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실용신안공보 2000-15호(발행일 2000.5.6)

1. 화학소재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23934 C08J 5/00 김진호 재활용 타포린 제조방법

특2000-0025195 C08J 5/18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백색 다공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25222 C08J 9/00 주식회사 태평양 하이아론산 스펀지의 제조방법

특2000-0025413 B01J 31/02 이동근

액화 천연가스내의 유기 황화합물

부취제를산화 분해시키기위한 개선된

광촉매의 제조 방법

특2000-0025836 B01J 20/16 한국화학연구소
수소기체에 대한 고투과선택성을

가지는팔라듐함유 제올라이트 복합무기막

특2000-0025892 B01J 23/26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염소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촉매산화방법

특2000-0025907 C08J 3/12
엘지전선

주식회사
이방성 도전필름용 복합 분말



<고분자 관련>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24875 C08G 59/40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써치

인스티튜트

에폭시 수지 경화 촉매 및 이를 함유한

에폭시수지 조성물

특2000-0025269 C08L 63/00 국도화학 주식회사
코아-셀 구조를 가지는 아크릴릭 러버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 조성물

특2000-0025441 C08G 63/78 주식회사 삼양사
고분자량의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제조 방법2

특2000-0025443 C08L 63/00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써치

인스티튜트

에폭시 수지 조성물

특2000-0025570 C08G 63/78 주식회사 삼양사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

특2000-0025752 C08L 23/10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내충격성이 우수한 자동차 범퍼 커버용 수지

조성물2

특2000-0026020 C08L 51/00 주식회사 엘지화학
도금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수지 및 그의

제조방법



2. 환경 및 분리공정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7687 B01D 33/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스와프 분리 이송장치

실2000-0007701 B01D 46/42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저소음형 공기 청정장치

실2000-0008040 B01D 46/10
엘지전자

주식회사
공기 필터가 구비된 장치

특2000-0023972 B01D 24/00
주식회사

이에스켐

자발적 산화환원 기능을 가진 금속 입자

미디어를포함하는 정수 필터

특2000-0024100 C02F 3/12
주식회사

엠에치엔지니어링
미네럴을 이용한 폐수 처리 방법 및 장치

특2000-0024363 C02F 11/12 고규태 분뇨를 이용한 대체연료의 제조방법

특2000-0024530 B01D 39/08 이찬숙
황토와 천연펄프 및 부직포를 이용한

공기정화용 필터제조 방법

특2000-0024567 B01D 53/75
대양환경

주식회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착성을 높인

흡착장치

특2000-0024585 B01D 53/86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

링

소각재 및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

특2000-0024596 C02F 11/16 김경목
우드칩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발효법

특2000-0025254 B01D 53/3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재흡착을 이용한 고효율 이산화탄소

생산공정

특2000-0025317 C02F 1/78
주식회사

한국필립
저장기능을 갖는 정화장치

특2000-0025340 B01D 53/34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프로필렌 및 오존을 이용한 저온 플라즈마

공정의 질소산화물제거방법

특2000-0025415 C02F 1/62
고려제강

주식회사
중금속 함유 시안폐수의 전처리 방법

특2000-0026050 C02F 3/32 한상배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는 질소․인제거방법



3. 정밀화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7779 C10B 53/04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미분탄 제조설비의 진동형 이물질제거장치

특2000-0023889 C09B 67/44 김문섭 염색조성물및이를이용한염색방법

특2000-0024303 C10L 5/44 안중우
식물성 목분과 활성탄을 주재로 한 무연무취

순간점화숯의 제조방법

특2000-0024437 C09D 5/02 이성진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이 가미된

페인트의 제조방법

특2000-0024529 C09D 5/02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

1액형 상온가교형 수용성우레탄-순수 아크릴

에멀젼수지를이용한 탄성도막방수재

특2000-0024571 C09D 11/02 이정한 향료가 함유된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특2000-0025078 C09D 5/25 주식회사 삼양사 자외선 경화형 대전방지 하드코팅제 조성물

특2000-0025229 C09K 5/00 한국기계연구원
메카니칼그라인딩법에 의한 열전재료

제조방법

특2000-0025525 C09J 7/02 3엠 타이완 리미티드 다층 라미네이트 전기 테이프

특2000-0025940 C09K 11/77 한국화학연구소 티탄산란타늄계 적색 형광체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25993 C09D 163/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밀착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박막피복용

수지용액 및 이를 이용한수지피복강판의

제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