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IPC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일 공고번호 공고일 등록번호 등록일 우선권출원번호 우선권출원일 발명인 대리인 출원인 우선권출원국가

 10-1993-0016495
 광편광현탁액이 고분자수지내에 분산된

투과도 가변창용 필름 및 그 제조방법
 G02F1/02  10-1992-0011659  19920701  19930826  10-1996-0014118  19961014  10-01108620000  19970117  92-259  19920110 이정훈 유병석 김응수 이영우 한규환 송재련 백승남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KR

 10-1994-0008576  요구르트 제조기의 발열체 제조 방법  H05B3/20  10-1992-0020312  19921031  19940516       배헌재 전시수 황의만 엘지전선주식회사

 10-1984-0005834  수분산 피복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C08L33/06 C09D3/80  10-1983-0003754  19830811  19841119  10-1990-0002360  19900412     407428 416911 468364  19820812 19820913 19830222 피터피이위너 필립시이마티노 차윤근 차순영 더글리든캄파니  US US US

 10-1990-0008271  습도센서  G01N27/00  10-1988-0014410  19881102  19900603  10-1991-0004109  19910622  10-00448260000  19911005 정원섭 김창구 민경만

 10-1996-0013599
 고분자 수지의 컴파운딩 혹은 블렌딩시 사

용되는 사이드 피더
 B29B7/88  10-1994-0026606  19941018  19960522       김성룡 이효일 최영준 김윤배 이범일 김상응(주식회사삼양사)

 10-1999-0034085
 카라기난 생고분자를 이용한 셀로판 대체

용 필름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C08J5/18  10-1997-0055567  19971028  19990515       박현진 박현진

 10-1997-0000555  고분자 필름 및 그 제조방법  B32B27/36 B32B27/18  10-1995-0014934  19950607  19970121  10-1998-0148773  10-01487730000  19980530 김상일 이영진 이영필 권석흠 오규환

 10-1997-0070059  감온성 고분자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C08J5/18  10-1996-0012659  19960424  19971107  10-1999-0169191  19990320  10-01691910000  19981009 이해방 강길선 이진환 허상훈

 10-1998-0045632  광경화성 조성물  G03F7/038  10-1996-0063839  19961210  19980915       이병일 박기진 이신우 김능균 이웅열(주식회사코오롱)

 10-1997-0077263  구속형 복합 제진재  B32B33/00 B32B7/02  10-1996-0015145  19960508  19971212  10-1999-0198860  19990615  10-01988600000  19990303 전종윤 전용철 김학수 강석주 김현철 이상호 전종윤(남양특수고무주식회사)

 10-1999-0018537  솔라컨트롤 필름의 제조방법  B32B27/08 B32B27/36  10-1997-0041724  19970827  19990315       지성대 임대우 김정락 김태준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1997-0000556  고분자 필름 및 그 제조 방법  B32B27/36 B32B27/18  10-1995-0014935  19950607  19970121       김상일 이영진 이영필 권석흠 오규환 안시환(주식회사에스케이씨)

 10-2000-0031306
 고전도성 및 고투명성을 갖는 폴리티오펜

계 전도성 고분자 용액조성물
 C08L81/02  10-1998-0047281  19981105  20000605       김현돈 정해룡 정민교 장두원 김윤배 이범일 유현식(제일모직주식회사)

 10-2003-0049135
 압력유지 감시기능을 가진 전기관통부 집

합체
 G21C17/116  10-2001-0079260  20011214  20030625       김봉주 오승건 평일산업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0-2001-0097934
 반사형 칼라 액정표시소자의 칼라 필터 및

제조방법
 G02F1/1335  10-2000-0022439  20000427  20011108  10-2002-0357956  20021025  10-03579560000  20021010 김선희 이영필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3-0047275
 투명전도막 회로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표시소자 기판의투명전도막 회로 형성방법
 C09D5/24  10-2001-0077725  20011210  20030618       김태근 이영규 유동일 정태진 주식회사두성테크

 10-2003-0049136
 튜브락 조립체를 이용한 압력유지 감시기

능을 가진전기관통부집합체
 G21C17/116  10-2001-0079261  20011214  20030625       김봉주 오승건 평일산업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0-1999-0075175
 투명성 및 전도성을 갖는 고분자 하드 코

팅 조성물
 C08L57/00  10-1998-0009246  19980318  19991015       김현돈 정해룡 정민교 장두원 김윤배 이세진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2000-0001824
 고전도성 및 고투명성을 갖는 전도성 고분

자하드 코팅 용액 조성물
 C09D5/24  10-1998-0022270  19980615  20000115     10-03897640000  20030619 김현돈 정해룡 정민교 장두원 김윤배 이범일 유현식(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10-1999-0070578  환경친화형 보선골판지 상자 제조 방법  D21H21/16  10-1998-0005505  19980221  19990915  10-2000-0259570  20000615  10-02595700000  20000324 조병묵 정문기 최정헌 황성택 조병묵 정문기 최정헌

 10-2002-0003329
 유기용제 가용형 폴리아닐린, 그 제조방법

및 그의 응용
 C08G73/00  10-2001-0072934  20011122  20020112       김진열 김응렬 손대원 이종우 박원용 정세성 정종일 김진열

 10-2001-0044836
 전도성필러가 첨가된 전자파차단용 플라

스틱수지 조성물
 C08K7/02  10-2001-0017069  20010331  20010605       도영수 도영수

 10-2003-0038147  이방성 도전필름  H01B1/00  10-2001-0069574  20011108  20030516       이상헌 문혁수 강병언 이종걸 김태성 손은진 엘지전선주식회사

 10-1999-0078592
 생분해성및항균성을갖는식품신선도유지용

포장재및농업용필름
 C08J5/18  10-1999-0022799  19990617  19991105       박찬영 강용구 박찬영

 10-2000-0050675  음극선관용 기능성 필름  B32B27/18  10-1999-0000715  19990113  20000805  10-2001-0307449  20011228  10-03074490000  20010821 심면기 이영필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2-0063414
 발광형 평판표시소자용 고분자 칼라필터

필름제조방법
 H05B33/00  10-2001-0004067  20010129  20020803       손상호 김동국 최성호 이광필 이병일 손상호 김동국 최성호 이광필

 10-2000-0024493
 옻 성분을 함유하는 기능성 폴리에틸렌 수

지 및 그 제조 방법
 C08K11/00  10-2000-0007373  20000216  20000506  10-2002-0334293  20020503  10-03342930000  20020413 김차봉 김형준 김윤배 김차봉 김형준

 10-2001-0073206  기능성 필름을 채용하는 음극선관  H01J29/88  10-2001-0019567  20010412  20010731  10-2002-0329578  20020323  10-03295780000  20020309 심면기 이영필 이해영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1999-0070138  실리콘 이형필름의 제조방법  B32B27/00 B32B27/08  10-1998-0004807  19980217  19990915       정윤재 임대우 김정락 남기현 김태준 한형수(주식회사새한)

 10-2001-0000956
 키토산과 나일론으로 조성된 수지 조성물

과 그 제조법
 C08L5/00  10-2000-0064225  20001031  20010105       박봉국 유지수 박봉국

 10-2001-0096050  대전방지용 가용성 폴리피롤의 제조방법  C08G73/06  10-2000-0019958  20000417  20011107     20030304  10-03747180000  20030220 장관식 오응주 황의만 오응주

 10-2001-0006766  흡방습성 중합체 및 그 성형체  C08F8/42  10-2000-0011801  20000309  20010126        99-181462  19990628 니시다료스케 장용식
이케다도쿠오(닛폰에쿠스란고교가부시키가

이샤)
 JP

 10-2002-0061898  전지 조립체  H01M10/38  10-2001-0002982  20010118  20020725     20030329  10-03779490000  20030314 김주용 주영환 육경창 이만재 성남전자공업주식회사

 10-1999-0084658
 기능성물질이 첨가된 기능성 폴리프로필

렌 수지 조성물 및 그제조방법
 C08L23/10  10-1998-0016573  19980504  19991206       손태원 임상규 박준호 백홍기 이정국(대림산업주식회사)

 10-2001-0099533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  G02F1/1335  10-2000-0022437  20000427  20011109       강승곤 이영필 김순택(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0-2003-0038600  내·외장재가 부착된 치장블록의 제작 방법  E04C1/00  10-2003-0024521  20030415  20030516       이승욱 이승욱

 10-2002-0077410
 디스플레이용 필터, 표시장치 및 그 제조

방법
 G02B5/20  10-2002-7009915  20020801  20021011      

 JP-P-2000-00024183 JP-P-2000-

00024184 JP-P-2000-00024185 JP-P-

2000-00180501 JP-P-2000-00213431 JP-

P-2000-00384101

 20000201 20000201 20000201 20000615

20000713 20001218

코이케카쯔히코 오카무라토모유키 키타가

와토시히사 사이고히로아키 후쿠다신 니시

모토타이죠 미사와쯔타미 야마자키후미하

루

신중훈 임옥순 미쯔이카가쿠가부시기가이샤  JP JP JP JP JP JP

 10-2002-0062812
 비유전성이 낮은 가교성 고분자재료와 이

를 이용한 필름,기판 및 전자부품
 C08F222/10  10-2002-0001684  20020111  20020731        JP-P-2001-00016364  20010124

아사미시게루 야마다도시아키 스가하라데

루아키 홋타히로시
김명신 이기성

티디케이가부시기가이샤 다이이치고교세이

야쿠가부시키가이샤
 JP

 20-1998-0025751  태양광 차단 기능을 갖는 자동차용 글래스  B60J3/04  20-1996-0038577  19961105  19980805       이태헌 임평섭 정현영 임경춘(삼성자동차주식회사)

  
 넌-피브씨（Ｎｏｎ－ＰＶＣ）재질의 2관

식 수액백
 A61J1/10  20-2000-0032196  20001117  20-2001-0223435  20010515  20-02234350000  20010228 최상호 최학배 함은경 김동현 신동선 김재천

    향기를 발산하는 우산  A45B25/18  20-2000-0012040  20000427  20-2000-0199660  20001002  20-01996600000  20000803 박종열 박희규

  
 튜브락 조립체를 이용한 압력유지 감시기

능을 가진전기관통부집합체
 G21C9/00  20-2001-0038677  20011214  20-2002-0267881  20020312  20-02678810000  20020228 김봉주 오승건

    건강검진기능을 포함한 1회용 소변기  A47K11/06  20-2001-0038195  20011211  20-2002-0267653  20020312  20-02676530000  20020227 정병호 현재용 조의제

  
 압력유지 감시기능을 가진 전기관통부 집

합체
 G21C9/00  20-2001-0038676  20011214  20-2002-0267880  20020312  20-02678800000  20020228 김봉주 오승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