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번호 공개일 발명의명칭 IPC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인 출원인

 1020010049298  20010615
 확산로에서의 열처리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브의 가스상정제 방법  C01B31/02  1020000022526  20000427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103984  20011124
 전이금속박막형상 제어에 의한 탄소나노튜
브의 수직 성장방법  H01L21/20  1020000025333  20000512 이영희 이병수 최영철 김종민 최원봉 이내성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102598  20011116
 티올기가 부착된 탄소나노튜브 및 이의 제
조방법  C01B31/02  1020000023328  20000501 김성근 임종국

심재석(주식회사퀀텀테크인터내셔날) 김성
근

 1020010103274  20011123  탄소나노튜브 박막 제조방법  C23C18/00  1020000024614  20000509 한인택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049397  20010615  탄소나노튜브의 팁 오픈 방법 및 정제 방법  H01L21/18  1020000028004  20000524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49398  20010615
 저압 화학기상증착 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
튜브의 합성방법  C01B31/02  1020000028005  20000524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49297  20010615
 저온 열 화학기상증착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저온 합성 방법  C23C16/22  1020000022525  20000427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92181  20011024

 탄소나노튜브 합성용 다중 진공챔버 플라즈
마화학기상증착장치 및 이 장치를 이용한 탄
소나노튜브 합성방법

 C30B25/00
B82B3/00  1020000014246  20000321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91389  20011023
 저압-ＤＣ-열화학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
노튜브 수직배향증착 방법  H01L21/205  1020000013039  20000315 이영희 김종민 이내성 최원봉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이영희

 1020010091479  20011023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수소저장기술  C01B3/00  1020000013220  20000315 남기석 박기수 이영희 남기석 이영희 박기수

 1020010092182  20011024
 벨트 장착 저온 열화학기상증착장치 및 이
를 이용한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방법  C23C16/54  1020000014247  20000321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84385  20010906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전자방출소자 제작
방법  H01J9/24  1020000009395  20000225 한인택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039635  2001051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백색 광원 및 그 제
조 방법  H01J61/12  1020000030354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조영상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39637  2001051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백색광원 제조 방법  H01J61/12  1020000030358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39636  2001051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백색 광원 및 그 제
조 방법  H01J61/12  1020000030355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66817  20010711  고순도의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방법  B82B3/00  1020000030357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110822  20011215
 탄소나노튜브 제조 설비 및 이에 따른 제조
방법  C01B31/02  1020000031404  20000608 이병일 김경균(유니셈주식회사)

 1020010107272  20011207
 표면처리를 이용한 카본 나노튜브 필드 에
미션 어레이의제조 방법  H01J1/30  1020000028656  20000526 정득석 강정호 김훈영 최원봉 김종민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066816  20010711
 탄소 소오스 가스 분해용 촉매금속막을 이
용한탄소나노튜브의 저온 합성 방법  B82B3/00  1020000030353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66815  20010711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정제 방법  B82B3/00  1020000030351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107273  20011207
 전기 화학 중합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에
미터 제조 방법  C01B31/02  1020000028657  20000526 진용완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049453  20010615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방법을 이용한 탄소
나노튜브의합성 방법  C01B31/02  1020000029583  20000531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49479  20010615

 열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대면적 기판위에
수직 정렬된고순도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합
성 방법  C01B31/02  1020000030352  20000602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10049546  20010615  고순도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방법  C01B31/02  1020000032733  20000614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00050788  20000805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성장을 이용한 수직
형 스위칭소자의 제작  H01L51/00  1019990000879  19990114 이철진 이영희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이영희

 1020000066907  20001115  탄소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C01B31/02  1019990014307  19990421 장진 정석재 장진
 1020000055300  20000905  전계방출팁  H01J1/30  1019990003851  19990205 임지순 임지순

 1020000056422  2000091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니켈-탄소나노튜브
2차 전지의 전극 제조 방법.  H01M4/02  1019990005730  19990220 이영희 남기석 이철진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남기석 이영희
이철진

 1020010003083  20010115

 다 단계로 양극화된 알루미나 주형에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자방출장치  C01B31/02  1019990023237  19990621 서정쌍 이진승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서정쌍

 1020010010348  20010205
 소스/드레인으로서 탄소 나노튜브를 갖는
공명 투과 트랜지스터  H01L29/04  1019990029172  19990719 최성율 강승열 이진호 송윤호 조경익 정선종(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20000050787  2000080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수직형 스위칭소자
의 제작.  H01L29/41  1019990000878  19990114 이철진 이영희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이영희

 1020000033454  20000615
 선택적성장을이용한탄소나노튜브전계방출
표시(FED)소자의제조방법  H01J1/30  1019980050312  19981124 이영희 이철진 이영희 이철진

 1020000002044  20000115  트랜지스터  H01L29/16  1019980022588  19980616 임지순 김영환(현대반도체주식회사)

 1020000033140  20000615
 미세구멍을이용한 탄소나노튜브전계방출표
시(FED)소자의 제조방법  H01J1/30  1019980049845  19981120 이영희 이철진 이영희 이철진

 1020000033455  20000615
 실리콘기판에서탄소나노튜브의선택적성장
을이용한광전자소자제조방법  H01J1/30  1019980050313  19981124 이영희 이철진 이영희 이철진

 1020010081497  20010829
 격벽 리브를 이용한 3극관 탄소나노튜브 전
계 방출 소자및 그 제작 방법  H01J1/30  1020000007116  20000215 한인택 김종민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10027422  20010406
 열처리법의 의한 다중 탄소나노튜브의 고수
율 정제법  B29C71/02  1019990039146  19990913 이영희 박영수 김근수 조영상 이영희 조영상 김근수 박영수

 1020010058675  20010706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삼극구조 전계 방출
소자 및 그구동방법  H01J1/304  1019990066031  19991230 최용수 최준희 이내성 김종민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00006701  20000207
 Ｈ2Ｓ-혼합기체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고수율 정제법  H01L21/18  1019990045696  19991020 한윤봉 정탁 이영희 한윤봉 이영희 정탁

 1020010039123  2001051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형 전자 방출 장
치, 그의 제조 방법, 그를 이용한 평면판 표
시 장치 및 양극산화된 알루미나 주형에 탄소
나노튜브를 형성하는 방법  H01J1/30  1019990047376  19991029 서정쌍 이진승 구근희 정광석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서정쌍

 1020010076463  20010816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방법 및 그를 위한 벨
트형열화학기상증착장치  B82B3/00  1020000003613  20000126 이철진 유재은 이철진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1019990073589  19991005
 저압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의 대량 합성.  C01B31/02  1019990030696  19990727 이철진 이철진

 1019990073593  19991005
 탄소나노튜브의 대량합성을 위한 화학기상
증착장치.  C01B31/02  1019990030700  19990727 이철진 이철진

 1019990073591  19991005
 미세구멍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3전극 에
프이디의 제작.  H01J31/15  1019990030698  19990727 이철진 이철진

 1019990073590  19991005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고순도 탄
소나노튜브의 대량합성.  C01B31/02  1019990030697  19990727 이철진 이철진

 1019990073592  19991005
 리프트-오프 공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에프이디의 제작.  C01B31/02  1019990030699  19990727 이철진 이철진

 1020020025101  20020403  열분해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합성  C01B31/02  1020020001392  20020110 이택수 (주)나노텍

 1020020046337  20020621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터널접합 자기저항
소자  H01C10/16  1020000075664  20001212 이재은 신진국 윤상수 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54877  20020708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소자  H01J1/30 H01J1/304  1020000084125  20001228 김순식 박재영 박영돈 문성주 오영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20046338  20020621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방열판  H01S5/022  1020000075665  20001212 이재은 신진국 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46342  20020621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국소가열장치 및 그
사용방법  A61N5/02  1020000075669  20001212 이재은 신진국 이규호 엘지전자주식회사 이규호

 1020020054883  20020708  전계방출 소자  H01J1/30  1020000084131  20001228 김순식 박재영 박영돈 오영 문성주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20057636  20020712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형 표시소
자 및 그 제조방법  H01J1/30  1020010000120  20010103 조원기 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42916  20020608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소자  H01J1/304  1020000072274  20001201 문성주 김순식 박재영 박영돈 오영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20041496  20020603
 냉음극 전자방출원을 이용한 음극선관용 음
극의제조방법과 그 구조  H01J1/30  1020000071122  20001128 이창한 이주철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20039412  20020527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  C01B31/02  1020000069205  20001121 이성훈 손정인 김효근(광주과학기술원)
 1020020039998  20020530  액정 표시장치용 백라이트 제조방법  G02F1/1335  1020000069893  20001123 문성주 김순식 박재영 박영돈 오영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20041497  20020603
 탄소나노튜브 전자방출원을 이용한 음극선
관용 음극의제조방법과 그 구조  H01J1/30  1020000071123  20001128 이창한 이주철 김영남(오리온전기주식회사)

 1020020039072  2002052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스핀 밸브 단전자
트랜지스터  H01L29/775  1020000068966  20001120 신진국 김규태 윤상수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08086  20020129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조립상 활성탄 제조  C01B31/08  1020010063894  20011017 이택수 (주)나노텍

 1020020040647  20020530
 고성능 이차전지용 도전재 및 이를 이용한
이차전지  H01M4/02  1020010073569  20011124 김동철 박철완 김동철(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20040644  20020530  다층 탄소나노튜브 및 그 제조방법  C01B31/02  1020010073566  20011124 김동철 박철완 김동철(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20040646  20020530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를 이용한
음극판 및이차전지  H01M4/02  1020010073568  20011124 김동철 박철완 김동철(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20057791  20020712
 삼극관 탄소나노튜브 전계방출 어레이의 제
조 방법  H01J1/30  1020010083353  20011222 정득석 이항우 박상현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20060331  20020718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ＭＲＡＭ 및 그 제
조 방법  H01L27/10  1020010001351  20010110 석중현 최원봉 윤종용(삼성전자주식회사)

 1020020007237  20020126
 비표면적을 증가시킨 이중벽 탄소나노튜브
제조  C01B31/02  1020010063892  20011017 이택수 (주)나노텍

 1020020007233  20020126
 나노입자가 첨가된 고내열성 복합재료 휠
제조  C08K3/00  1020010057406  20010918 이택수 이택수

 1020020060422  20020718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형 표시소
자 및 그제조방법  H01J1/30  1020010001496  20010111 이범주 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60426  20020718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형 표시소
자 및 그 제조방법  H01J1/30  1020010001500  20010111 이범주 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07234  20020126
 나노입자를 포함하면서 전기전도성과 내열
성을 갖는복합재료 판넬 제조  C08K3/00  1020010057414  20010918 이택수 이택수

 1020010049547  20010615
 촉매금속 미세 패턴들을 이용하여 탄소나노
튜브의 직경을조절하는 합성법  H01L21/18  1020000032734  20000614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20005325  20020117

 탄소나노튜브 또는 탄소나노화이버를 이용
한 전자파차폐및 흡수재의 제조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전자파차폐 및 흡수재  H05K9/00  1020000039345  20000710 신진국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12933  20020220
 삼극형 탄소나노튜브의 전계 방출 표시소자
의 제조방법  H01J1/30  1020000046198  20000809 이윤희 주병권 장윤택 박호군(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20020009875  20020202
 탄소나노튜브 또는 탄소나노섬유 합성용 기
상합성장치 및이를 사용한 합성 방법  C01B31/02  1020000043417  20000727 한종훈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1020020011617  20020209
 탄소나노튜브와 절연물을 이용한 ＭＩＣ형
전계 방출 소자  H01J1/30  1020000045017  20000803 최용수 이내성 강정호 김종민 박영준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20013161  20020220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방출소자의 위
치지시 및검출방법  H01J1/30  1020000046627  20000811 신진국 김규태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14480  20020225  탄소나노튜브를 미량 혼합한 형광체  C09K11/65  1020000047803  20000818 신진국 김규태 김정배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03782  20020115  탄소나노튜브의 제작 방법  C01B31/02  1020000038078  20000704 유지범 이정욱((주)맷사이언스텍)

 1020010049668  20010615
 화학기상증착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탄소나
노튜브 합성 방법  C01B31/02  1020000036509  20000629 이철진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20001259  20020109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나노 크기 수직 트
랜지스터 및 그제조방법  H01L29/732  1020000035702  20000627 이영희 최원봉 이조원 윤종용(삼성전자주식회사)

 1020020001260  20020109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나노 크기 수직 트
랜지스터 및 그제조방법  H01L29/732  1020000035703  20000627 최원봉 이조원 이영희 윤종용(삼성전자주식회사)

 1020020003464  20020112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가스센서 및 그의
제조 방법  G01N27/00  1020000038077  20000704 유지범 이정욱((주)맷사이언스텍)

 1020020038035  20020523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 방열판  H05K9/00  1020000068080  20001116 신진국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26663  20020412
 탄소나노튜브 또는 탄소나노섬유 합성용 기
상합성 장치 및이를 사용한 합성방법  C01B31/02  1020000057883  20001002 이철진 한종훈 유재은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진

 1020020037428  20020521

 반도체 다이오드의 성질을 나타내는 탄소나
노튜브 및 상기탄소나노튜브의 제조를 위한
다공성 알루미나 나노틀의세공을 파는 방법  B82B3/00  1020000067400  20001114

서정쌍 이진승 김호성 정성미 정광석 배지은
윤선미 채조석 서정쌍

 1020020033948  20020508  액정 표시장치용 백라이트  G02F1/1335  1020000064210  20001031 문성주 김순식 박재영 박영돈 오영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20037409  20020521
 수평 탄소 나노튜브를 구비하는 전자소자
및 그 제조 방법  H01J1/30  1020000067337  20001114 최성율 김도진 조경익 오길록(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20020038034  20020523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표면 탄성파 필터  H03H9/64  1020000068079  20001116 신진국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14481  20020225  탄소나노튜브의 무촉매 성장방법  C01B31/02  1020000047804  20000818 신진국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10000401  20010105  장이온화 진공게이지  G01L21/30  1020000056563  20000926 김도윤 김도윤
 1020020021822  20020323  모세관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성장방법  C01B31/02  1020000053108  20000907 신진국 김규태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20015795  20020302
 전자, 스핀 및 광소자 응용을 위한 탄소나노
튜브의 선택적 수평성장 방법  C01B31/02  1020000048907  20000823 이윤희 주병권 장윤택 박호군(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20020024476  20020330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제거방법  C01B31/02  1020000056244  20000925 신진국 김규태 이재은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방사선 광캐소드와
이를 이용한방사선 검출장치 및 방사선 이미
지 측정장치  H01J1/304  2020010018655  20010621 한상효 최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