간 경제 성장률은 이며 석유 소비량은 씩 증가되고 있어 석유 소비량의 절감이 매7~8% 15%

우 절실한 실정에서 폐자원 생활폐기물 중 목재 종이류 만 톤 년 활용으로 자원 절약( · : 540 / )

○ 액화목재를 첨가시킨 플라스틱 필름 목질재료 등으로도 활용성 증대, ,

CASE 액화목재 적용 사례

의 계열 브랜드인Gucci Sergio Rossi

가 년 월 출시한 숙2009 5 Eco Pump

녀화이다.

힐과 안창에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액화 목재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사는 이 의 판매 금액Gucci Eco Pump

중 일부를 비영리단체인 Good

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Planet.org

하였다.

의Sergio Rossi Eco Pump3)

에 출품된 사의Growing Materials 2009 COZA

액화목재를 사용한 냅킨 링과 바구니

사의 냅킨 링과 바구니COZA Bios 4)

1/

웹사이트Nalgene ,

http://www.nalgene-outdoor.com/

http://www.nalgene-outdoor.com/

store/SearchResult.aspx?CategoryI

D=62

2/

EN ForECO

http://www.for-eco.com/

3/

Sergio Rossi Eco Pump-Produced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for charity, Life Style

Asis, 2009.5.14

Sergio Rossi : Eco-friendly pump.

Green Magazie, 2009.6.12

http://www.green-style-life.com/

2009/sergio-rossi-eco-friendly-p

ump/

4/

Growing Materials 2009" Exhi-

bition, VIA Magazine,

2008.2.28

http://www.coza.com.br/ideas,

http://www.coza.com.br/products/

bios-trash-bins/5l-bios-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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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재의 에너지 효율성 비교(2)

옥수수를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네이처 웍스 가(Nature Works)

실시한 석유계 플라스틱과 인지오 플라스틱의 환경성 비교결과를 통해 친환경 제

품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디자이너를 비롯한 관련업

계의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됨.

석유계 플라스틱과 인지오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비교[ ]1)

생산부터 수지 출하 전까지 중요 투입 산출물에 대해 측정한 결과( )

온실가스배출량 비재생에너지 사용

[kg CO eq. / kg polymer] [MJ / kg polymer]₂

○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의 경우 석유계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에서 생산수지 당 이PET , 1kg

산화탄소가 배출됨을 알 수 있음3.4kg .2)

○ 인지오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 경우 같은 조건하에 생산수지 당 의 이산화탄소를 배1kg 0.75kg

출함으로써 기존의 것보다 절감효과를 나타냄77% .

○ 결과적으로 인지오 플라스틱의 에너지 소비율이 낮게 나타나 훨씬 더 친환경적임을 알 수56%

있음.

○ 년도 새 제조공정의 인지오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년도 처음 개발된 인지오 제품과 비교09 05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였음60% , 30% .

○ 이는 디자이너가 소재 선택의 관여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으며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지속적인 발전은 저탄소 배출 및 에너지 절감효과의 실현으로 사,

회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결과 도출로 이어짐을 볼 수 있음· .

○ 제품 제작에 적용되는 소재뿐만 아니라 제품 프로세스 전 공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적용되,

었던 환경공해 요소의 간략화 또는 감소시키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임.

1/

Nature Works, INGEO Plastic™

Reaches a New Plateau

http://www.natureworksllc.com/

2/

웹사이트Plastics science ,

http://www.plasti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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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소재 선택이 아닌 필수,

디자이너의 활동은 소비자와 직결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모두· ·

만족시키는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의무가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

○ 제품의 생산전략 생산비용 등과 같은 전 과정의 중간단계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

제품 구입 후 그리고 폐기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디자인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

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제품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실행을 통해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

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지속가능한 그린 디자이너가 되자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디자이너로서의 도덕· ·

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고려한 친환경 소재의 활용은 진보된 그린 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을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소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디자인 개발도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끊임없는 연구로 소재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잘 활용해내는 것이야 말로 환경과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 될 수 있음.

○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의 발전적 결합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며 녹색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음.

○ 공급의 상호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보다 성공적인 정책 결합에 도움을 줄 것임.

○○ 해외의 경우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녹색시장 선점에 노력하는 반면 국내에서,

는 산업 분야 녹색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 환경문제를 고려한 제품개발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될 전망이며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하는 목적에 따라 디자이너는 보다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시해야 할 것임.1)

디자이너들은 환경적 친화성을 고려하여 검증된 친환경 소재의 특성을 정

확히 파악해 이를 디자인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앞으로도 그린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소재에,

대한 연구와 트렌드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

발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요구됨

1/

천하봉 지속가능 디자인 전략을, (SPD)

적용한 디자인 연구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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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자인의 그린 스러움을 발견하라‘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정 의 철

소재는 디자인을 맛깔스럽게 한다

음식의 재료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듯 소재는 디자인의 맛을 결정한다 즉 소재는 디자인, . ,

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에게 미적 감성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

다 예를 들어 같은 형태를 가진 휴대폰도 소재를 통한 마감 처리가 바뀌는 것에 따라. , ,

매우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소비자들이 형태가 다른 디자인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소재는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재의 선택은 디자인의 맛을 결정하는 중. ,

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적절한 소재의 선택은 디자인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다.

그린 스러움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소재‘ ’

그렇다면 왜 그린디자인이 더욱 소재 기술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

그린스러움 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무엇인가 낡은 그리고 녹색이나 브라운색의 전형적‘ ’ , ,

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그린디자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면서 그린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소재를 적절히 선택하여 스타일이 있는 그린 스러움을 만들어‘ ’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그린 스러움을 만들자(1) ‘ ’

그린 스러움을 떠올리면 무엇인가 낡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 ’ ,

이 일반적 소비자의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는 폐지 폐타이. , Remarkable Pencils ,

어 폐플라스틱 컵을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여 매우 화려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문구류를, ,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 새로운 재활용 소재 개발을 통한 디자인. Remarkable Pencils

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아닌 그린 스러움을 기꺼이 소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 ‘ ’

다 그냥 보아도 가지고 싶고 멋있는 디자인 그리고 더 나아가 알고 보면 그린 디자. , , ‘ ’

인인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그린 라이프를 만들자(2) ‘ ’

새로운 소재의 개발은 새로운 그린 라이프를 만들 수 있다 독일의 사의 경우‘ ’ . H feleἄ
최근 동식물의 각종 분비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도료를 개발하였다 예전의 화학성 도료의.

경우 방독마스크와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했으며 작업 후에도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친환경도료는 이제 집의 가구나. ,

간단한 제품을 가족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한 임산부가 아기를 위한 가.

구를 개월 동안 직접 만들어 태교를 한 사례도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도료로 원하는 색9 .

을 생활제품에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의 화합과 또한 보다 그린 디자인스러운 삶, ‘ ’

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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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그린 스러움을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

위의 사례에도 보듯 그린 소재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 ‘ ’ .

에게 이제 그린 스러움은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그린 스러‘ ’ . ‘ ’

움을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소재 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소재 부분의 연구와 더불어 소재 의 아름다‘ ’ , ‘ ’ ‘ ’

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의 연구와 새로운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일

이다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는 외국에서 시작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 ,

구에 의해 새로운 그리고 우리만의 그린 스러움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새로운 국가경‘ ’ ,

쟁력으로 그린디자인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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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자인과 함께 변화하는 소재에 주목하라
일본 모나카 사의- (Monacca) Laminated Cedar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산업디자인전공 교수 조 영 식

그린디자인은 이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뛰어넘어 제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으

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재삼 논의할 여지도 없는 듯하다 년대 초반 초기 그린디자인. 90 ,

에 대한 이해는 환경의 생태성과 디자인의 조형성이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제품에

공존할 수 없었던 이율배반적 요소로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환경의 생태성을 위. ,

해서는 제품의 조형성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했었고 다소 투박하고 거칠어도 생태적 제품

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시장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품의 순수한 조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생태성이 매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생태적 재료들은 그 표면이 거칠거나 후가공이 힘들.

고 일관된 색채 품질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수지는.

균질한 품질과 후가공의 용이성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반생태적 소재로 인식되어

무수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반대로 나무와 피혁과 같은 소재는 천연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역설적으로 말해 가장 우수한 생태성을 지닌 소재가 바로 합성.

수지이며 반대로 가장 환경에 위해한 요소로 작용하는 소재가 바로 목재와 피혁과 같은,

천연소재인 것이다 합성수지야말로 굳이 경제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가장 적은 비.

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재인 것이다 특히 소재의 내구성 측면에서 합성.

수지와 견줄만한 소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구적 우수.

성에 반하여 합성수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폐기 후에 분해에 걸리는 시간의 문제,

인 것이다 내구성이 우수하다보니 역설적으로 분해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이.

다.

반대로 목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목재는 열대 산림에서,

벌채해온 것들이다 당연히 벌채된 원목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로를 건설해야.

만 하고 도로 건설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목재의 환경적 비용에 별로 계산해 넣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원목을 목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간에 상당한 면적의 임야를.

개간해 목재 가공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환경적 비용을 유발시

키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또한 자연스럽게 묵과되어져 왔다.

목재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생분해가 빨리 이루어져 생태적 파괴를 적게 유발하는 듯

하지만 이는 곧 제품의 내구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합성수지보다 더욱 환경에 해로운 약품과 도료를 목재에 도

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든 소재의 순수성이 희박해질수록 환경에 미치는 위.

해적 요소는 정비례하여 급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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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제품들은 바로 합성수지와 목재의 생태적 우수성만을 취합한 일본

모나카(Monacca)1)사의 일상용품으로서 백향목을 의 두께로 얇게 켠 후 고압의, 0.5mm ,

증기로 이를 성형하여 제작2 되어진 제품들이다 특히 제품의 생태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

최근의 시장 상황을 말해주듯 이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유럽 시장에 선풍적인 인,

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년 카쿠 라는 서류가. 2000 2004 (Kaku)

방에 처음으로 이 소재를 도입하였으며 년 세계적 권위의 굳디자인2006 (Good Design)

상을 받음으로서 소비자에게 커다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패션 소품과 생.

활 용품 문방구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자제품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

이다 특히 제품 디자이너인 타쿠미 시마무라 가 일본 후지쓰. (Takumi Shimamura)

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노트북은 그 재료의 독창성과 생태성으로 인해 디자인 분(Fujitsu)

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제품에 사용된 대부분의 합성수지는 전분을 주재료로 한 생분해성 합성수지

로 제작되어져 생태적 우수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전술한 바와(corn-based Plastic) .

같이 이 소재는 합성수지가 지니는 재료적 내구성과 감성적 우수성 표면 마감의 균질성을,

지님과 아울러 목재의 생분해적 우수성을 골고루 지니고 있어 향후 일반적인 생활용품뿐

만 아니라 전기 전자제품으로의 확대 적용이 매우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1/

모나카 사 웹사이트(Monacca) ,

http:// www.monacca.net/

2/

laminted c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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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카 사의 카쿠 서류 가방(Monacca) (Kaku)

모나카 사의 방석과 칸막이(Monacca) 모나카 사의 매장 전경(Monacca)

모나카 사의 디자이너 타쿠미 사마무라 의 작품 후지쯔의 나무케이스 노트북 콘셉트 디자인(Monacca) (Takumi Shimamura) :

모나카 사의 생분해성 합성 수지 활용 사례(Monacca) 1)

1/

모나카 사 웹사이트(Monacca) ,

http:// www.monacca.net/

http://www.monacca.net/monacca

/bag_kaku.html,

http://www.monacca.net/monacca

/zabuton.html,

http://www.monacca.net/monacca

/pan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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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2

디자인권 통계로 본 산업동향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휴대전화 플레이어 노트북 컴퓨터( , MP3 , )

/ 군 전체 디자인 등록 동향H

/ 휴대용 전화기 출원 동향

/ 플레이어 출원 동향MP3

/ 노트북 컴퓨터 출원 동향

/ 개인용 휴대통신기기 음향가전 컴퓨터 관련 친환경 디자인 출원 동향, ,

/ 군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H

김도영 디자인맵 연구원( , kimdoyeoung@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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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통계로 본 산업동향 전기 전자 통신기기: / /

디자인권 통계는 디자인 및 디자인 권리보호 전략에 대한 업체별 동R&D

향을 보여준다 디자인 맵 시스템의 통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추출된 연.

도별 통계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대한 업체별 디자인 동향을R&D

분석하고 문제점과 실태를 알아본다.

본권에서는 디자인 분류군 군H 1)중 휴대용 전화기 플레이어 노트북, MP3 ,

컴퓨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년 월 이전 등록건 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2009 3

데이터 추출 기준은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2)

군 전체 디자인 등록 동향H

전체 등록 디자인 대비 군 디자인 등록 누적 건수 비교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H ( :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디자인 등록 301,380 320,030 347,265 375,645 406,666 440,659 474,865 515,610

군 디자인등록H

디자인출원 전체 대비( )

45,683 49,726 53,714 58,460 64,199 70,804 77,360 83,635

15.16% 15.54% 15.47% 15.56% 15.79% 16.07% 16.29% 16.22%

연도별 전체 디자인 등록 대비 군 디자인 등록 건수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H ( : / )

○ 군의 경우 전체 등록건 중 를 차지H 13.1% 3)하고 있으며 누적 등록 증가 및 점유율에 있어서도

꾸준한 출원을 보이고 있음 특히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군 중 군 군 군 군. B , C , F , M 4)에 무심

사 대상 물품이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하면 활발한 출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

군 특허청 디자인 분류표상 운송G :

및 운반 기계 기구 군

2/

분석대상 군 중 운송기계기구: G (G2

군 국내 특허청 등록 디자인)

분석범위 년 월 이전 등록건: ~2009 3

분석기준 출원연도 기준:

디자인 권의 경우 약 개월에서6 1※

년 정도의 등록심사 기간이 소요되므

로 년 등록건은 약 개월에서2009 6 1

년 전인 년에 출원된 디자인들이2008

다.

3/

취하 포기건 제외,

특허청 통계 (2009.10)

4/

무심사 대상 물품

군 전체 의복류 침구 마루A , B1( ), C1( ,

깔개 커튼 등 사무용지제품 인, ), F3( ,

쇄물 등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F4( , ),

직물지 망 끈 등 은 디자인 변화M1( , , )

가 심하고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은 물품으로 효율적인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해 무심사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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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화기 등록 동향

국내 주요 휴대전화 브랜드별 디자인 누적 등록건수 증가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 : / )

○ 국내 휴대전화 디자인 등록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팬택계열의 시장 점유 대비 디

자인 등록건수의 괴리가 가장 눈에 띈다.

○○ 팬택 계열의 경우 누적 등록건수 위의 기업으로 위인 전자의 디자인 등록 건수와 큰3 2 LG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디자인권이 현대정보통신 현대큐리텔( )1) 과 텔레, SKY

텍을 합병하기 이전에 출원된 건들을 포함한 건수임

○○ 년 텔레텍 인수 이후 급격한 출원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년 팬택계열2005 SKY 2007

및 팬택 앤 큐리텔의 자본 완전 잠식 등 각종 악재와 연관이 있음

○○ 팬택계열은 년 월 자본 완전 잠식 상태에서 탈피하였으며 년 새로운 도약을2009 4 2010

준비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예전과 같은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됨

○ 전자의 경우 년 이후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이고 있음LG 2005

○○ 년은 전자 휴대전화의 디자인적 도약의 계기가 된 블랙라벨 시리즈2005 LG 2)가 개발된 시

기로 공격적인 디자인 경영 전략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임

○○ 전자는 년 월 말 현재 누적 등록출원 점유율면에서도 팬택계열을 앞질렀음LG 2008 9

○ 노키아는 년 국내 시장 철수 후에도 꾸준한 디자인 출원을 하여 왔음2003

○○ 세계시장 점유율 위 기업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 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 시장에서1 2, 3

디자인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꾸준히 펼치며 시장 재진입 준비를 해왔음3)

1/
팬택계열은 년 현대 큐리텔을 인2001
수하여 팬택앤큐리텔로 사명을 변경하
였다 현재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단일회사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류의성 기자 팬택계열 연내 하나, “
로 자본잠식서 벗어나겠다 이데일, .”,
리, 2009.8.21

2/
에서 년 디자인 고급화 정책LG 2005

을 표방하며 발매한 휴대전화 시리즈
로 블랙라벨 쵸콜릿 폰 년1 - (2005 ),
블랙라벨 샤인폰 년 블랙2 - (2006 ),
라벨 시크릿폰 년 블랙라3 - (2008 ),
벨 쵸콜릿 폰 년 으로 이4 - 2(2009 )
어지는 라인업

3/
노키아는 년 국내 시장 진입 후2001
년만인 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2 2003
하였으며 한국시장진입의 장벽 중 하
나였던 체제가 체제로 변CDMA 3G
화하자 년 월2009 4 Nokia 6210s
모델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재진입
하였음

최초의 폴더형 휴대전화
모토로라 StarTAC
출원번호: 3019960007094

출원1996.4.17

국내 최초의 플립형 휴대전화
삼성 SCH-370
출원번호: 3019960026885

출원1996.12.17

국내 최초의 폴더형 휴대전화
삼성 SCH-800
출원번호: 3019980023401

출원1998.12.31

등록 디자인에 대한 도면은 대한민※
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별 디자인 등록건수

출원 건중 현재 등록건(2008.1.1~2008.12.31 2009.9.30 )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현재(2009.9.27 )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 ,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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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최초로 폴더형 휴대전화가 개발된 이후 폴더형 휴대전화의 디자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

여 현재 가장 많은 디자인이 등록된 형태의 휴대전화임

○ 플립형 휴대전화의 경우 년 듀얼 폴더폰 출시 이후 폴더형 휴대전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2000

되면서 거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바형 휴대전화의 경우 꾸준한 출원을 보여 왔으며 최근 프라다 등 풀터치폰이 강세HAPTIC, 2

를 보임에 따라 그 증가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 슬라이드형 휴대전화와 스트레치형 휴대전화는 년 텔레텍에 의해 처음 출시된 이후 꾸2002 SK

준히 많은 출원이 이뤄지고 있음

○ 로테이터 스윙 형과 복합형 휴대전화의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와 함께 다양한 사용방법의 적용이( )

필요하게 됨에 따라 년 전자 복합 로테이트형 년 스윙폰 의 출시이후 출원2002 (LG ), 2003 (KTFT )

건수가 많이 늘어났으나 년 이후 다시 출원이 감소2006

○○ 년 이후의 베스트 셀러 휴대전화들의 대부분은 슬라이드형 폴더형 바형 휴대전화로2005 , ,

소비자 트렌드 이동에 맞물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

국내 최초의 듀얼 폴더형 휴대전화

삼성 SCH-A2000

출원번호: 3020000016402

출원2000.6.26

국내 최초의 슬라이드형 휴대전화

팬택 텔레텍( SKY ) IM-5100舊

출원번호: 3020010009642

출원2001.4.13

국내 최초의 로테이트형 휴대전화

전자LG KH-5000

출원번호: 3020010031739

출원2001.11.13

복합 로테이트형 휴대전화

삼성 권상우폰SPH-V4400( )

출원번호: 3020030014144

출원2003.5.21

등록 디자인에 대한 도면은 대한민※

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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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디자인 등록 동향MP3

국내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 단위 소비자 보유 기준MP3 ( : %,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구매행태와 브랜드 선호도 만족도 조사, MP3 - ,

2009.08.14

국내 주요 플레이어 제조사별 디자인 등록 점유율 단위MP3 ( : %)

월 등록 건수 기준2009.3

○ 엠브레인 트랜드 모니터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은 아이리버MP3 (37.4%),

삼성전자 애플 코원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등록 점유율은(25.9%), (14.8%), (5.7%)

삼성전자 아이리버 그리고 애플(19.9%), (4.5%), 1)과 코원시스템 로 나타났음(1.6%)

○○ 디자인 등록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각 제조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모MP3

델 개수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음

○○ 년 월 현재말 현재 삼성전자는 개 모델 아이리버 개 모델 애플 개 모델2009 9 134 , 35 , 17 ,

코원시스템 개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웹사이트 전체 모델 조사 기준 및 제19 ( , PMP PDD

외 애플 세대는 로 분류하였음- iPod Touch 1,2 PDD )

국내 주요 플레이어 제조사별 디자인 누적 등록건수 증가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MP3 ( : / )

○ 플레이어의 누적 등록건수는 제조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MP3 ,

수 있음

○○ 각사의 모델 수 대비 출원건수 비율은 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1:1

영 전략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1/

화상디자인 제외 사는 국내외적, Apple

으로 지식재산권 방어전략을 철저하게

수립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디자인,

과 컨텐츠 기반의 기기라는 의iPod

특성상 국내 특허청에도 많은 화상다

지안을 출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옙 P2 (YP-P2)

출원번호: 3020070031106

출원2007.7.18

아이리버 르노삼성의M Player QM5

출원번호:3020070009735

출원2007.3.6

세대Apple iPod Nano 3

출원번호:3020080008600

출원2008.2.28

애플사는 하나의 라인업에 대해 다양

한 부분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출원하

고 있다 세대 의 경우 건의. 3 iPod 8

관련 디자인이 출원 등록되어있다.

코원시스템 iAudio U5

출원번호: 3020070020471

출원2007.5.10

등록 디자인에 대한 도면은 대한민※

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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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근 디자인 경영에 있어서 선행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출원건수가 출시 모델에 비해 많은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나 디자인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리버의 출원 등록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디자인 아웃소싱 형태 디자인 비공개 전략 등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거나 혹은 디자인 지,

식재산권에 대한 방어 전략이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추측됨.

플레이어 형태별 디자인 누적 등록건수 증가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MP3 ( : / )

○ 전체적으로 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음

○○ 최근 플레이어의 디지털 컨버전스에 의한 화의 추세에 따라 크기의 확대MP3 PDD LCD

등으로 인하여 사각형태의 플레이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정MP3

○○ 그러나 아이리버 등 구상형 혹은 원형의 플레이어도 꾸준히 등록 출원되, M Player MP3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노디자인의 플레이어SoRa MP3

출원번호: 3020080026961

출원2008.6.21

등록 디자인에 대한 도면은 대한민※

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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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디자인 등록 동향

년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 판매 대수 대비2008 PC ( )

마케팅 서비스 코리아 자료(GfK )

국내 주요 노트북 브랜드별 디자인 등록건수

년 등록건수로 누적 등록건수가 아님(2008 )

○ 국내 노트북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전자 삼보(37.2%), LG (19.8%), HP(10.3%), TG

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디자인 누적 등록 건수 점유순위는 삼성전자 전자 도시(8.7%) , LG ,

바 소니 삼보 순이다, , TG .1)

○○ 국내 노트북 시장은 삼성전자와 전자가 약 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비교적LG 60%

해외 브랜드에 폐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2)

국내 주요 노트북 브랜드별 디자인 누적 등록건수 증가 단위 건 출원연도 기준( : / )

국내 주요 노트북 브랜드별 국내 시장 점유율 변화와 국내 디자인 등록 점유율 비교 단위 출원연도 기준( : % / )

○ 의 경우 컴팩 을 인수하기 이전 컴팩에서 출원한 건 이외에 노트북 컴퓨터 디자인HP (Compaq) 3

을 등록 출원하지 않고 있음

○○ 의 노트북 컴퓨터 디자인 전략은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HP 3) 세계 시장 및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볼 때 국내에서의 노트북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피침해 위험을 상

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년 법정관리 년 상장 폐지 등 어려움에 빠졌던 삼보의 경우 년 셀런과의2005 , 2007 TG 2007

합병 루온 에버라텍 브랜드의 선전 년 거래소 재상장 등 재기 성공의 움직임을 보이며, , , 2009 ,

과 함께 노트북 부문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임

1/

현대컴퓨터 현대전자산업 하이닉( -舊

스 반도체 의 경우 누적 등록건수) 50

건으로 위를 차지하고 있으나3 1997

년 건의 디자인 출원 이후 더 이상2

의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

장점유율 역시 미미하여 제외하였음.

2/

세계 노트북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와

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LG

간신히 위권 안에 드는 수준으로10

대단히 미미한 수준임.

세계 위권의 점유율을 보이는3 HP,

노트북 중 만이 어느Acer, Dell HP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

려 도시바 위 후지쯔 위 소니(4 ), (7 ), (8

위 의 점유율이 두드러지는 국내 시장)

양상은 다소 기형적이라 할 수 있음

순위 업체 판매대수 점유율( )
1 미HP( ) 709(21.7)0
2 미Acer( ) 529(16.20
3 미Dell( ) 455(14.0)
4 일Toshiba( ) 302(9.2)
5 중Lenovo( IBM)( )舊 254(7.8)
6 대Asus( ) 163(5.0)
7 일Fujitsu( ) 150(4.6)
8 일Sony( ) 148(4.5)
9 미Apple( ) 134(4.1)
10 삼성 한( ) 44(1.4)

세계 노트북 시장 점유율 단위 만대( : ,%)

Gartner Group, 2007

3/

는 노트북 디자인에 비비안 탐 토HP ,

드 분체 등 유명 디자이너들을 참여

시켜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하는 등 공

격적인 디자인 전략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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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휴대통신기기 음향가전 컴퓨터 관련 친환경 디자인 출원 동향, ,

휴대용 전화기 플레이어 노트북 컴퓨터와 연관된 군 물품, MP3 , H 1)들의 친

환경 디자인 등록 출원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군의 이슈로 떠오른 능동형H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을 살펴봄으로(AM-OLED)

써 업계의 환경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및 디자인 지식재산경영 전략

을 추론해본다.

휴대용 전화기 플레이어 노트북 컨퓨터 중 친환경관련 연도별 디자인 출원 건수 단위 건 출원일 기준, MP3 , ( : / )

○ 친환경 디자인 관련 출원은 년경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소간의 기복은 있으2000

나 전체적으로 꾸준한 출원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음

○○ 군의 제품 특성상 친환경성을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보다 적용기술 소재 제조기술 등 기H , ,

술적인 해결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군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H ( )

최근 휴대전화 플레이어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환, MP3 , PC

경적 키워드 중 가장 핫 이슈가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저전력으로 고효율-

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M-OLED)2)이다.

국내 특허청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 연도별 출원인별 누적 특허 등록 추이 단위 건 출원일 기준- ( : , )3)

1/

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관련 디자H3-3

인 에 해당하는 음향기기 관련, H4-4

디자인 에 해당하는 전산장비 및, H5

주변기기 건 년 월24,042 (2009 10 1

일 현재 을 대상으로 디자인 등록공보)

의 디자인 창작의 요지 등을 분석 친,

환경 디자인 여부를 평가하였다.

2/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백라이트에 의해 빛을 발하는 와LCD

달리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

이로 에 비해 응답속도가TFT-LCD

배 이상 빠르며 색재현율과 명1,000

암비도 월등하다

아울러 적용 제품의 두께를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으며 전력소모량도 탁

월하게 적어 친환경적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 을 감상하는 경우300 TFT-LCD

대비 의 전력 소모량은AMOLED 17%

수준에 불과해 가량의 전력소모83%

를 절감할 수 있다

김정남 기자 뉴시스, , “AMOLED TV,

시장진입 가능성은 얼마나?”,

2009.8.24

는 과거 모든 제품이 사용하AMOLED

던 유해물질을 다수 사용하고 있지 않

으며 와 달리 백라이트나 컬TFT-LCD

러필터가 없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가공하는 부품의 수나

재료의 양이 훨씬 적다 이에 따라 사.

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현저히 적어

세상에 나와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친

환경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진 상무 삼성 사, SDI AMOLED

업팀장

3/

전문에 대한 검색을 통한 통계분석으

로 노이즈가 다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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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형 유기 박막 다이오드 기술은 년 사와 사가 컬러 를 구현2000 Pioneer Motorola AMOLED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 업체들도 년을 전후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해 현재2000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있는 상태임.

○○ 현재 일본은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소니 파나소닉( , , TMD

등)

미국 특허청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 연도별 출원인별 특허 등록 건수 단위 건 출원일 기준- ( : , )

업체명 Semiconductor Energy Lab. Seiko EPSON Hitachi IBM Sharp Samsung
2004 123 120 43 33 47 74
2005 90 76 36 25 42 74
2006 95 93 32 25 33 96
2007 90 65 30 38 17 79
2008 97 50 29 24 10 64

계2004-2008 495 404 170 145 149 387
누적 등록건수(~2009/1Q) 1,102 857 604 568 544 544

미국 특허청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 연도별 출원인별 특허 등록 건수 단위 건 출원일 기준- ( : , )

○ 미국 특허청 등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엿볼 수 있음.

○○ 삼성전자 및 삼성 의 누적 등록건수는 전체 대비 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년간의SDI 5 5

등록건수는 위권 안에 포함되어있음3

○ 현재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 및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상

용화가 진행되어 기술 안정화를 준비하는 단계임

○○ 휴대전화의 경우 삼성전자가 햅틱 를 시작으로 출시하였으며 도 생산라AMOLED LG OLED

인을 라인을 라인으로 교체하고 양산을 시작하였음PMOLED AMOLED 1)

○ 년 이후에는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중대형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출2010~12 AMOLED

시될 것으로 예상됨2)

○ 최근 삼성과 간의 시기상조론 논쟁이 있으나 양사 모두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LG AMOLED

드 기술이 다음 세대를 주도할 기술이라는 의견임3)

1/

유효정 시대 서막 올라, AMOLED , ,

Display Asia, 2007.5

2/

김영민 외 의 최신 동향( ), AMOLED ,

Display Asia, 2007.7

3/

이수환 기자, AMOLED vs HD-LCD

누가 더 좋지 전자신문?, ,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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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요 등록 디자인2008~2009

Spyker Cars N.V. - Spyker C8 Aileron

3/

1/ 2/

4/

5/ 6/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9295

스파이커 카즈 N.V.

출원2008.3.4

등록2009.1.19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년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된 스파이커 은 네덜란드의 카로체리아 업체로서 국내에는2008 C8 2008

년에 첫 출원을 하였다 출원서상의 모델은 년 모델과 동일하고 출원상의 이미지와 동일한 디. 2008

자인을 출시하였다 그후 년 모델은 사이드 미러의 형상 헤드램프의 형상 앞뒤 휀더의 볼륨. 2009 , ,

감 휠의 형태를 조금 수정한 페이스 리프트의 형식으로 출시되었다 또한 의 소프트탑, . C8 Spyder

컨버터블의 모델도 출시하였다 모든 카로체리아의 특성상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그들의 아이덴티티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기능적 미감적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

1,2,3/

Automobiles review_

Spyker C8 Aileron

http://www.automobilesreview.co

m/reviews/spyker-c8-aileron/892

/

4,5,6/

Automobiles review_

World debut for the Spyker C8

Aileron at Geneva Motor Show

http://www.automobilesreview.co

m/auto-news/world-debut-for-th

e-spyker-c8-aileron-at-geneva-m

otor-show/10721/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에 있습니다Spyker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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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시보레 올랜도 컨셉트카GM

1/ 2/

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42972

대우 오토 앤GM

태크놀로지

출원2008.10.20

등록2009.8.26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년 파리 모터쇼에 선보였던 시보레 올랜도 컨셉트카는 그룹 내에서 대우의 주도로2008 GM GM

시보레사의 합작으로 개발 중인 이다 의 신형 자피라와 시보레 크루즈에 사용된 의MPV . OPEL GM

글로벌 플랫폼인 델타 를 사용하고 있으며 레조의 후속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 .

년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년 말 국내 출시가 예상되었으나 대우는 최근 기자2008 2009 GM

간담회를 통해 년 초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한 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2011 MPV .4)

에 달하는 휠베이스로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인승 멀티시트가 적용되었다2,760mm 7 .

1,2/

Chevrolet Orlando Concept,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chevr

olet/2008-orlando_concept/03.ht

m

3/

진희정 기자 파리모터쇼 수놓은 화제,

의 컨셉트카, Auto Times,

2008.10.8

http://autotimes.hankyung.com/ar

ticle_view.php?id=35098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 및 대우와 취재사인GM GM

에 있습니다AutoTimes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4/

임의택 기자 대우 년에 중, GM , "2010

대형차 출시할 계획 경제투데이", ,

20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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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AYGO

1/ 2/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44873

도요타 자동차

출원2008.10.20

등록2009.8.26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도요타의 아이고는 세그먼트에 속한 소형차로 분류되며 푸조 및 시트로앵 과 보디 디자인A , 107 C1

만 다를 뿐 내부는 동일하다 엔트리급 해치백으로 유럽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디자인 품질 세련도. , , ,

경제성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년에 출원된 위의 모델은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2008

년 출시되었고 이전의 모델은 년에 먼저 출시되었었다 출원이미지와의 거의 동일한 형2009 2005 .

태로 출원이 되었으며 옵션에 의한 휠의 형상 부분적으로 재질 및 색상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동일

하게 출시되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푸조 과 시트로앵 과는 형제 차로서 토요타 푸조. 107 C1 , ,

시트로앵 사가 공동개발을 하였고 합작공장을 설립해 체코 등지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다 같은3 , , .

플렛폼과 같은 차량에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종의 차량은 소비자와 제3

조사 모두에게 경제성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3/ 4/

1/

Toyota Aygo

http://www.niot.net/view/22171/t

oyota-aygo/

2/

Toyota Aygo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toyot

a/2009-aygo/800x600/wallpaper

_07.htm

3/

Peugeot 107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peug

eot/2009-107/

4/

Citroen C1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citro

en/2009-c1/800x600/wallpaper_

03.htm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에 있습니다Toyota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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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i20

1/ 2/

3/ 4/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3913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9.9

등록2009.6.23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현대자동차의 세그먼트 유럽 전략차종으로 의 소형급 차종이다 기존의 현대자동차 클릭의 세B i30 .

그먼트와 동일한 그룹으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유럽에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는 출원만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며 출원은 도어의 헤치백 형태로 출원하였으나 도어와 도5 5 3

어의 형태로 라인업의 다양성을 이루었으며 출원과 리어스포일러와 휠의 형상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출시가 이루어졌다 베라크루즈 부터 도입된 현대의 페밀리 룩은. , i30

의 디자인에 적용되어 소형차 해치백 타입의 페밀리 룩과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상태이다i20, i10 .

는 현재 유럽의 경쟁차종으로는 사의 폭스바겐 폴로 푸조 시트로엥 등으i20 FIAT Panda, , 207, C2

로 형성되어 있다 국내 출시부분에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

1,2,3,4/

Hyundai i20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hyun

dai/2009-i20/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주 현대자동차 사에 있습니다( )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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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30th Anniversary M1 Homage Concept Car

1/ 2/

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42972

대우 오토 앤GM

태크놀로지

출원2008.10.20

등록2009.8.26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의 대표적인 슈퍼카인 의 주년 기념하여 개발중인 컨셉트카 기존 의 아이덴터티를BMW M1 30 . M1

그대로 가져와 극대화 시킨 부분으로 의 디자인 철학인 네거티브 커브와 강렬한 엣지 디자인BMW

을 더욱 살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내뿜을 것같은 외형과는 달리 오토스탑. /

스타트 재생 브레이크 전동 스티어링 등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었다 년 양산이 계획되어있다, , . 2012 .

1,2,3/

BMW M1 concept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bmw

/2008-m1_concept/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Bayerische Motoren Werke AG

사에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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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Venza

1/ 2/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1182

도요타 자동차

출원2008.1.10

등록2008.9.29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도요타 자동차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로 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하이라이트Venza SUV 2008

에 선정된 차이다 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에서 발전된 형태이10 . 2005 FT-SX

다 아래 년 출원된 로부터의 디자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5 FT-SX .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50021460

도요타 자동차

출원2008.1.10

등록2008.9.29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1,2/

Toyota Venza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toyot

a/2009-venza/02.htm

3,4/

Toyota FT-SX Concept

도요타사 홈페이지

http://www.toyota.com/concept-v

ehicles/ftsx.html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에 있습니다Toyota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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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Accord

1/ 2/

좌측면도와

대칭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4833

혼다기연공업

출원2008.2.1

등록2008.10.27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좌측면도와

대칭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4834

혼다기연공업

출원2008.2.1

등록2008.10.27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혼다의 년형 세단 모델과 모델을 모두 출원하였으며 두 모델 모두 출2009 Accord Grand Tourer

시하였다 프리미엄 세단의 에 속하는 모델로 기존의 어코드의 날렵한 스포츠 세단의 느. D-segment

낌을 살렸으며 북미 시장과 유럽시장으로 고려한 스테이션 웨건 형태의 투어러를 출시하였다, .

출원상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출시되었으며 세단형의 경우는 휠의 형상이 변경되었고 투어

러 모델의 경우도 휠의 세부형상과 프론트 범퍼의 하단부의 형상이 변경되어 출시되었다.

1/

Honda Accord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hond

a/2009-accord/04.htm

2/

Honda Accord Tourer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hond

a/2009-accord_tourer/800x600/w

allpaper_31.htm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에 있습니다Honda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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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젠트라 의GM X Variation (Chevrolet Aveo 5, Holden Barina 5DR)

1/ 2/

3/ 4/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3261

대우오토앤GM

테크놀로지

출원2008.1.23

등록2008.11.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대우의 해치백 모델인 의 도어 타입GM Gentra X 5

디자인 등록은 도어 모델의 미국 출시 모델인 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출원되었으5 Chevrolet AVEO

나 실제 출시는 도어 모델과 도어 모델이 있으며 래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그릴의 디자인이 브랜3 5

드에 따라 차별화되어 출시되었다.

실제 출시 모델은 출시이미지에서 엔진후드 중심에 엣지 라인이 명확히 드러나게 변경되어 출시하였

다.

1/

2008 Chevy Aveo 5-Door Revealed

.What's With That Grille?!

the torque report

http://www.thetorquereport.com/

2007/08/2008_chevy_aveo_5door

_revealed.html

2/

2008 Holden Barina

auto spectator

http://www.autospectator.com/car

s/models/2008-holden-barina

3,4/

젠트라 X

대우자동차 홈페이지

http://idc.gmdaewoo.co.kr/gmmcc

/gmmcc_gx.jsp?carID=gentraX&co

ntentsID=brandpage&stage_align=

default&path=null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과 대우사에 있습니다GM GM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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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FIT(JAZZ)

1/

좌측면도와

대칭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04834

혼다기연공업

출원2008.2.1

등록2008.10.27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혼다의 해치백형 소형차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았다 유럽에는 라는 명칭으로 출시하였으며FIT . JAZZ

하차시 내리기 편리하도록 의자가 회전하도록 디자인 한 배려 뒷좌석을 접어서 차체 바닥으로 숨겨,

뒷좌석 전체를 짐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용적인 실내 공간과 리터당 에 달하는 높은30km

연비를 자랑한다.

1/

2009 HONDA FIT WORLD DEBUT

AT NYIAS

cubi[CC]apacity

http://www.cubiccapacity.com/20

09-honda-fit-world-debut-at-nyi

as/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에 있습니다Honda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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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HED-5 I-Mode Concept

1/ 2/

3/ 4/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1863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5.2

등록2008.12.1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컨셉카인 i-Mode

진보된 에코다이내믹 이라는 컨셉으로 개발하고 있는 컨셉카로 포브스에' (Advanced eco-dynamics)'

서 선정한 년 안에 탈수 있는 차이면서 년 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칠 모델이라고 평가했2014 5

다.1) 년 월 에서 최초 공개되었으며 인승의2008 3 78th Geneva International Motor Show , 6

컨셉으로 친환경 신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 가 적용돼 차체 경량화는 물론MPV (polycarbonate)

배출가스를 저감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유럽디자인센터에서 개발된 는 출원상의CO2 . HED-5

사시도와 프로토타입은 일치하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스케치와는 헤드램프 프론트 인터쿨러 범퍼, ,

의 형상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3,4/

Net Car Show.com,

Hyundai HED-5 i-Mode Concept

http://www.netcarshow.com/hyun

dai/2008-hed-5_i-mode_concept/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주 현대자동차 사에 있습니다( )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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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미니 크로스오버 SOUL

1/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3066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7.15

등록2009.7.1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기아자동차의 미니 크로스오버 SOUL

기아자동차의 피터슈라이어 부사장이 재임 후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젝트로 출원상의 이미지와CEO

동일하게 출시되었다 국내 최초의 미니 크로스오버 차량으로의 시도와 패션 카로의 시도로 젊은 층.

에게 많은 이슈가 되었다 아래의 보이는 출원이미지들은 위의 출시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의.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쏘울 출시 전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쏘울의 나갈 방향을 제시한 컨셉,

으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헤드램프의 형상과 휀더 몰딩 사이드 몰딩 휠의 형상 범퍼의 형상 등, , ,

이 각 컨셉에 맞춰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형상을 아래의 각기 다른 출원이미지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타투의 형상은 출원 이미지 상에서 볼수 없지만 출시된 차량에 옵션사항으로 타투형상.

의 스티커를 적용하고 다양한 컬러의 사용으로 패션 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디자인 기아라는 슬로건을 합리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케팅 요소로서도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

다.

1/

2009 Kia Soul

autoblog

http://www.autoblog.com/gallery/

2009-kia-soul/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주 기아자동차 사에 있습니다( )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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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22542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5.28

등록2009.5.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2254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5.28

등록2009.5.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2254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5.28

등록2009.5.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1,2,3,4/

Kia Soul

쏘울컨셉트카

http://www.kia.co.kr/Index.htm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주 기아자동차 사에 있습니다( )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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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포르테

1/ 2/

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3041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출원2008.7.14

등록2009.2.4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년 출시된 준중형 세단 포르테는 기아자동차의 인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직접 참여하고2008 CDO

기아의 페밀리룩의 기준을 제시한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출원상의 이미지와 출시 모델과의 차이.

는 프론트의 그릴부와 범퍼의 디테일한 부분만의 변경이 있었다 직선의 미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출원상의 이미지 보다 더운 간결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다 포르테의 컨셉 모델은 로서. KOUP 2008

년에 쿠페형식으로 개발되었다 얼마 전 출시된 포르테 쿱 모델이 컨셉 모델과 더 유사한 형태를 띄.

고 있다 쏘울과 마찬가지로 컨셉 모델과 양산모델과의 차이를 최소한 했으며 컨셉이 양산까지 이어.

지는 선례를 남기는 디자인이 되었다 기아차는 도어 세단형 만을 출원한 상태이며 컨셉 모델과. 4

쿠페형 모델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년 월 말 현재. (2009 10 )

4/ 5/ 7/6/

포르테의 컨셉모델 포르테 쿱 쿠페형 양산모델KUOP ( )

1,2,3/

포르테Kia

http://www.kia.co.kr/Index.htm

4,5/

컨셉카Kia KOUP

http://www.kia.co.kr/Index.htm

6,7/

포르테 쿱Kia

http://www.kia.co.kr/Index.htm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주 기아자동차 사에 있습니다( ) .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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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CR-Z CONCEPT

1/

2/ 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11607
혼다

출원2008.3.18

등록2008.9.26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혼다 은 년 개발된 컨셉 모델로서 의 컨셉을 가CR-Z concept 2007 'Compact Renaissance Zero'

지고 경량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의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출원서와 달리 디테일적인 부분이 삭제되어.

출원되었다 헤드램프의 디테일형상 휠의 형상 리어램프의 형상 등이 생략되고 간략화 된 형태로. ,

출원이 되었다 아래의 사진은 년 컨셉 모델을 바탕으로 년에 양산을 고려한 컨셉으로. 2007 2009

디자인 되었다 기본적인 익스테리어를 유지하면서 범퍼 및 리어 램프의 디테일한 부분 휠의 형상.

등이 좀 더 현실화된 모델이다.

4/ 5/

1,2,3/

Honda CR-Z concept 2007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hond

a/2007-cr-z_concept/

4,5/

Honda CR-Z concept 2009

www.netcarshow.com

http://www.netcarshow.com/hond

a/2009-cr-z_concept/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혼다사에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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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BYD BYD S6

1/ 2/

3/ 4/

좌측면도와 대칭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020080020279

컴퍼니BYD

출원2008.5.14

등록2009.3.6

사시도

배면도 평면도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의 모델이다 출원상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지만 세대 렉BYD S6 . 2

서스 모델과의 카피 논쟁에 휩싸여 있다 프론트의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리어램프와 렉RX .

서스 의 주 특징인 필러의 형상이 거의 흡사하다 또한 프론트의 형상은 렉서스 모델과는 상RX C . RX

이하지만 대우의 윈스톰과 흡사하며 프론트 그릴은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의 것과 흡사하다 중국GM .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유사 범위를 다양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

현재 중국 메이커들은 중국이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음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히트가 되는 모델들의

일부분을 카피해 짜깁기 하는 형식을 자주 사용한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

커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도 이런 요인이 지배적이었다.

4,5/

China's BYD Auto launches S6

Lexus RX Clone, Holds European

Patent for Design Copyrights

THE LEXUS ENTHUSIAST

CARSCOOP, 2009.3.25

http://carscoop.blogspot.com/200

9/03/china-byd-auto-launches-s

6-lexus-rx.html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제조사인※

사와 사 그리고 기사BYD Toyota ,

의 작성사인 사 에 있습Carscoop

니다.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육면도는 대한※

민국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

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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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 공기 자동 정화 창문

/ 냉장고용 식품보관 알림기

/ 헤어드라이기

최미경 디자인맵 연구원( , dm_tritops@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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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1)

(The solar storehouse and the street lamp which uses the wind power)

태양 에너지 기술 개발과 활용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년 이후 연평균 이상의1995 33%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 에너지 기술 출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태양열과 풍력의 기술을 이용한 가로등에 관한 제품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가로등의 기본 구.

성은 상면에 태양열 집전판이 형성된 전등갓과 상기 전등갓의 하단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기 기, .

둥의 중심선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풍력팬을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태양열과 풍력의

두가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과 풍력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은 별도의 외부전원이 불필요하며 전원공급수단의 유,

지와 보수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원공급을 위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으며 감전사고의, ,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발전을 위한 별도의 태양열 집전기가 불필요하며 시간 및 계절별 태양의 위치가 변하여,

도 태양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의 형태를 다양하고 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거리 환경.

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 전체에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높이에 따른 바람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번호 제 호: 2003055910000

출원번호 제 호: 2020020035302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 ,※

한 도면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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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자동정화 창문 (Air auto cleaning windows) 2)

내부 공기가 안 좋아 환기를 시키려 하지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환기하기가 쉽지 않습

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기 청정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필.

터를 따로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하면 어떻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쉼쉬.

는 공기 자동정화창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실내 오염된 공기를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자.

동으로 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공기도 정화하여 유입됨으로 실내공기

를 항상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 정화창문입니다.

이 창문은 공동주택 발코니 창문 및 학교 병원의 공공시설 창문 노약자등의 보호시설 등 환기와, , ,

안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본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여기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기능을 살펴보면 기존 창문은 수동으로 열었을 때에

만 환기가 가능하나 본 제품은 실내외 기온차 및 내부 공기 순환을 이용하여 실내공기의 자체 순환

정화 및 실외공기의 유입에서도 정화하여 실내로 유입시키고 안 좋은 실내공기를 흡착과 동시에 햇

빛의 자외선을 이용하여 정화카트리지로 자체적으로 정화시킴으로서 정화능력 및 기간의 향상을 도

모하며 외부의 자동차 공해물질 및 황사 등에 의한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고 실내 오염물질을 제거,

함으로서 항상 깨끗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번호 제 호: 1005195440000

출원번호 제 호: 1020030076071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 ,※

한 도면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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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용 식품보관 알림기 3)

주부들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할 때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때 음식물의 보관 날짜를 구분해서 보관하면 어떨까 냉장고 안에 각각의 야채 고? ,

기의 특성에 따라 보관하는 온도를 맞추면 더 싱싱하게 보관하지 않을까?

음식물이 상해 버리거나 각각의 야채 고기의 특성에 따라 보관하는 온도를 맞추면 더 싱싱하게 보,

관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억을 다하면 좋겠지만 냉장고에 보관되는 식품들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식품에따

라 적절한 보존기간을 사용자가 늘 기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냉장고 앞.

에 포스트잇으로 음식물 보관 날짜를 표시해 놓거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화이트보드 등에 식품보관

일자를 적어놓고 식품의 보존기간을 체크하여 적절한 식품의 보존기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도 했습니다.

여기 냉장고용 식품보관 알림기는 냉장고에 보관되는 각 식품들의 보존기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보존기간 및 보존경과시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의 초과시에 이를,

알려주어 음식물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기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

보존기간 및 보존경과시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있어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상해서 버리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원하는 식품에 대해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진행시키려면

식품을 선택 후 설정에서 각 종류별로 기억되어 있는 기본보존기간을 불러와 이 보존기간을 기준으

로 카운트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당품목의 보존기간에 대한 카운트가 진행되면서 보존기. ,

간이 다 되면 램프가 깜빡거리며 표시되고 경고음부저에 경고음을 발생합니다, .

실생활에서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등록번호 제 호: 1007651360000

출원번호 제 호: 1020060069519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 ,※

한 도면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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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 (HAIR DRYER) 4)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나면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매번.

청소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나면 주변을 청소하느라 시간에 쫓겨 더 허둥지둥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바로 빠진 머리카락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헤어드라이기는 사용하고 난 후 빠진 머리카락 제거를 헤어드라이기에 부착된 제거

기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붙여서 제거할 수 있는 접착부를 일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드라이기 사용 후 떨어진 머리카락을 바로 테이프에 붙여서 청소할 수 있어. ,

나중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일일이 찾아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청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테이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제품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부착된 테이프가 한 장씩 쌓여 복수개의 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접착

력이 떨어질 경우 한 장씩 벗겨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헤어드라이기를 잡고 테이. ,

프를 머리카락에 문지르기만 하면 되므로 머리카락을 청소하기 위한 별도의 전기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 에너지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의 직장인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아껴주는 편리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4/

등록번호 제 호: 2004428700000

출원번호 제 호: 2020080005569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 ,※

한 도면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 공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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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4

디자인 뉴스IP+

대한민국 상표 디자인 한자리에 모였다‘ · ’
개 전시관 및 체험 이벤트 등으로 볼거리 풍성- 13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상표 디자인권 이‘2009 · ’展

월 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까지 일간 대전시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 전9 19 23 5

시 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상표와 디자인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학생의 우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학생 발명품 전시관 도 마련돼 미래의 주역인‘ ’

학생들에게 현장학습체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이“ ·

해와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동시에 상,

표와 디자인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전시 행사내용으로는 우수상표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상표 디자인의‘2009 ’ ·

흐름을 사회상과 함께 비교 전시한 상표 디자인권의 트랜드 및 산업별 상품별 변· ,

천사 등을 비롯해 개의 주제별 전시관에서 상표 디자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13 ·

도록 하여 관람객들이 산업재산권을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이밖에도 상표분쟁사례 소개관 위조 상품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진품 모, ·

조품 전시관 등 이색 전시관을 선보이며 상표 디자인권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 ·

하는 상담센터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허청 대전일보(http://www.kipo.go.kr, , 09.09.21 / ,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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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 오션. 2009 IP

공모전 개최(IP Ocean)

상상의 날개를 달자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2009

특허청은 전국 대학 원 을 대상으로 자신( )

이 연구하고 있는 졸업작품 논문 및 창,

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

는 대학 오션 공모전 을 개최한다IP「 」

고 일 밝혔다20 .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물

이 일회성으로 사장되거나 해외 특허괴물

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방(Patent Troll)

지하고 대학 원 생들이 졸업 전에 인, ( ) 1 1

특허를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식재

산권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의 테마는 아이디어의 녹‘

색권리화(From Idea to Green Patent)'

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인 신성

장동력 추진을 뒷받침할 만한 개의 녹색4

기술특허 분야를 주제로(Green Patent)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

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10.20)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원장 이태근( )

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년2009「

대한민국 발명콘텐츠 공모전 을 2009.」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 달간9 1 9 30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

나 참여가능하며 발명신문 발명노트 지, ,

도사례 등 발명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발

명정보와 발명을 소재로 만든 동영상 포,

스터 강좌평 등 발명문화 개 부문으로, 2

나누어 각각 시행되었다.

발명품을 제출하는 대회와는 달리 다양

한 방법과 아이디어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주요 심사기준은 응모작품의 아이,

디어 참신성 디자인과 표현력 등이다, .

수상품은 을 통해 연중IPacademy.net

전시 될 예정이다 월중. (12 )

특허청(http://www.kipo.go.kr ,

09.09.10)

특허청의 주최로 까지2009.8.17~9.17

진행되었던 발명특허대전 공모‘2009 ’

전이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009.12.3

부터 일까지 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7 5

층 태평양 홀에서 전시가 진행된COEX 1

다.

공모내용은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 상표권 제외 으로 전( )

시 개막식과 동시에 시상식이 진행되어

대통령상 명을 포함한 총 명의 당1 142

선작이 시상 받게 된다.

전시분야는 기계 금속 생활용품 전· · ,

기 전자 정보 통신 농수산 섬유 화· , · , , ·

학 토목 건축 디자인 등 개 분야이며, · , 8 ,

참관업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동해 알 수 있다.

대한민국발명(http://www.kinpex.org

특허전시, 09.09.28)

특허청 차세대 기반 영, ‘ IP-

재기업인 육성’

녹색시대의 경쟁력 신재생에,

너지 디자인 선점 열풍!

그린에너지 국제공동 내R&D

년부터 본격 추진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 공동으로 미래기반KAIST·POSTECH

의 신성장산업 창출을 주도할 차세대 IP-

기반 영재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차세대 기반 영재기업인은 의 빌IP- MS

게이츠 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Google

페이지와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

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일컫는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부터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창의성 리더십 기업가정신 도· · ·

전정신 등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을 함양

하게 될 것이다 참가 신청 접수는 월. 11

일까지 각 대학 교육원 별로 시행되9~20

며 최종 합격자는 월 일 수 시, 12 30 ( ) 14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10.21)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의정

서가 발효된 년 이래 친환경적인2005 ,

신재생에너지 관련 디자인 출원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년 이후, 2005

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풍력 연료2009 · ·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디자인 출원

은 모두 건이며 교토의정서가 발효417 ,

된 년에 건에 불과하던 출원이2005 30

년 건 년 건으로 연평2007 81 , 2008 184

균 급증했다 또한 년 상반기83% . , 2009

출원은 건으로 년도 전체출원96 2005 (30

건 보다 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220% ,

같은 기간에 비해 가량 증가한 것으52%

로 조사됐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09.15)

지식경제부는 선진국과의 에너지기술격차

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확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년 국제공2010

동기술개발 예산을 년 억원 대비2009 (40 )

배 이상 증액된 억원으로 책정하고3 135 ,

이 중 억원을 신규과제로 지원 계획105

했다 이번 국제공동 예산 증액은. R&D

기존 국제협력사업의 기술정책 동향 파악․
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실질적 기술협

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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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으로 녹색기술‘ ’

투자유치 쉽게

노인성질환 의료기기에도 디자

인이 우선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내년부터 태양광 해상풍력 히트, , IGCC,

펌프 조명 그린카 기후변화, LED , , CCS,

예측등 녹색기술과 관련 사업은 정부가

발급하는 녹색인증 을 받아 민간으로‘ ’

부터의 투자유치가 쉬워진다.

정부는 일 제 차 위기관리대책회의30 22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도, ‘

입방안 을 확정했다’ .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은 기존 인증과“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

써 녹색투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 이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과” , “

등을 거쳐 연내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정책(http://www.korea.kr

포털, 09.09.30)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질환 의료기기의 출,

원이 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10 2

고 디자인 또한 인체공학적 최첨단 기능,

을 갖춘 기술미학적 디자인으로 큰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이.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의 전략적 수단으

로서 디자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

데 지난 년간 전체 디자인출원이 매년, 10

평균 증가한 반면 노인성질환 의6.5% ,

료기기는 같은 기간 매년 평균 증9.8%

가하였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09.23)

특허청은 년 하반기 특허기술상‘2009 ’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된 특허기술에 대.

하여 담당 기술분야 심사관의 예비 심사

와 청내 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심사·

협의회의 본 심사를 거쳐 월초에 특허12

기술상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는 기술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

자인은 창작성과 심미성 그리고 경제성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허기술상은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으로 주관하는 상으로 특허와 디자인 개2

부문으로 나뉘어 총 개의 상으로 이루어4

지며 특허 발명자 및 디자인 창작자에게,

시상한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09.28)

제 회 녹색생산성 디자이너1

양성 과정 실시

녹색기술 초고속심사로 한 달,

만에 특허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디자인 출원급증

한국생산성본부 는 월 일부터(KPC) 10 7 3

일간 제 회 녹색생산성 디자이너 양, “ 1

성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아시아생산성기구 가(APO)

개발하고 검증한 녹색생산성의 개념과 방

법론을 소개하고 기업조직 스스로가 녹색

생산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실습을

병행하여 자원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

소를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시스템을 자

연친화적으로 만들어 한국인의 삶을 개선

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생활여건을 물려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기획 설계하·

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계에서,

는 기업의 전략경영 기획 생산관리 담당, ,

임직원이 포함된다.

한국생산성본부(http://www.kpc.or.kr ,

09.09.30)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

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월10

일부터 시행한다1 .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

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초고속심사 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

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특허청(http://www.kipo.go.kr , 09.10.01)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디자인 출

원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년부. 1975

터 올 상반기까지 출원된 디자인은 모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715 .

이 중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난 2005

년에 건에 불과했던 출원이 년에30 2007

건 지난해에는 건으로 연평균81 , 184

급증했다83% .

분야별로는 태양에너지 관련 디자인이

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547 .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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