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IPC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일 출원인
우선권출원
국가

 10-1995-0011376
 금속 및 세라믹 소결체 및 코팅의 제조방
법

 
C04B35/62
8 B82B3/00
C04B41/85  10-1994-0027393

 
19941026  19950515 하체스타르크게엠베하운트코카게  DE

 10-2002-0072671
 덴드론 혹은 덴드론 유도체로 안정화된
금속 나노 입자 및그 제조 방법  B82B1/00  10-2001-0012626

 
20010312  20020918 학교법인포항공과대학교

 10-2001-0051096
 정렬된 나노와이어들을 포함하는 장치
및 그 장치를제조하기 위한 프로세스

 H01J1/30
B82B1/00
H01J1/304  10-2000-0061232

 
20001018  20010625 루센트테크놀러지스인크  US

 10-2001-0034582  산화주석 입자  B82B3/00  10-2000-7010042
 
20000909  20010425

캠베노부유키(나노그램코포레이
션)  US

 10-2001-0087313
 나노입자 분산 구조체 및 그것들의 적층
체  B82B1/00  10-2001-0011011

 
20010303  20010915

마츠우라다다시(다우코-닝아지아
가부시키가이샤) 구사카가즈마사
(게이자이산교쇼산교기쥬츠소고
겐큐쇼쵸가다이효스루닛폰고쿠)  JP JP

 10-2002-0037428

 반도체 다이오드의 성질을 나타내는 탄
소나노튜브 및 상기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를 위한 다공성 알루미나 나노틀의세공을
파는 방법  B82B3/00  10-2000-0067400

 
20001114  20020521 서정쌍

 10-2002-0022168  이방성 나노입자 및 그의 합성방법  B82B3/00  10-2000-0054814    20020327 김한준 현택환

 10-2002-0017164  나노튜브 생성장치 및 방법  B82B3/00  10-2000-0050326
 
20000829  20020307

심재석(주식회사퀀텀테크인터내
셔날) 김성근

 10-2002-0074913
 나노 입자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나노
복합체 제조 방법  B82B3/00  10-2001-0014989

 
20010322  20021004 광주과학기술원

 10-2002-0010554
 귀금속 나노입자, 이의 제조방법 및 이
의 용도  B82B1/00  10-2001-0045724

 
20010728  20020204

빈더폴커(데엠체체데구사메탈스
카탈리스츠세르덱아게)  DE

 10-2001-0114201
 강자성 나노와이어의 제조방법과 제조장
치  B82B3/00  10-2001-0078351

 
20011212  20011229 이강호 허승헌

 10-2002-0027193  반사방지용 중합체성 물질의 제조방법  B82B3/00  10-2001-0060677
 
20010928  20020413

로버트디.크루그(이스트맨코닥캄
파니)  US

 10-2002-0079142
 무기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된 무기 나노입자  B82B3/00  10-2001-0019857

 
20010413  20021019 (주)나노닉스

 10-2001-0074718  광학 장치  B82B3/00  10-2001-7000610
 
20010115  20010809

고스티치엠.(캠브리지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리미티드)  GB

 10-2001-0057162  전계방출소자의 제조방법  B82B3/00  10-1999-0058952    20010704 구자홍(엘지전자주식회사)

 10-2000-0028630
 디엔에이를 사용하는 자기조립된 나노디
바이스  B82B1/00  10-1999-0036646

 
19990831  20000525

포만제프리엘(인터내셔널비지네
스머신즈코포레이션)  US



 10-2000-0023347
 탄소 나노튜브 전계 에미터 구조를 포함
하는 소자 및 그소자 형성 프로세스  B82B3/00  10-1999-0040668

 
19990921  20000425

루센트테크놀러지스인크 추후제
출(유니버시티오브노쓰캐롤라이
나-채플힐)  US US

 10-2000-0056979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하는 나노-디바이
스  B82B1/00  10-1999-0038819

 
19990911  20000915

포만제프리엘(인터내셔널비지네
스머신즈코포레이션)  US

 10-2000-0052285  다이아몬드 나노 휘스커 제조방법

 B82B3/00
C01B21/06
C30B29/04  10-1999-0018825

 
19990525  20000816

송자(명지대학교) 박호군(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R

 10-2001-0066817  고순도의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방법  B82B3/00  10-2000-0030357
 
20000602  20010711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
진  KR

 10-2001-0084721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동위치에서 식각
및 나노결정체 형성기술개발  B82B3/00  10-2000-0009950

 
20000228  20010906 김태환

 10-2001-0103323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나노 복합체의 연
속 제조방법  B82B3/00  10-2000-0024699

 
20000509  20011123 성재갑(주식회사엘지씨아이)

 10-2001-0066816
 탄소 소오스 가스 분해용 촉매금속막을
이용한탄소나노튜브의 저온 합성 방법  B82B3/00  10-2000-0030353

 
20000602  20010711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
진  KR

 10-2001-0066815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정제 방법  B82B3/00  10-2000-0030351
 
20000602  20010711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
진  KR

 10-2001-0088087  탄소 나노튜브의 선택적 증착방법  B82B3/00  10-2000-0012099    20010926 장진

 10-2003-0003695
 무기 플러렌형 텅스텐 이황화물 중공 나
노 입자 및 나노튜브의 생산용 반응기  B82B3/00  10-2002-7011625

 
20020905  20030110

예다리서치앤드디벨럽먼트캄파니
리미티드  IL

 10-2002-0065503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통합시키는 중
간구조화 물질  B82B3/00  10-2002-7005655

 
20020502  20020813 로디아쉬미  FR

 10-2002-0082816

 알칼리 금속의 전기화학적 표면처리에
의한 고기능성 탄소나노소재 및 이의 제
조 방법  B82B3/00  10-2002-0055919

 
20020913  20021031 김기동

 10-2002-0037027
 초정밀 마이크로입자 및 나노입자의 완
만한 제조 방법  B82B3/00  10-2002-7000466

 
20020111  20020517 파르마솔게엠베하  DE

 10-2002-0062283  나노바 코드로서의 콜로이달 로드 입자  B82B1/00  10-2002-7004126
 
20020329  20020725 써로메드,인크.

 US US US
US US

 10-2002-0090976  아크건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장치  B82B3/00  10-2002-0066405    20021205 이영희 허정구 조영상

 10-2002-0065436

 콜로이드 실리카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수 나노미터에서수십 나노 미터크기의 메
조기공 탄소폼의 제조방법  B82B3/00  10-2002-0039971

 
20020710  20020813 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2-0062269

 콜로이드 실리카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수 나노미터에서수십 나노 미터크기의 탄
소나노캡슐의 제조방법  B82B3/00  10-2002-0039970

 
20020710  20020725 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0-0071254

 카본 나노튜브의 필름화 방법, 그 방법
에 의해 필름화된카본 나노튜브 및 이것
을 이용한 전계 전자 방출원  B82B3/00  10-2000-0002011

 
20000117  20001125

니시무로아츠시(후다바덴시고교
가부시키가이샤)  JP



 10-2001-0092181

 탄소나노튜브 합성용 다중 진공챔버 플
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치 및 이 장치를 이
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방법  B82B3/00  10-2000-0014246

 
20000321  20011024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사) 이철
진

 10-2002-0095993
 연속식 수열합성 반응기를 이용한 나노
전자재료분말의 제조  B82B3/00  10-2001-0034664

 
20010619  20021228 원창환 최영기

 10-2002-0093209
 유기 나노관의 합성 및 이를 주형으로 이
용한 초미세 금속나노선의 합성  B82B3/00  10-2001-0031659

 
20010607  20021216 학교법인포항공과대학교

 10-2001-0076463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방법 및 그를 위한
벨트형열화학기상증착장치  B82B3/00  10-2000-0003613

 
20000126  20010816

이철진 최규술(일진나노텍주식회
사)

 10-2001-0072724
 나노 크기의 금속 산화물 분말의 제조방
법  B82B3/00  10-2001-7002036

 
20010216  20010731

그래햄이.테일러(더다우케미칼캄
파니)  US

 10-2002-0062208  페놀 수지 복합 재료
 C08L61/06
B82B3/00  10-2002-0002912

 
20020118  20020725 가부시키가이샤도요다지도숏키  JP

 10-2001-0101726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의 표면개질을 위
한 다관능성Ｓｉ-기제 올리고머/폴리머
의 사용  B82B3/00  10-2001-7009422

 
20010726  20011114

크리스로저에이취.(얼라이드시그
날인코퍼레이티드)  US US

 10-2002-0006708  나노핀셋 및 나노매니퓰레이터  B82B3/00  10-2001-7013543
 
20011023  20020124

하라다아키오(다이켄카가쿠코교
가부시키가이샤) 나카야마요시카  JP JP

 10-2002-0047030  탄소 나노튜브의 거시적 정돈 어셈블리  B82B3/00  10-2001-7011810
 
20010917  20020621

추후보정(윌리엄마쉬라이스유니
버시티)  US

 10-2001-0108054  고상물질  B82B3/00  10-2001-7008258
 
20010628  20011207

추후제출(인텔리크라프트리미티
드)

 10-2002-0062267  흡습성 고체 전구체 기화장치  B82B3/00  10-2002-0039651    20020725 박균영

 10-2002-0072798

 나노카본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을 이용
하여 제조된나노카본 및 나노카본과 금속
미립자를 포함하는 복합재료또는 혼합재
료, 나노카본의 제조장치, 나노카본의 패
턴화방법 및 그 방법을 이용하여 패턴화
된 나노카본기재 및 그패턴화된 나노카본
기재를 이용한 전자방출원  B82B3/00  10-2002-0012949

 
20020311  20020918

후다바덴시고교가부시키가이샤
다키카와히로후미  JP JP

 10-2002-0036992
 분무건조에 의한 초미립 아이티오 분말
합성방법 및 이를위한 분무건조장치  B82B3/00  10-2002-0018864

 
20020408  20020517

김인식(학교법인동의학원) 황해웅
(한국기계연구원) 최철진

 10-2002-0062258

 폴리피롤 나노입자를 이용한 극미세 탄
소 나노입자의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고전도성 필름  B82B3/00  10-2002-0036896

 
20020628  20020725 주식회사동운인터내셔널

 10-2002-0072257
 요소균일침전법에 의한 아나타제 티타니
아 나노분말의 제조  B82B3/00  10-2002-0031828

 
20020607  20020914 이종국

 10-2002-0075720
 나노기공을 가지는 물질을 형성하기 위
한 조성물  B82B3/00  10-2002-0014259

 
20020316  20021005 삼성전자주식회사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