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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2019년 10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0월 9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우리아기좋은날”, “채세움” 등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 특허청 청장 박원주 은 훈민정음 반포 제
(

573돌

)

한글날을 맞이하여

제4회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

본 행사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후원하고 특허고객의

참여로 진행됐다.

○

『아름다운 상표』로는 ‘우리아기좋은날’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 로는 ‘채세움’이 각각 선정됐다 국립
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로는 ‘이슬촌’, ‘확깨면’, ‘열두잎’, ‘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

.

위사냥’ 및 ‘빙그레’ 가 선정됐다

□ 이번 행사는 사회전반에 걸쳐 외국어 상표 또는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와 은어·속어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말 우수 상표를 발굴·
시상해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 1 -

□

이번 우리말 우수 상표에는 총

90건의

상표가 응모됐고, 특허청

요건심사를 거친 후,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규범성 및 참신성 등)와 특허고객의 선호도 투표를 합산하여
확정됐다.

□ 한편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예정) 정부대전청사

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제4회 우리말 우수 상표 수상작]
상장종류

상표명

아름다운 상표
(문체부장관상)

대표 지정상품
유아용품판매대행업, 유아용품판매
알선업, 유아의류판매대행업 등

고운 상표
(특허청장상)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건축용 목판 등

포도, 피망, 호박, 통조림과일 등

라면,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제품, 곡분제 식품 등

정다운 상표
(국립국어원장상)

괘종시계, 보석시계, 시계 등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얼음사탕,
초콜릿 등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파우더,
커피, 커피음료, 케이크, 우유 함유
커피음료 등

※붙임: 제4회 우리말 우수 상표 수상작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주무관 엄재식(☎042-481-534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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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표장

제4회 우리말 우수 상표 수상작
등록사항
(등록권자)

대표 지정상품

전문가 심사평

상장 종류

제41-55995호
(장승팔 / 개인)

유아용품판매대행업,
유아용품판매알선업,
유아의류판매대행업
등

・서술 형태의 문장이지만
지루하지 않다. 쉬운 말들로
연결된 문장이어서 정감
있게 들린다. 유아용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바로
연상시킬 수 있다. 평범하면서
자연스러운 가치가 있어
보인다.

아름다운상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상)

제40-990391호
(이기열 / 개인)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건축용 목판 등

・집을 세는 단위인 순우리
말을 사용하여 '집을 세운다.
짓는다'의 의미를 모두 담아
작명한 점에서 훌륭합니다.

고운상표
(특허청장상)

제40-650477호
(최재춘 / 개인)

포도, 피망, 호박,
통조림과일 등

・어문규범에 맞게 이해가
쉽도록 상표명을 지었으나,
상표명이 좀 평이한 느낌이
있음.

라면,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
제품, 곡분제 식품
등

・'확 깨다'에 라면의 의미까지
담아 작명한 점이 참신합
니다. 해장 라면임을 드러
내기에 좋은 상표라고 생
각합니다.

제40-1046120호
(김용천 / 개인)

괘종시계,
시계 등

・상표명을 규범에 맞게 고유어로
잘 지었고,상표의 의미도 잘
드러남.

제40-665971호
(주식회사
빙그레)

아이스케이크, 아이
스크림,
얼음사탕,
초콜릿 등

・고유어로 규범에 맞게 상표명을
지었으며, 사업 내용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음.

제40-1468196호
(주식회사
빙그레)

아이스크림 콘, 아이
스크림파우더, 커피,
커피음료,
케이크,
우유 함유 커피음료
등

・디저트가 주는 행복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말 의
태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제40-910655호
(주식회사 에이치씨
바이오텍
윤병재/개인)
* 공동명의

보석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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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상표
(국립국어원
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