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실용신안공보 2000-1호(발행일 2000.1.15)

1. 화학소재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0108 C08J 5/14 조일원 미끄럼방지부재

특2000-0000245 C08J 3/12 김공수 방향성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방법

특2000-0000374 C08J 9/00 고연종
황토 함유 폴리우레탄 발포체 및 이의 

제조방법

특2000-0000603 C08J 3/02 광주과학기술원 기능성 폴리우레탄 하이드로겔의 제조방법

특2000-0000622 C08J 7/04 지정환 플라스틱 제품의 고강도 코팅방법

특2000-0000782 C08J 3/12 주식회사 엘지화학
고분자 라텍스를 연속적으로 과립상으로 

제조하는 공정 및장치

특2000-0000799 B01J 21/06 삼성전기 주식회사 질소산화물 정화용 촉매

특2000-0001123 B01J 23/44 이장희 파라듐 촉매의 제조방법



2. 환경 및 분리공정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0204 B01D 53/02 원영식
생산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정화장치.

특2000-0000328 B01D 53/00 임인권
회전체를 적용한 매연저감 방법 및 그 

방법을 이용한매연저감장치

특2000-0000810 C02F 3/3 임은태 질소 제거를 위한 폐수 처리 장치

특2000-0000821 C02F 3/10 주식회사 코오롱 생물학적 폐수처리용 미생물 접촉재

특2000-0000851 C02F 3/02
아니코산업 

주식회사
유기오수 정화용 입식 폭기장치

특2000-0000852 C02F 3/02
아니코산업 

주식회사
유기오수 정화용 입식 폭기장치

특2000-0000853 C02F 3/02
아니코산업 

주식회사
유기오수 정화용 입식 폭기장치

특2000-0000973 C02F 3/02 정진도 고농도 폐수 처리 시스템

특2000-0001018 C02F 3/12 송원칼라 주식회사
활성슬러지 호흡율에 의한 독성측정장치와 

그 운전방법

특2000-0001024 B01D 50/00 한국원자력연구소 활성탄필터 누설시험용 가스발생기

특2000-0001359 C02F 3/28 주식회사 대우
고율 혐기성 반응조 좌우대칭 경사판형 가스 

슬러지 분리장치

특2000-0001424 C02F 3/10
아태수기엔지니어

링 주식회사

수 처리용 접촉메디아, 그의 제조방법 및 그 

장치

특2000-0001475 C02F 9/00 삼성전자 주식회사
생물학적 및 화학적 처리에 의한 산폐수 

처리방법

특2000-0001729 C02F 3/30 노영재 생활오수 처리장치

특2000-0001730 C02F 3/30 주식회사 화랑환경

에이취알-200 및 섬모형 생물막법에 

혐기(무산소) 호기공정을이용한 색도 및 

유기물, 질소, 인의고도처리 장치 및 공법



3. 정밀화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0036 C10B 53/04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미분탄 이송배관의 고형물 제거장치

실2000-0000336 C10B 45/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코크스 연소실의 가스 및 에어포트용 

유량조정판 삽입장치

특2000-0000026 C10M 171/00 변영복 마찰계수를감소시켜주는그리스제조방법

특2000-0000027 C10M 177/00 변영복 윤활유제조방법

특2000-0000386 C09K 21/00 극종방염 주식회사 액상 에멀젼 형태의 방염성 물질

특2000-0000628 C09K 11/06 삼성전관 주식회사

플루오로화 아릴기를 함유한 완전 공액된 

유기 전기 발광 고분자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00705 C10M 103/06
나노세라믹스 

주식회사

고압 분위기에서 고상-기상 반응에 의한 

고체윤활제의 합성방법및 합성장치

특2000-0000706 C10M 103/06
나노세라믹스 

주식회사

낮은 산소분압하에서 고상-기상 반응에 

의한고체윤활제의 합성방법 및 합성장치

특2000-0000921 C09K 3/14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화학적 기계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현탁액 

제조 방법

특2000-0000998 C09K 11/54 조태환 녹색발광 형광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특2000-0000999 C09K 11/63 김유혁
붕소산화물을 베이스로 하는 적색형광체의 

제조방법

특2000-0001000 C09K 11/54 김유혁 적색축광조성물

특2000-0001074 C10C 5/00
주식회사 

거성바이오
기초목초액에 함유된 유해성분 제거방법

특2000-0001581 C09K 11/00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유성형광체 슬러리 조성물



4. 생명공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0541 C07K 7/00 주식회사 녹십자
혈관벽세포 성장호르몬 활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펩티드

특2000-0000943 C07K 14/435 권영근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소형 

엔도스타틴 유도체, 및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치료제

특2000-0001629 C07K 16/18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인간 인터루킨18에 대한 단일클론항체, 

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및 그 

제조방법



5. 약품화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0090 A61K 35/78 민병길
은행잎의 유효성분 추출방법 및 그의 

추출장치

특2000-0000640 A61K 9/70 주식회사 엘지화학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경피흡수투여용조성물 및 이를포함하는 

경피흡수투여용 제형

특2000-0000822 A61K 9/70 제일약품 주식회사 알쯔하이머성 치매치료용 경피흡수제제

특2000-0000840 C07D 311/72 김영대
규한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옥시에틸렌 

비타민 E 및 그의제조방법

특2000-0000942 A61K 9/52 주식회사 삼양사 서방형 전립선염 치료제 조성물

특2000-0000957 C07D 211/36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고순도의 

비스(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세

바케이트의제조방법

특2000-0001042 C07D 231/18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
신규 아크릴레이트계 살균제

특2000-0001190 A61K 7/02 주식회사 태평양

색조화장료용 복합분체의 제조방법 및 

이것에 의해 제조된복합분체를 함유하는 

색조화장료

특2000-0001280 A61K 35/78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계피 추출물 또는 초두구 추출물을 포함하는 

동맥경화증 예방및 치료용 조성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