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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Design Registration Number: 30-1005584 

 

Application Number: 30-2018-0039314 

Filing Date: August 23, 2018 

Registration Date: May 2, 2019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12 

Product:  

Vehicles as a Safety Wall for Road Construction 

Owner: 

Concaten, Inc. 

 24918 Genesee Trail Road, Golden, CO 80401, U.S.A.  

Creator:    

GROENEWEG, Kevin K. 

24918 Genesee Trail Road, Golden, CO 80401, U.S.A.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a desig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2, 2019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도면 】

【물품류】

제25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동식 장벽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강철(steel)임.

2.본 디자인의 물품은 도로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이동식 장

벽임. 이 물품은 전방의 구동부와 후방의 종동부 및 이들 사이에 배치되는 안전벽

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동부는 트랙터(트랙터 헤드)로서 구성되며, 구동력원 및 차

륜을 구비함. 종동부는 차륜을 구비함. 이 물품은 차량에 갑작스런 급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이 물품은 전방의 트랙터에 의해 움직임. 즉, 구동부의 구동

력에 의해 안전벽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음. 바퀴가 달린 승무원실은 후

방의 종동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종동부에 위치하고 있음. 차량과 관련된 부분 즉,

트랙터와 승무원실은 장벽이 이동할 때 그 장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 대신 각

구성품들은 그 장벽에 충격을 가하는 차량의 충격력의 일부를 소멸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가늘어지는 벽부분은 근로자들이 도로의 확장된 구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벽 아래에 있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에 작업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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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사시도를 나타낸 도면임.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을 나타낸 도면임.

도면 1.8내지 1.9는 다른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나타낸 도면임.

도면 1.10은 정면과 평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임.

참고도면 1.1은 안전벽을 나타낸 도면임.

참고도면 1.2는 트랙터 헤드와 차륜을 제외한 상태를 나타낸 도면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이동식 장벽"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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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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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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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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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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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도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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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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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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