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너지 작품 공모전
(설비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1. 아이디어명
Light AD Fence, UT201708310453_1

2. 개발동기
<제작배경>

뉴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 게시대 시스템이 이루어지더라도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현
수막은 극히 일부만 적법한 것이고, 건물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광고물들은 종류와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학원생 모집광고, 개업광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현수막, 특히 주차 차량의 손잡이 홈 등에 끼
워놓은 것이나 상가빌딩 엘리베이터 입구 아래에 줄 세워 놓기도 한다. 도로변 전봇대에는
각종공연광고, 도로위에 에어라이트 등 우리는 현재 불법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
런 광고물들이 하루에는 수천장씩 길거리에 살포되고, 수백개의 현수막이 학생 및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위에 설치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 환경 및 안전문제>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도로 및 거리위에서는 쓰레기로 변질되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 현수막은 안전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대로변, 육교, 고속도로 등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이 떨어짐으로써 자동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다. 또한 삼거리, 사
거리 등 교차로에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기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길
목 펜스, 나무 등에 현수막이 걸려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
도 하다.
<불법 현수막 사회적 비용의 문제>
여러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현수막을 단절시키고 있다. 또한 수거를 해올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봉사제
등을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단속과 행
정 조치에도 불법현수막은 떼면 붙이고 다시 떼면 붙이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상
공인들은 자신들을 알려야하고 이는 불법광고물 또는 불법현수막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소모적인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3. 설명서 (디자인, 기능, 역할, 활용용도, 방법 등)
LIGHT AD FENCE는 인도,도로에 있는 펜스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새로운 광고형 펜스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합법 현수막으로 만드는 LIGHT AD FENCE>

이에 기존에 도로/인도를 구분하는 펜스, 육교 펜스, 고속도로 펜스 등에 불법 현수막이 거
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영감을 얻어 기존의 펜스를 활용하여 현수막이 거치될 수
있는 합법적인 'LIGHT AD FENCE'를 구상하였다. 또한 밤에는 어두워 불법현수막이든 합버
적인 광고물이든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펜스를 활용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여 LED조명으로 밤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SOLAR
LIGHT AD FENCE를 구상하게 되었다.

<LIGHT AD FENCE 디테일>

길거리, 도로, 육교 등에 설치된 펜스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것을 착안하여 합법적으로 광
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LIGHT AD FENCE를 구상하였다. 양쪽이 아크릴 투명판으로 되어 있
으며 상하좌우 4측면에 원뿔형으로 구멍이 뚫린 현수막을 양면으로 2장 설치하여 인도, 도

로 양측에서 광고물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 월별, 반기, 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LIGHT AD FENCE 이용 가격은 각 정부, 지자체에서 정한다.

4. 기대효과
AD Fence는 도로/인도/육교 등 펜스(울타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의
방치되어 있던 펜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AD Fence는 불법 현수막을 이용해야만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따. 해당 AD Fence를 통해서 지면광고, 디지털 광고,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광고물을 단속해야만 하는 정부 및 지단체에게는 효율적인 관리의 기회
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 및 지단체는 기존의 불법 광고 철거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AD
Fence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 기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AD Fence를 통해서 도시의 미관은 물론,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상생하고 호흡
할 수 있는 건강한 옥외광고 문화를 마련할 수 있다.

5. 기타 설명자료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우선 중점적으로 국내 시/군/구와 협력하여 국내 시장을 선두로 하여 시장을 넓혀갈 예정
이다. 불법 현수막이 펜스나 길거리, 울타리에 게시되어 피해를 보는 국가는 우리나라, 태국,
중국, 말레이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LIGHT AD FENCE를 개발, 판매할 계획이다.
시장 내에는 유사제품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불법 현수막 문제가 모든 자
치구, 광역시에 큰 문제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다. 중점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제 도입’ 및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등 7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내세우면서 불법 현수막 단
속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기술인 ‘앱 신고’접수를 통해서 실시함에도 불구하
고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문제는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