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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활 속 아이디어로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에 도전하세요!
- 특허청,「2020 생활발명코리아」아이디어 접수 3.31[화] 까지 -

□ 특허청 청장 박원주 은 발명을 통해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

하기 위하여

‘2020

생활발명코리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주부, 대학생, 경력

단절여성 등 수많은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했다.
ㅇ

대표적인 사례로 경력단절여성이 발명한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등이 있다.

ㅇ

또한, 박스와 배달음식 등 포장제거에 간편한 ‘손가락 착용 커터기’,
반려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반려견 다리샤워기’ 등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발명으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편리미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 제품화 및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 된다는 신조어로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면 대가를 더 지불하더라도 편리한 상품·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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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생활발명코리아의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www.womanidea.net)를 통하여 접수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ㅇ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는

<부문1>,

제품화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는

<부문2>로

지식재산권 출원했지만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부문1>은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문2>는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ㅇ <부문1>

선정자에게는 사업화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심사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완성된 시제품은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부터 발명
장려금을 확대하여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천만원,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백만원, 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50만원이

□

각각 수여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

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다”라며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이디어 접수 :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 www.womanidea.net
◆ 문의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 02-538-2710(idea@womanidea.net)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지역
산업재산과 김종혁 서기관(☎ 042-481-5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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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 생활발명코리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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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생활발명코리아 사업화 사례

□ 이동식 분리수거함, 바퀴 덕분에 날개돋친 듯 성공한 주부 CEO
ㅇ (수상) 2015년
ㅇ (발명품)
ㅇ (발명인)

생활발명코리아 대통령상

가로를 세로로 바꿔 공간을 활용, 바퀴로 이동하는 분리수거함
인트리 나예선 대표

ㅇ (특이사항)

경력단절여성이 1인 기업으로 시작해 홈쇼핑 런칭까지 성공

□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성가신 집안일과 경력단절 고민 동시 해결!
ㅇ (수상) 2018년
ㅇ (발명품)
ㅇ (발명인)

생활발명코리아 국회의장상

매일 세탁한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급속 신발 세척건조살균기
스마트름뱅이 윤해진 대표

ㅇ (특이사항)

경력단절여성이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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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착용 커터기, ‘배달 시대’에 포장제거 잇템으로 성장!
ㅇ (수상) 2017년
ㅇ (발명품)

생활발명코리아 여성가족부장관상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워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커터기

ㅇ (발명인) ㈜제이링
ㅇ (특이사항)

곽숙정 대표

워킹맘이 어머니와 함께 창업, 크라우드펀딩(와디즈, 텀블벅)

참여 후 오픈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 반려견 다리샤워기, 펫팸족(Pet+Family)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
ㅇ (수상) 2018년
ㅇ (발명품)

생활발명코리아 특허청장상

산책 후 목욕을 싫어하는 반려견 때문에 욕실전쟁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한 샤워기
ㅇ (발명인)

테디아일랜드 이은경 대표

ㅇ (특이사항)

펫팸족의 호응에 힙입어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성공,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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