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도성 고분자관련 특허리스트>
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 명칭 IPC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1019930023416 19931218 전기활성 밀도가 높은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 C08L39/04 1019920009052 19920527 국방과학연구소
1019880012649 19881128 전기 전도성 고분자 필름의 제조 방법 C08F2/58 1019870003669 19870416 한국과학기술원
1019900007911 19900602 폴리알킬에테르와 방향족 헤테로고리 전도성 고분자의 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 C08G81/001019880014681 19881109 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19930017233 19930830 방전용량이 향상된 헤테로 고리계 전도성 고분자 2차 전지 H01M10/361019920000290 19920111 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19910015628 19910930 금속-질소=질소(M-N=N)단량체 결합을 가진 전도성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아조금속 유도체와 그 제조방법 C08G79/001019900002046 19900219 서울대학교 대한제당주식회사
1019890002302 19890410 전도성 다공성 고분자 물질의 제조 방법 C08J9/28 1019870007208 19870707 임승순 강은영
1019880011227 19881027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제조방법 C08G63/021019870002937 19870330 임승순 강은영
1019927002038 19920812 높은 전자 전도성을 가지는 두 구조물 사이에 삽입된 박층 이온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한층 이상 포함하는 다층 어셈블리의 신속하고 균일한 가열 방H01M10/501019917000037 19910110 소시에떼나쇼날르엘프아뀌뗀느 하이드로퀘벡
1019950008592 19950419 온도 특성이 향상된 전도성 고분자 화합물의 제조방법 C08K5/42 1019930019028 19930920 강박광(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19960018529 19960617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액위 검출 장치 G01F23/221019940029990 19941116 정몽원(만도기계주식회사)
1019960021452 19960718 액정 배향막 위에 전도성 고분자를 코팅하는 코팅 방법 B29C41/501019940039799 19941230
1019960022586 19960718 가용성 전도성 고분자,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채용한 표시소자 C08F38/02 1019940040136 19941230
1019960017553 19960617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한 스마트 윈도우 C03C25/021019940032333 19941130 정몽원(만도기계주식회사)
1019950009763 19950424 전도성 고분자 화합물을 음극으로 사용한 고체 전해 콘덴서 및 그의 제조법 H01G9/00 1019930019029 19930920 강박광(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19970018802 19970430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전극,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채용한 2차 전지 H01M4/02 1019950033987 19950930 윤종용(삼성전관주식회사)
1019970033762 19970722 전도성 고분자 박막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B29D11/001019950061807 19951228 이우복(사단법인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1019970028726 19970624 전기전도성 고분자 액정배향막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장치 G02F1/1331019950041948 19951117 이우복(사단법인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1019970029897 19970626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전자기 차폐 방법 G12B17/021019950044396 19951128 이우복(사단법인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1019957004340 19951120 이온-전도성 고분자와 전해질 첨가제 C07H15/081019957002597 19950623 아더디.리틀,인코퍼레이티드
1019970067983 19971013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 소자 H01M8/10 1019960008060 199603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화학)
1019970016695 19970428 광기능성-전기전도성 고분자 배향막 G02F1/1331019950030387 19950918 이우복((사)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1019960030278 19960817 가용성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고체 전해 콘덴서 H01G9/14 1019950001284 19950125
1019960030277 19960817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대향 전극으로 사용한 고체 전해 콘덴서 H01G9/14 1019950001283 19950125
1019960041238 19961219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 화합물 및 그의 복합체의 제조방법 C08J3/00 1019950013010 19950524
1019990049636 19990705 전도성 고분자층의 접착력이 개선된 알루미늄고체 전해 콘덴서의 함침방법 H01G9/02 1019970068608 19971213 이형도(삼성전기주식회사)
1019990010050 19990101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 및 그 제조방법 C08G73/021019960014734 19960506 강박광(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19980083814 19981205 비스(3-포밀-4-하이드록시페닐) 술파이드와 전이금속을 교대로 결합시킨 고내열성 전도성 고분자 C08G79/001019970019276 19970519 김흥기(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1019980037600 19980805 전도성 고분자 전기전도도 증가장치 및 그 증가방법 H01B1/00 1019960056360 19961122 이우복(사단법인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1019980002124 19980330 산화주석을 이용한 전기전도성 고분자복합체의 제조방법 C08K3/22 1019970061113 19971114 김성봉 김성봉
1019970067984 19971013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 소자 H01M8/10 1019960008061 199603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화학)
1019970070245 19971107 단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C25B1/14 1019960012368 199604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화학)
1019970067986 19971013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장치 H01M8/10 1019960008064 199603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화학)
1019970067985 19971013 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 소자 H01M8/10 1019960008063 199603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화학)
1019970067386 19971013 용융가공이 가능한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H01B1/06 1019960008805 19960328 이서봉(재단법인한국화학연구소)
1020000040197 20000705 고굴절율 전도성 고분자 박막 투명 필름 코팅액 조성물 C09D5/24 1019980055759 19981217 유현식(제일모직주식회사)
1020000031306 20000605 고전도성 및 고투명성을 갖는 폴리티오펜계 전도성 고분자 용액조성물 C08L81/02 1019980047281 19981105 유현식(제일모직주식회사)
1020000038843 20000705 전도성 고분자층을 이용한 탄탈전해캐패시터의 제조방법 H01G9/02 1019980053971 19981209 이형도(삼성전기주식회사)
1020000026304 20000515 메탈 알콕사이드 및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고체 전해질 캐패시터 H01G9/02 1019980043793 19981020 권호택(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1020000021255 20000425 전도성 고분자 조성물과 이것을 이용한 전기장치 C08L23/06 1019980040270 19980928 권문구(엘지전선주식회사)
1019990067321 19990816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신경자극 방법 및 장치 C12N13/001019987003320 19980504 르벡자밀라지.(매사츄세츠인스티튜트어브테크놀로지) 뉴윌리암(취일드런스메디칼센터코포레이션)
1020000072955 20001205 전도성 고분자의 단량체를 함유하는 전해액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H01M10/401019990015926 19990503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00022633 20000425 전도성 유기고분자의 대전방지막이 형성된 유리기판 및 그 형성방법과 그 도포용액 및 그 도포용액의 제조방법 C03C17/281019990018148 19990519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00059546 20001005 전기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환자의 체온유지용 발열포 제조방법 A61F13/02 1019990007219 19990305 임정옥 백운이 허증수
1020010017817 20010305 실란 화합물, 이로부터 형성된 전도성 고분자 및 그 제조방법 C07F7/08 1019990033516 19990814 김연택 최문근
1020000001824 20000115 고전도성 및 고투명성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하드 코팅 용액 조성물 C09D5/24 1019980022270 19980615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19990081234 19991115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고체전해질 형성방법 H01G9/02 1019980015064 19980428 권호택(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1020000001138 20000115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캐패시터 제조방법 H01G4/0151019980021226 19980609 권호택(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1019990075175 19991015 투명성 및 전도성을 갖는 고분자 하드 코팅 조성물 C08L57/00 1019980009246 19980318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20000010221 20000215 투명성 및 도전성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 하드 코팅막 C09D5/24 1019980031011 19980731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20000001826 20000115 고전도성 및 고투명성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의 제조방법 C08G61/121019980022272 19980615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20000009403 20000215 막강도가 향상된 투명한 전도성 유기고분자의 투명 대전방지막이 형성된 화상표시면판 및 그 제조방법과 그 도포용액 H01J29/88 1019980029793 19980724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00009404 20000215 건조성 및 투명성이 향상된 전도성 유기고분자 대전방지막이 형성된 화상표시면판 및 그 제조방법과 그 도포용액 H01J29/88 1019980029794 19980724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00009402 20000215 전도성 유기고분자의 투명 대전방지막이 형성된 화상표시면판및 그 제조방법과 그 도포용액 H01J29/28 1019980029791 19980724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00000662 20000115 높은 전도성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 도핑 방법 H01B1/00 1019980020409 19980602 정선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20020038981 20020525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검지할 수 있는 전도성고분자 어레이및 그 제조방법 G01N27/121020000068843 20001120 허증수
1019990083805 19991206 전도성 고분자의 코팅 용액을 이용한 코팅방법 B05D5/00 1019990032682 19990810 이영관
1020010026831 20010406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의 제조방법 C08K3/28 1019990038308 19990909 윤석용(학교법인주성학원)
1020010010937 20010215 정전기 발생량이 감소된 전도성 고분자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배향막 C08L101/1 1019990030083 19990723 윤덕용(한국과학기술원)
1020020019943 20020313 전도성 고분자 및 그 제조방법 C08G77/281020020006736 20020206 김연택 최문근
1020020054536 20020708 전도성 고분자 ＣＲＴ 코팅층 및 그 코팅층 형성용조성물 C09D5/24 1020000083657 20001228 안복현(제일모직주식회사)
1020020056030 20020710 전도성 고분자 복합체와 이를 함유하는 수계 콜로이드조성물 C08G73/001020000085313 20001229 정종순(주식회사금강고려화학)
1020020056215 20020710 정온도 특성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 수지 및 그 제조방법 C08J3/24 1020000085532 20001229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20020054537 20020708 전도성 고분자 블랙착색 ＣＲＴ 코팅층 및 그의 형성방법 C09D5/24 1020000083658 20001228 안복현(제일모직주식회사)
1020010028273 20010406 금속 산화물 전극 상에 전도성 고분자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고체 전해 콘덴서의 제조방법 H01G9/02 1019990040447 19990920 서갑수(삼화전기주식회사) 김충섭(한국화학연구원)
1020020010362 20020204 전도성 고분자 고체전해 콘덴서 H01G9/15 1020000044042 20000729 전형구(파츠닉(주))
1020020009966 20020202 전도성 고분자 고체전해 컨덴서의 제조 방법 H01G9/15 1020000043672 20000728 전형구(파츠닉(주))
1020020004054 20020116 전도성 고분자와 유기황 화합물의 혼합 파우더 제조 방법및 이를 이용한 양극의 제조 방법 H01M10/401020000037248 20000630 김성욱(주식회사네스에너지)
1020010049119 20010615 투명한 비반사 전도성 고분자 피막이 형성된화상표시면판과 그 도포용액 및 그 제조 방법 H01J29/18 1019990054066 19991130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10029238 20010406 전기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환자의 체온유지용 발열포 제조방법 D06M11/831019990041954 19990930 허증수 백운이 박동원 김진도 임정옥
1020010056773 20010704 전도성 고분자 필름 제조 방법 C08J5/18 1019990058382 19991216 오길록(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20020006134 20020119 리튬이차전지용 전도성고분자/망간산화물 복합양극활물질, 그 제조방법 및 이 물질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 H01M4/36 1020000039621 20000711 이희우
1020020009967 20020202 산화제 함침 향상을 통한 전도성 고분자 고체전해 콘덴서 H01G9/0251020000043673 20000728 전형구(파츠닉(주))

* 공개번호 1020020009967 의미는 10-2002-0009967입니다. 10은 특허를  표시하고 2002년 해당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