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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명칭 구분 등록일자 사업목적(업종)

해도령 저작권 2000.09.29 
(c-2000-000065)

영양의 새 이미지 창조
신선하고 친근한 홍보
지역이미지의 상품화, 마케팅화
로 관광, 문화산업 육성

달낭자 저작권 2000.09.29 
(c-2000-000066)

남이장군 저작권 2000.09.29 
(c-2000-0000067)

꼬미 저작권 2000.08.24 
(000902)

영양고추의 통일된 이미지 관리
영양고추의 독특한 맛과 우수성
홍보

대한민국별천지 상표권 2020-07-28
(2030-07-28)

별 관련 상품개발 (문서, 가방, 의
류등)

음식디미방 상표권 2019.11.28.
(출원일자)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
임시숙박업 등

시인 조지훈 상표권 2020.03.03.
(2030.03.03.)

영양 문인 홍보
문학 및 문화행사 홍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영양 반딧불이 상표권 2004.01.12 
(40-00014330000)

반딧불이 학습 및 환경 보전에 관
한 연구 활동
반딧불이의 증식 및 생태에 관한
지원 업무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업무
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반딧불이 방사업무

영양 반딧불이 상표권

2004. 01. 15(30류) 약주
고추, 감자, 오이, 표고버섯, 상추
등
간장, 고추장, 된장(고추가루 제
외)

2004. 01. 15(33류)

2002.09.17(31류)

고추 포장용 포대 의장권 1997.05.13 
(30-01985230000) 고추포장용 포대

영양고추 상표권

2001.03.10(31류) 
(40-04893330000)

고추판매 대행업
고추판매 알선업
고추장판매 대행업

2001.07.09(35류) 
(41-00691770000)

2000.12.07 (31류) 
(40-04830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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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상표권
고추장판매 알선업

2001.04.25(35류) 
(41-00676860000)

고추문화축제 상표권 2003.09.03 
(41-00790180000)

고추판매 대행업
고추판매 알선업

도형 상표권 2003.12.03

자연학습 및 환경 보전에 관한업
무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업무
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반딧불이 방사업무
반딧불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
동 지원업무

영양 상표권 2001.05.10 쇠고기

일월명품 상표권 2002.06.25
쌀, 고추, 오이, 상추 등
고추장, 고추가루
약주, 머루주

일월산 상표권 2007.01.23(31류) 고사리, 어수리, 참나물, 참취, 곰
취, 참당귀, 개두릅 등

일월산 업무표장권 2007.04.02 축제에 관련한 업무

참맑음 지킴이 영양 업무표장권 2007.02.05

각종 위원회 관리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참이 업무표장권 2007.02.05

참이 상표권 2007.01.23(1류) 부식토 비료, 부엽토비료, 축산폐
기물비료 등

해비치 상표권

2007.01.23(1류)

부식토 비료, 부엽토비료 등
송이버섯, 고비 등

2007.03.07(29류)

2007.03.07(30류)

2007.03.07(31류)

그린모아 상표권
2007.03.07(29류)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김치, 깍두기, 단무지
두부2007.03.28(30류)

고추문화축제 업무표장권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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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관련한 업무

원놀음 업무표장권 2007.03.28

떴다 반딧불이 뜬다 영양 업무표장권 2007.03.28 각종 위원회 관리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 업무표장권 2007.03.28 자연생태공원관리 행정의 종합
및 기획

Red Tea 상표권 2007.01.23 고추 차

선바위와 남이포 업무표장권 2007.03.28

군정 홍보 및 보도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홍보안
내
선바위관광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 관리

웰빙영양 일월산 산나물
한마당 업무표장권 2007.03.28

축제 행정지원단 관련업무
축제 셔틀버스 운행계획, 관광객
유치계획
관광객지원안내계획, 각종 홍보
물 제작안 작성
설치에 관한 업무 등

문학의고장 영양 업무표장권 2007.03.28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관리
지방공무원 소청업무
군정 홍보 및 보도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가오리찜 상표권 2008.02.21
가오리
가오리를 저민 조각
가오리를 주원료로 한 건제어개
류 등

음식디미방 상표권서비스표권 2008.10.08 시가용 밴드 등1695건

규곤시의방 상표권서비스표권 2008.09.29 냉동된 완두콩 등 1306건

고추흑염소 상표권 2009.02.14 염소고기

영양검이 상표권 2009.02.14 염소고기

빛깔찬 상표권 2006.07.03 
(2016.07.03)

영양고추유통공사 상표브랜드 사
용 및 영양고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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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깔찬 자연지향 상표권 2011.06.02 
(2021.06.02)

영양고추유통공사 상표브랜드 사
용 및 영양고추 홍보

빛깔찬 우리아이 건강을
생각한 아이존 상표권 2011.06.02 

(2021.06.02)
영양고추유통공사 상표브랜드 사
용 및 영양고추 홍보

빛깔찬 고운햇살 가득담은
핫스타일 상표권 2011.06.02 

(2021.06.02)
영양고추유통공사 상표브랜드 사
용 및 영양고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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