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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어부 뜨니 낚시용품 디자인도 팔딱팔딱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 & Balance)’ 문화의 확산, 주52
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낚시는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1)에 따르면 취미생활 선호도 1위로
선정됐으며, 2018년 발표한 보고서2)에도 국내 낚시 인구는 800만명으로
추정하는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
어부’ 등 낚시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가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선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이 같은 낚시 열기로 인한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해마다 낚시 용품의 디자인 출원을
점점 늘리고 있다고 한다. 낚시용품의 출원 건은
불과했으나,

2018년

387건으로

출원 건이

2배가량

2015 년

196 건에

증가했으며, 매년

낚시용품 디자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컨슈머인사이트가 여행하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낚시를 하겠다’는 사람이 40%로 등산(31%)을 제치고 1위에 오름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낚시문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국내 낚시 인구는 지난 2010
년에는 652만명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677만명으로 상승했다가 지난 2016년 767만명으
로 급증했고, 올해는 8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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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낚시용 추 등 기능적 형상을 띤
디자인 출원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루어3) 등 기존과 미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낚시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디자인적 차별화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낚시용품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일본브랜드 등 수입
제품이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일본 및 해외 디자인출원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 디자인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국내 낚시용품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낚시인구의 증가와 낚시
예능의 인기 등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출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점 수입산
낚시용품의 수요를 국내 제품이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낚시용품의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용이창작성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출원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등을 이용하여 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는 지 사전에 검색해 볼 것을 조언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디자인심사팀 주무관 김상민에게 연락(☎ 042-481-5370)주시기 바랍니다.

3) ‘루어’는 쇠붙이나 나무, 기타 합성소재로 만든 인조미끼를 말하며, ‘루어낚시’란 이 같은 루어
를 이용해 물고기를 낚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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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낚시용품 디자인 등록 사례

낚시용 인조미끼
(디자인 제0936040호)

두족류 낚시바늘
(디자인 제0947495호)

휴대용 낚시공구
(디자인 제0945431호)

낚시용 찌
(디자인 제0946863호)

낚시용 루어
(디자인 제0934841호)

낚시용 인조미끼
(디자인 제0947899호)

인조미끼
(디자인 제0977079호)

낚시용 릴
(디자인 제0976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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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낚시용품 디자인 출원현황

1. 연도별 출원 현황

2. 해외 디자인등록 현황

※ 특허청에 탑재된 낚시용품 관련 출원/등록 통계건수 기준이며, 해외 디자인등록
건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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