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실용신안공보 2000-6호(발행일 2000.2.15)

1. 화학소재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8968 C08J 11/00 주식회사 교우산업
폐도료를 함유한 폐액용제로부터 

아크릴계수지와멜라민계수지의 정제방법

특2000-0009086 C08J 5/18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증착강도가 개선된 폴리에스테르 쉬트의 

제조방법

특2000-0009253 C08J 7/04 삼성전자 주식회사 폴리이미드막의 형성방법

특2000-0009526 C08J 9/00 한국화학연구소
유연성이 우수한 폴리이미드 발포체의 

제조방법

특2000-0009579 B01J 19/08 주식회사 에넥스
기체 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 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

특2000-0010121 C08J 5/18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은폐성이 개선된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제조방법



<고분자 관련>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8918 C08F 4/654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에틸렌 중합 및 에틸렌/α-올레핀 공중합용 

담지촉매의 제조방법

특2000-0008971 C08F 12/08 제일모직 주식회사
입자크기 분포가 탁월한 발포성 스티렌 수지 

제조방법

특2000-0009010 C08G 18/70 광주과학기술원

폴리디메틸실록산(PDMS)과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 결합된 의료용 

폴리우레탄 및 그의 제조방법

특2000-0009055 C08F 2/00 제일모직 주식회사
내화학성이 우수한 스티렌계 열가소성 

수지의 제조방법

특2000-0009056 C08L 25/04 제일모직 주식회사
대전방지성과 표면광택성이 우수한 

스티렌계열가소성수지 조성물

특2000-0009057 C08L 63/00 제일모직 주식회사
마킹특성이 우수한 반도체 소자 봉지재용 

에폭시수지 조성물

특2000-0009377 C08L 95/00 이희연 아스팔트 실란트 조성물

특2000-0009566 C08L 101/00 주식회사 피앤엠 수지 조성물, 이의 성형물 및 이의 적층체.

특2000-0009650 C08L 67/00 주식회사 엘지화학
전분을 함유한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특2000-0009661 C08J 5/18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고강도의 이축연신 폴리에스테르 필름

특2000-0009708 C08L 89/00 주식회사 수일개발
고분자 음이온과 단백질이 결합된 

단백질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특2000-0010021 C08G 18/48 주식회사 화인텍
초저온 보냉용 유리섬유강화 폴리우레탄 폼 

및 그 제조방법과그것을 이용한 단열재

특2000-0010022 C08G 18/48 주식회사 화인텍
초저온 파이프보냉용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및그 제조방법과 그것을 이용한 단열재

특2000-0010023 C08G 18/48 주식회사 화인텍
초저온 보냉용 폴리우레탄 폼 및 그 

제조방법과 그것을 이용한단열재

특2000-0010061 C08G 18/08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소
계면중합법에 의한 마이크로캡슐의 제조방법



2. 환경 및 분리공정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3033 C02F 1/04 유희수 축사용 오수처리장치

실2000-0003181 C02F 1/48 이순철 자화육각수 제조 및 스케일 제거장치

실2000-0003211 B01D 46/36 주식회사 새한
섬유 건조가공 설비의 분진 제거용 

자동필터장치

실2000-0003279 B01D 53/34 주식회사 아니코 탈취탑의 결로방지장치

실2000-0003317 B01D 47/06 강남필터 주식회사 자동세척식 에어필터를 갖는 공기정화기

실2000-0003502 C02F 3/3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하․폐수 처리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정

특2000-0008665 C02F 1/16 엘지전자 주식회사 폐열 재생형 증류수 제조장치

특2000-0008786 C02F 1/52
주식회사 

환경비젼이십일

생물학적처리와 응집침전 개선을 위한 

슬러지 파괴장치

특2000-0008787 C02F 3/02
주식회사 

환경비젼이십일

생물학적처리 개선을 위한 폭기조에의 

미생물 공급 방법

특2000-0008800 C02F 3/10 주식회사 효성 오폐수 처리용 미생물 접촉재

특2000-0008867 C02F 1/70 한국전력공사
수용액 또는 폐수로부터 요오드 이온, 

요오드산 이온 및 요오드를 제거하는 방법

특2000-0008961 B01D 71/02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고분자 함침 복합 분리막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09014 C02F 3/34
대한민국(임업연구

원)

시루뻔 버섯 균주를 이용한 크롬함유 폐수의 

처리방법

특2000-0009015 C02F 3/34
대한민국(임업연구

원)

부후개떡버섯 균주를 이용한 구리함유 

폐수의 처리방법

특2000-0009499 B01D 25/12 주식회사 광산기공 슬러지 탈수장치

특2000-0009897 B01D 53/34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배연 중의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

특2000-0010261 B01D 46/04 엘지전자 주식회사 공기정화기의 집진필터 청소시기 표시방법

특2000-0010447 C02F 1/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고로공장의 폐수 순환제어장치

특2000-0010563 B01D 29/66 에스.아. 연구소 가스세정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정시스템



3. 정밀화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실2000-0002990 C10B 27/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미니상승관 개폐장치

실2000-0003400 C10B 43/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코크스와프의 분진비산 방지장치

실2000-0003401 C10B 27/00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코크스오븐 탄화실의 가스 유도장치

특2000-0008858 C09B 67/50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시아닌 색소의 제조방법

특2000-0009219 C09K 11/06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옥사디아졸기를 함유한 완전 공액된 유기 

전기 발광 고분자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2000-0009304 C09K 3/18 이춘구
폐타이어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액형 

탄성도막방수제의 제조방법

특2000-0009319 C09B 35/00 이화산업 주식회사 폴리에스테르 섬유용 아조 흑색 염료 조성물

특2000-0010120 C09K 3/18 한국화학연구소 불소-실리콘계 올리고머형 방무제

특2000-0010221 C09D 5/24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투명성 및 도전성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 

하드 코팅막

특2000-0010243 C09K 5/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소

마이크로캡슐화한액상잠열물질,그제조방법및

이를이용한열수송방법

특2000-0010544
C09D 

171/02

다이낑 고오교 

가부시키가이샤
플루오로중합체 코팅 조성물 및 도장물품

특2000-0010602 C09K 5/00 잰크조지에이 제빙(除氷) 조성물 및 제빙 방법



4. 생명공학분야

공개번호
국제분류코드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특2000-0009494 C07J 11/00 박상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로서의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유도체

특2000-0009513 C07K 14/435 나도선
NFκB의 억제제인 IκB와 특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RAS-유사 단백질

특2000-0009648 C08B 31/02 주식회사 엘지화학
그라프트화 전분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전분을 사용한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특2000-0009981 C07K 5/06 대상 주식회사
알파-엘-아스파틸-엘-페닐알라닌메틸에스

테르의 연속결정화 방법

특2000-0009982 C07K 5/075 대상 주식회사

단계적 감압에 의한 

알파-엘-아스파틸-엘-페닐알라닌메틸에스

테르의 결정화 방법

특2000-0010520 D21H 21/20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알데하이드-작용화된 셀룰로즈 섬유 및 

폴리머로부터 제조된 습윤 강도를 갖는 종이 

제품

특2000-0010538 C12N 15/32
마이코겐 

코포레이션
살충독소

특2000-0010561 C07K 14/47 악조 노벨 엔.브이
항원 특이적 면역억제 요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규 펩티드

특2000-0010589 C07K 9/00

바이오써치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항생제A40926의아미드유도체의개선된화학적

제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