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과 특허, 그리고 비즈니스 

 

최근 4차산업 혁명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비트코인(bitcoin), 

이더(ether)와 같은 암호화 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와 이러한 특허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떠한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특허 제도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블록체인에 관한 깊은 기술적 이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 및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틈나는 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태민 변리사  

 



1. 특허 개요 

 

발명의 명칭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로 전환하여 주는 장치 

기본 사항 출원인 주식회사 코인플러그 

출원일 2014년11월6일 

출원번호 10-2014-0153548 

현재 상태 특허등록 

기술 내용 본 특허는 다양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로 전환되도록 

해주는 기술로서, 특히 멤버십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업종마다 가치가 서로 다른 멤버십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유동시세에 맞게 가상통화로 전환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2. 대표 도면 

 



 

 

3. 코멘트 

(1) 지금 이 특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특허가 되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선 이 특허의 출원일인 2014년11월6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그 당시 저도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으니 당연히 위의 도면에서와 같은 시스템은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참고로,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 시점은 ‘출원일’ 이므로 

항상 출원일 시점으로 되돌아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출원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화폐, 암호화 

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이버머니/포인트를 제공하는 업체 서버, 

금융회사 및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에 시스템적인 연동을 통하여 

사이버머니/포인트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머니/포인트마다 가치가 다른 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가상화폐의 시세는 24시간 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본 특허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비지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고 ‘특허’를 통해 권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코인플러그는 본 특허를 활용하여, KB국민카드와 협력해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포인트리 

비트코인 전환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도면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KB국민카드가 수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본 특허의 등록권자인 코인플러그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체 보유한 기술력과 특허를 활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아래 캡쳐 화면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 현황을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저는 하나도 없네요. KB국민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