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실용신안공보 2000-9호(발행일 2000.3.15)

1. 화학소재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14416 B01J 23/50 키이엔지니어링 휘발성유기화합물 산화용 금속산화물 촉매

특2000-0014743 C08J 5/18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고강도의 백색 폴리에스테르 필름

특2000-0015100 B01J 23/26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중/다중 활성점을 가지는 크롬계 

촉매조성물, 그 제조 방법및 이를 이용한 

폴리올레핀의 제조방법

특2000-0015371 C08J 5/22 한국화학연구소
물/유기용매 분리용 폴리이미드 복합막의 

제조방법

특2000-0015673 B01J 13/0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카본블랙 콜로이드 용액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15674 B01J 13/0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용액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용액

특2000-0015815 C07C 65/11

가부시키가이샤 

우에노 세이야꾸 

오요 겡뀨조

히드록시 나프탈렌 카르복실산류의 알칼리 

금속염의 분리 정제방법

특2000-0015855 B29C 55/14
도레이 

가부시끼가이샤

방향족 폴리아미드 필름 및 그로부터 제조된 

자기 기록 매체

특2000-0015910 B01J 13/16 제네카 리미티드 마이크로캡슐화된 조성물

특2000-0015928 C08G 63/85
이.아이,듀우판드네

모아앤드캄파니
코폴리에스테르의 제조 방법



<고분자 관련>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14579 C08C 19/08 경신공업 주식회사 내열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고무의 제조방법

특2000-0014606 C08L 23/04 박경양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발포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15182 C08L 27/06 주식회사 진성

액상 원적외선 방사 조성물과 이 조성물을 

직물지에 코팅하는방법 및 동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기능성 코팅직물

특2000-0015527 C08G 8/10

스미또모 

베이크라이트 

가부시키가이샤

고-분자량 고-오르토 노볼락형 페놀수지

특2000-0015794 C08G 63/88 웰만 인코포레이티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연속 

제조에서의 촉매 불활성화방법

특2000-0015823 C08G 18/10
시뮬라, 

인코포레이티드

압출 가능한 열가소성의 탄성 우레아 연장된 

폴리우레탄

특2000-0015928 C08G 63/85
이.아이,듀우판드네모

아앤드캄파니
코폴리에스테르의 제조 방법



2. 환경 및 분리공정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4708 B01D 53/02 임찬기 탈취용 패키지

실2000-0004951 B01D 50/00 장한기술 주식회사 공기분리장치

실2000-0005013 C02F 1/52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응집제 자동 용해장치

특2000-0014467 C02F 3/3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하수처리장의 질소제거 공정에서 미디어 

선택적주입 방법

특2000-0014660 C02F 1/52 주식회사 미몽 산업 폐수의 정화처리 방법

특2000-0015095 B01D 53/34 한국전력공사

CO₂제거용 고체매질의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PDBS(PARALLEL DUAL-BED 

SYSTEM) 공정장치

특2000-0015099 C02F 1/74 한상배
간헐포기에 의해 질소 및 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폐수처리방법및 장치

특2000-0015867 B01D 11/02 쏘시에떼 쁘로라보
유기 화합물 추출장치 및 속슬레형 유기 

화합물 추출설비



3. 정밀화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5073 C21C 5/46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성형탄 분별판의 이물질 제거장치

특2000-0014627 C09K 5/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소
잠열 축열재 및 그 제조 방법

특2000-0014966 C09K 3/10
대한철강공업 

주식회사

우레탄-변성 에폭시 수지를 포함하는 급속 

보수재

특2000-0015321 C09C 1/00 한국자원연구소 안료의 제조방법

특2000-0015437 C09K 17/40 주식회사 푸른들 유기질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토양 개량제

특2000-0015469 C09K 11/06 박이순
광중합형 감광성 형광체 페이스트 조성물및 

이를 이용한 형광막의 형성방법

특2000-0015623 C09D 7/12 벽산화학 주식회사
맥반석을 함유하는 건축물 도포제 및 이의 

제조방법

특2000-0015752 C09D 5/03
가부시키가이샤 

세이신 기교

PET 수지제품을 원료로 하는 분말체 도료 및 

제조법

특2000-0015797 C09C 1/00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
고채도의 오렌지색 진주빛 안료

특2000-0015831 C09D 5/16

제이.씨. 헤펠스 

스키브스파르베-파

브리크 아/에스

오염방지 페인트

특2000-0015909
C09D 

123/02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중합체 피막을 사용하여 표면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특2000-0015916 C09K 19/02

미쯔비시 가스 

케미칼 컴파니, 

인코포레이티드

반강유전성 액정 셀



4. 생명공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15886 C07K 14/705
쉐링 

악티엔게젤샤프트
피임을 위한 투명대 단백질

특2000-0015892 C07K 5/06 워너-램버트 캄파니 단백질 파르네실 트랜스퍼라제의 억제제

특2000-0015893 C12N 15/13
노보팜 바이오텍, 

인코포레이티드

특이적으로 암세포를 검출하는 항원 결합 

단편, 상기 단편을 코딩하는 뉴클레오티드 및 

암의 예방 및 검출에 사용되는 이들의 용도

특2000-0015933 C07H 5/10
바스프 

악티엔게젤샤프트
탄수화물 유도체 및 그의 고체상 합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