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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자

특허등록번호

특허등록일자

모터를 이용한 실린지 펌프방식 디스펜서

2005-05-24

10-0672733-0000

2007-01-16

변속기용 베어링 리테이너의 제조방법

2009-02-02

10-0903168-0000

2009-06-09

리튬이차전지용 SiO-C 복합분말 및 그 제조방법

2010-09-13

10-1036288-0000

2011-05-16

장식용 판유리의 제조방법 및 장치

2011-03-16

10-1068034-0000

2011-09-21

브레이크 슈 및 이의 제조방법

2011-04-08

10-1073884-0000

2011-10-10

막걸리정량주입장치

2010-06-22

10-1186703-0000

2012-09-21

차량의 주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2010-09-14

10-1197322-0000

2012-10-29

밀리미터파 대역용 초고속 무선 중계시스템

2011-10-28

10-1303254-0000

2013-08-28

모바일 응급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2011-12-28

10-1316746-0000

2013-09-30

이차전지의 음극재용 실리콘 산화물의 제조방법

2012-06-13

10-1363549-0000

2014-02-10

이차전지의 음극재용 고용량 실리콘-그래핀계 복합재의 제조방법

2012-09-17

10-1399042-0000

2014-05-19

금속이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 이를 포함하는 이차전지용 음극재 및
그 제조방법

2012-06-13

10-1427743-0000

2014-07-30

치과 도재용 스테인 페이스트의 제조 방법

2013-04-25

10-1445030-0000

2014-09-19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의 제조방법

2012-10-09

10-1446617-0000

2014-09-25

이차전지의 음극재용 탄소코팅 실리콘 산화물 분말의 제조방법

2013-01-11

10-1463171-0000

2014-11-12

정보 유출 차단 장치 및 방법

2011-09-30

10-1463873-0000

2014-11-14

살균소독 기능을 갖는 얼음 및 그의 제조 방법

2013-09-09

10-1490291-0000

2015-01-30

전자담배 관리 시스템

2015-05-26

10-1609715-0000

2016-03-31

사출물 자동 인쇄장치

2014-11-12

10-1622941-0000

2016-05-16

고순도 2-메틸-1,3-프로판디올(2-Methyl-1,3-Propanediol)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고순도 2-메틸-1, 3-프로판디올

2016-12-28

10-1738362-0000

2017-05-16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셔틀차량 위치 판단 방법

2015-05-06

10-1740788-0000

2017-05-22

그래핀-탄소 복합체로 코팅된 실리콘 산화물 및 그 제조방법

2011-09-27

10-1819042-0000

2018-01-10

파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2009-03-11

10-1061546-0000

2011-08-26

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장치

2010-04-20

10-1204051-0000

2012-11-16

지하수관정의 오염방지 및 취수시설

2010-04-20

10-1204055-0000

2012-11-16

물받이 청소가 용이한 구조의 제빙기

2014-04-30

10-1465752-0000

2014-11-20

IP기반의 유무선 통합네트워크를 위한 통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

2010-09-29

10-1394576-0000

2014-05-07

복수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사용하는 전자칠판 시스템 및 그 운용방
법

2007-05-14

10-0899035-0000

2009-05-15

고성능 비디오 캡쳐 카드 및 다채널 비디오 캡쳐 방법

2006-08-08

10-0776943-0000

2007-11-09

소비

2015-08-19

10-1590073-0000

2016-01-25

노면 설치용 교통정체정보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2006-05-03

10-0797394-0000

2008-01-17

잔디블럭 및 이의 제조방법

2009-06-01

10-1108001-0000

2012-01-13

스마트폰 거치형 디지털 도어락 장치

2017-02-24

10-1761594-0000

2017-07-20

시트 리클라이너의 섹터투스 제조용 냉간 단조 금형 및 이를 이용한
섹터투스 제조 방법

2012-07-25

10-1288853-0000

2013-07-17

극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한 기판의 절단 장치 및 방법

2006-10-25

10-0824962-0000

2008-04-18

UV레이저를 이용한 기판의 절단 장치 및 방법

2007-07-13

10-0921662-0000

2009-10-07

전자렌지용 조리용기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조리용기

2012-04-12

10-1174766-0000

2012-08-10

광원이용률 및 공간활용도가 개선된 식물공장용 조명-식재배드 세트
및 이것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2012-12-05

10-1454198-0000

2014-10-17

차량용 시트 이동장치

2009-01-16

10-1035555-0000

2011-05-12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합성용 하이브리드 아크 플라즈마 방전장치

2009-06-30

10-1112597-0000

2012-01-30

세라믹이 함유된 친환경 플라스틱 탄약통 및 탄약상자

2015-10-05

10-1595112-0000

2016-02-10

이종의 호스트와 결합이 가능한 경계알람프로토콜생성 지피에스 모듈

2013-11-18

10-1473325-0000

2014-12-10

고층 건물의 피난장치

2010-12-08

10-1024420-0000

2011-03-16

복합 명함케이스

2012-03-29

10-1176767-0000

2012-08-17

조명제어용 음성인식 제어장치

2016-01-25

10-1729522-0000

2017-04-18

모바일 설문 모집단 선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설문조사대가 지급 및
추첨 시스템

2011-10-19

10-1135180-0000

2012-04-03

산업용 클라우드 커넥터 관리방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017-09-04

10-1971538-0000

2019-04-17

산업용 클라우드 커넥터를 위한 보안 시스템 및 그 방법

2018-02-05

10-1878707-0000

2018-07-10

비소성 무기결합재를 이용한 가로수 보호블록 및 이의 제조방법

2013-02-19

10-1313540-0000

2013-09-25

방사성폐기물 잡고체 저장드럼 채움률 향상을 위한 다짐식 압축기

2014-03-28

10-1561522-0000

2015-10-13

수질 라돈농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2013-12-20

10-1682161-0000

2016-11-28

나노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표면 연마제 제조 방법 및 이 방법에 의
해 제조된 연마제, 그리고 이 연마제를 이용한 연마방법

2009-05-29

10-1097178-0000

2011-12-15

온도제어가 가능한 배터리 케이스

2013-04-29

10-1308672-0000

2013-09-09

조립식 배전함

2010-06-25

10-1127495-0000

2012-03-09

엘리베이터용 로프 소켓장치

2013-07-24

10-1544201-0000

2015-08-06

줌3차원 입체 영상 기반의 연속 줌 및 연속 배율 전환을 지원하는 의료
용 현미경 시스템

2017-05-01

10-1874778-0000

2018-06-29

바람이 통하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

2016-07-12

10-1849971-0000

2018-04-12

옻칠 정제장치 및 방법

2014-01-06

10-1590898-0000

2016-01-27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냉,난방장치

2008-02-01

10-0946235-0000

2010-03-03

도어 어퍼 트림 스커트부 절단장치

2009-10-12

10-1100793-0000

2011-12-23

통신품질 상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이종 통신망 자동 전환 라우터 및
그 제어 방법

2017-02-08

10-1746755-0000

2017-06-07

마이크로USB커넥터와 라이트닝USB커넥터의 공용 USB커넥터

2016-03-15

10-1671397-0000

2016-10-26

내부 랜과 외부 랜을 결합한 원자력 관련 제품의 구매 및 관리 시스템

2016-06-13

10-1708216-0000

2017-02-14

인덕션 방식 고속 구이장치

2017-04-11

10-1880043-0000

2018-07-13

단로기 연동조작형 진공부하개폐기

2016-10-31

10-1857143-0000

2018-05-04

친환경 재생 소가죽의 제조방법

2018-06-05

10-1963083-0000

2019-03-21

접착강도가 개선된 치아수복물 및 그 제조방법

2015-11-13

10-1627083-0000

2016-05-30

네비게이션 기능을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

2005-12-13

10-0743250-0000

2007-07-20

높이가 조절되는 바닥기초용 거푸집 및 이를 이용한 마무리공법

2007-10-09

10-0949166-0000

2010-03-16

칼슘-몬모릴로나이트를 이용한 폐윤활유의 정제방법

2014-03-31

10-1559461-0000

2015-10-05

가상현실 어트랙션 장치

2016-11-08

10-1778199-0000

2017-09-07

사이클 거치형 무동력 시뮬레이션 장치

2017-05-17

10-1848427-0000

2018-04-06

차량 룸 미러를 이용한 차량 출입 제어시스템 및 방법

2010-10-07

10-1262906-0000

2013-05-03

직물제직장치용 경사 및 위사 오류감지장치

2015-02-10

10-1569102-0000

2015-11-09

직물제직장치용 경사 및 위사 오류감지장치

2015-02-10

10-1569104-0000

2015-11-09

고성능 방열 냉각 구조와 미세먼지 유입방지구 및 즉답식 소화기구가
구비된 수배전반

2018-11-12

10-1962184-0000

2019-03-20

반도체 웨이퍼 증착장비용 샤워헤드 검사장치

2018-08-30

10-1941408-0000

2019-01-16

수량 조절기능을 구비한 절수형 수전구

2017-07-19

10-1971675-0000

2019-04-17

압력 흡수장치가 내장된 수도 미터기

2013-12-26

10-1520711-0000

2015-05-11

총의치 시술교육을 위한 환자모형 제조방법

2018-05-16

10-1892535-0000

2018-08-22

분자 고정화 패턴 및 그를 형성하는 방법

2015-07-22

10-1844048-0000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