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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누구?
- 페이스북 조사결과 발표 □ 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특허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요?’조사결과, 최고의 지지를
얻은 연예인은 유노윤호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ㅇ 특허청과 잘 어울리는 연예인 2위는 백종원, 3위에는 방탄소년단
(BTS)이 선정됐다. 이어서 4위에 김병만, 5위는 이천희가 차지했고,
유재석, 유해진, 이승기, 박보검, 김건모, 아이유 등이 특허청과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추천됐다.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15일간 일반 국민들이 특허청 페이
스북 댓글로‘특허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을 한명씩

추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일반국민에게 발명특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 등 국민 600여명이 참여하여
55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 국민이 추천한 특허청과 가장 어울리는 연예인으로는
ㅇ 유효응답의 40%를 차지한 유노윤호가 1위를 차지했다. 유노윤호
지지이유로‘특허청 원픽(제일마음에 드는 사람), 열정 만수르

유노윤호’, ‘취미가 발명이고 특허도 있어요’, ‘에디슨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로 유명하잖아요. 발명가도 열정이 없으면
끝없는 도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한 특허청과 어울려
요’, ‘스캔들 하나없는 진실한 연예인’등의 댓글이 달렸다.
ㅇ 2위는 백종원으로 유효응답의 16.6%의 지지를 끌어냈다. 백종원을
추천한 사람들은‘대패삼겹살을 발명하신 분’,‘상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백종원, 특허청과 캐미 뿜뿜할 듯’등의 글을 남겼다.
ㅇ 3위에 선정된 방탄소년단은 유효응답의 3.8%를 차지했다.‘끊임없
는 자기개발과 열정이 특허청과 어울려요’,‘ARMY* 상표권등록으
로 팬사랑 보여준 BTS 최고’라는 추천이유를 남겼다.
* 방탄소년단 팬클럽 명칭. “ARMY”는 방탄복과 군대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의미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17년 7월 상표출원하여 2018년 10월 등록됐다.

ㅇ 이어서 4위에는 김병만, 5위에 이천희가 뒤를 이었고, 유재석, 유해진,
이승기, 박보검, 김건모, 아이유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특허청과 어
울리는 연예인으로 뽑혔다.
□ 특허청 이춘무 대변인은 “5위안에 포함된 연예인들은 모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향후
정책홍보와 국민 소통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조사결과 5위를 차지한 영화배우 이천희는 특허청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매일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
100회 특집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 붙임: 1.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조사결과
2.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지재권 등록현황
3.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사진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변인실 이승윤
사무관에게 연락(☎ 042-481-5272)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조사결과
순위

1

2

3

4

연예인

유노윤호

백종원

방탄소년단

김병만

득표수

231

95

22

19

지지율(%)

대 표 댓 글

40.46

취미가 #발명인 #유노윤호 열정 많은 사람이
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발명가로 유명한
에디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로 유명하
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끝없는 도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정 만수르 유노윤호가 특
허청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16.64

#대패삼겹살 을 발명한 #백종원 선택합니다
상인들에게 큰희망을 주는 백종원 여러가지
다향한 음식으로 실생활에 큰도음이 되어서
정말 좋아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연예인
(feat홍보대사)은 #백종원님이 딱이쥬~!!!

3.86

‘ARMY’ 상표권 등록으로 팬사랑 보여준 #BTS
대세중의 대세 BTS와 무엇이든 대세가 되려
면 특허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특허청과 잘 어
울린다고 생각해요. 대세의 징검다리는 바로
바로 #특허청 이니깐요~

3.33

김병만 더이상의 말이 필요없는 발명의 달인
이잖아요! 특허신청을 할것도 많을 것 같고,
'#특허청'의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릴 인물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반짝! 신의 손이
라 특허청과 잘어울려요❤

5

이천희

14

2.46

#이천희 이천희 씨는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장영실 역할을 맡기도 하셨고 실제로 휴대용
조립식 의자를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셨어요.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특허를 출원
한 이천희 씨가 특허청에 가장 어울리는 연예
인이라고 생각해요~

기

그 외

168

29.43

유재석, 유해진, 박보검, 김건모, 아이유

타

무응답

22

3.86

571

100

합계

〈 붙임 2 〉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지재권 등록현황
순위

1

연예인

유노윤호
(정윤호)

지재권

등록번호

등록내용

특허

10-1450181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

2

백종원

상표

41-0055738

‘대패삼겹살’, ‘백종원 우삼겹’,‘ 등 상표
148건 백종원 또는 더본코리아가 등록

3

방탄소년단

상표

41-0235798

‘방탄소년단’, ‘ARMY’ 등 관련 상표 89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등록

4

김병만

상표

41-0240797

‘이사의 달인 김병만’

5

이천희

특허

10-1595771

‘휴대가 가능한 조립식 가구’

상표

40-1050172

‘하이브로우’ 등

* 자료: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붙임 3 〉 특허청에 어울리는 연예인 사진
1

2

▲유노윤호

3

▲백종원

4

▲BTS

5

▲이천희

▲김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