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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번 호 통 지 서

출   원   일   자 2021.11.01

특   기   사   항 참조번호(T21116N)

출   원   번   호 40-2021-0221005 (접수번호 1-1-2021-1254186-59)

출 원 인   성 명 박가람(4-2006-036902-1) 외 2명

대 리 인   성 명 특허법인키(9-2019-100221-6)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
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서지사항】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상표등록출원 

【권리구분】 상표 

【출원인】

  【성명】 박가람 

  【특허고객번호】 4-2006-036902-1 

【출원인】

  【성명】 길승복 

  【특허고객번호】 4-2018-000066-1 

【출원인】

  【성명】 이승석 

  【특허고객번호】 4-2021-083331-3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키 

  【대리인번호】 9-2019-100221-6 

  【지정된변리사】 김남길,김수진,이승환 

【참조번호】 T21116N 

【등록대상】

  【상품류】 제09류 

  【지정 상품】 기록된 가상화폐 채굴 조정용 소프트웨어,기록된 가

상화폐 채굴용 소프트웨어,기록된 가상화폐 채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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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운영시스템,기록된 가상화폐거래용 소프트웨어,기

록된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기록된 전자상거래/전자

지불용 소프트웨어,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기록된

펌웨어,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화폐 채굴 조정용 소프

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화폐 채굴용

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화폐 채굴장치용 운

영시스템,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화폐거래용 소프트웨

어,내려받기 가능한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상거래/전자지불용 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내려받기 가능한 펌웨어,내

장 소프트웨어,모바일기기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

이션,컴퓨터 가상화폐 채굴용 하드웨어,컴퓨터 하드

웨어,분산원장기술 또는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마이닝 및/또는 암호화폐 거래 확인용 기술 장치,분

산원장기술 또는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마이닝

및/또는 암호화폐 거래 확인용 데이터,분산원장기술

또는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마이닝 및/또는 암호

화폐 거래 확인용 미디어,분산원장기술 또는 블록체

인을 통한 암호화폐 마이닝 및/또는 암호화폐 거래

확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암호화폐 거래용 금융거래

의 관리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암호화폐 거래용 블

록체인기술 관련 미디어 콘텐츠,전자금융거래용 보안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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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형】 일반상표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키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1  개류           62,000  원 

  【지정상품 가산금】 7 개 상품        14,00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합계】 76,000  원 

【첨부서류】 1.기타첨부서류[위임장]_1통 

1 : 기타첨부서류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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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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