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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자

특허등록번호

특허등록일자

바람이 통하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

2016-07-12

10-1849971-0000

2018-04-12

선그라스 렌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선그라스 렌즈 제조방법

2018-03-16

10-1927023-0000

2018-12-03

웨이퍼 검사 장비의 웨이퍼 지지 장치

2015-04-01

10-1595885-0000

2016-02-15

조립식 배전함

2010-06-25

10-1127495-0000

2012-03-09

이송장치

2010-10-20

10-1097769-0000

2011-12-16

이차원 이송장치

2009-04-22

10-1116600-0000

2012-02-08

인쇄회로기판 절단장치

2013-06-26

10-1505451-0000

2015-03-18

인쇄회로기판 절단장치

2013-07-11

10-1505452-0000

2015-03-18

도광판 제조방법

2014-02-19

10-1582220-0000

2015-12-28

칼슘-몬모릴로나이트를 이용한 폐윤활유의 정제방법

2014-03-31

10-1559461-0000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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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5

10-1454198-0000

2014-10-17

고성능 방열 냉각 구조와 미세먼지 유입방지구 및 즉답식 소화기구가 구비
된 수배전반

2018-11-12

10-1962184-0000

2019-03-20

고성능 비디오 캡쳐 카드 및 다채널 비디오 캡쳐 방법

2006-08-08

10-0776943-0000

2007-11-09

차량 룸 미러를 이용한 차량 출입 제어시스템 및 방법

2010-10-07

10-1262906-0000

2013-05-03

접착강도가 개선된 치아수복물 및 그 제조방법

2015-11-13

10-1627083-0000

2016-05-26

히팅배관

2009-03-10

10-0915106-0000

2009-08-26

원적외선 히터

2015-07-31

10-1575565-0000

2015-12-01

스마트폰 거치형 디지털 도어락 장치

2017-02-24

10-1761594-0000

2017-07-20

의료용 식별태그 및 이를 이용한 환자정보와 체온 체크시스템

2012-11-12

10-1391773-0000

2014-04-28

빔포밍 가시광 통신의 수행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2012-08-09

10-1391921-0000

2014-04-28

스폿 LED 조명 빔포밍 시스템 및 방법

2012-08-24

10-1413487-0000

2014-06-24

주문형 영상 전송 디스플레이 시스템

2011-06-13

10-1242547-0000

2013-03-06

브레이크 슈 및 이의 제조방법

2011-04-08

10-1073884-0000

2011-10-10

차량의 주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2010-09-14

10-1197322-0000

2012-10-29

변속기용 베어링 리테이너의 제조방법

2009-02-02

10-0903168-0000

2009-06-09

물이 자연 순환되는 벽천분수용 식물포트

2012-11-23

10-1460412-0000

2014-11-04

모터를 이용한 실린지 펌프방식 디스펜서

2005-05-24

10-0672733-0000

2007-01-16

에어가우징 토치

2014-07-31

10-1617147-0000

2016-04-26

이동식 소재 에지면 가공장치

2014-11-13

10-1717822-0000

2017-03-13

세라믹이 함유된 친환경 플라스틱 탄약통 및 탄약상자

2015-10-05

10-1595112-0000

2016-02-10

분자 고정화 패턴 및 그를 형성하는 방법

2015-07-22

10-1844048-0000

2018-03-26

단로기 연동조작형 진공부하개폐기

2016-10-31

10-1857143-0000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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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케이블 박피 및 재활용 장치 어셈블리

2015-07-17

10-1719333-0000

2017-03-17

수량 조절기능을 구비한 절수형 수전구

2017-07-19

10-1971675-0000

2019-04-17

섬유강화플라스틱 관 및 그 제조방법

2007-03-16

10-0878178-0000

2009-01-06

풍력 발전기의 구동 장치

2011-03-30

10-1255765-0000

2013-04-11

치과 도재용 스테인 페이스트의 제조 방법

2013-04-25

10-1445030-0000

2014-09-19

무선 데이터 공유 방법, 장치 및 시스템

2016-09-08

10-1925963-0000

2018-11-30

수질분석용 마이크로 유체칩 및 이의 제조 방법

2016-03-02

10-1766283-0000

2017-08-02

정보 유출 차단 장치 및 방법

2011-09-30

10-1463873-0000

2014-11-14

조명제어용 음성인식 제어장치

2016-01-25

10-1729522-0000

2017-04-18

고층 건물의 피난장치

2010-12-08

10-1024420-0000

2011-03-16

미세 입상 물질 표면 처리장치

2014-04-03

10-1346758-0000

2013-12-24

리튬이차전지용 SiO-C 복합분말 및 그 제조방법

2010-09-13

10-1036288-0000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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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방법

2012-06-13

10-1427743-0000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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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탄소 복합체로 코팅된 실리콘 산화물 및 그 제조방법

2011-09-27

10-1819042-0000

2018-01-10

방사성폐기물 잡고체 저장드럼 채움률 향상을 위한 다짐식 압축기

2014-03-28

10-1561522-0000

2015-09-09

수질 라돈농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2013-12-20

10-1682161-0000

2016-11-28

옻칠 정제장치 및 방법

2014-01-06

10-1590898-0000

2016-01-27

전력 관리 시스템 및 이에 적용되는 전력 분배기

2010-12-29

10-1171145-0000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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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3

10-1708216-0000

2017-02-14

핸드 포밍 롤러 기구(Hand Forming Roller Device)

2014-01-07

10-1506569-0000

2015-03-23

상하수도처리시설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2006-10-20

10-0736877-0000

2007-07-02

사용자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
치

2016-12-15

10-1863669-0000

2018-05-28

높이가 조절되는 바닥기초용 거푸집 및 이를 이용한 마무리공법

2007-10-09

10-0949166-0000

2010-03-16

전자렌지용 조리용기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조리용기

2012-04-12

10-1174766-0000

2012-08-10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합성용 하이브리드 아크 플라즈마 방전장치

2009-06-30

10-1112597-0000

2012-01-30

잔디블럭 및 이의 제조방법

2009-06-01

10-1108001-0000

2012-01-13

인터랙티브 공간증강 체험전시를 위한 동적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인터랙
션 구현 장치

2016-08-24

10-1723823-0000

2017-03-31

이종의 호스트와 결합이 가능한 경계알람프로토콜생성 지피에스 모듈

2013-11-18

10-1473325-0000

2014-12-09

잭하우징

2016-08-08

10-1816088-0000

2018-01-02

도어 어퍼 트림 스커트부 절단장치

2009-10-12

10-1100793-0000

2011-12-23

비소성 무기결합재를 이용한 가로수 보호블록 및 이의 제조방법

2013-02-19

10-1313540-0000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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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셔틀차량 위치 판단 방법

2015-05-06

10-1740788-0000

2017-05-22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캐릭터, 음성기반의 메시지 전송시스템
및 전송방법

2011-03-21

10-1403226-0000

2014-05-27

슬러지의 탈수 및 배출장치

2015-05-11

10-1618250-0000

2016-04-28

아이스 팩

2005-11-02

10-0758655-0000

2007-09-07

반사성 입자의 스퍼터링 방법

2016-08-12

10-1856623-0000

2018-05-03

인덕션 방식 고속 구이장치

2017-04-11

10-1880043-0000

2018-07-13

골프공 공급장치

2014-07-25

10-1533398-0000

2015-06-26

소비

2015-08-19

10-1590073-0000

2016-01-26

노면 설치용 교통정체정보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2006-05-03

10-0797394-0000

2008-01-17

마스터암을 이용한 관절각 측정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관절 보조기

2015-05-19

10-1629461-0000

2016-06-03

마이크로USB커넥터와 라이트닝USB커넥터의 공용 USB커넥터

2016-03-15

10-1671397-0000

2016-10-26

정밀 기류형 식물조직 배양대

2015-03-05

10-1583456-0000

2016-01-04

생물체 배양용기

2013-11-11

10-1407248-0000

2014-06-09

물받이 청소가 용이한 구조의 제빙기

2014-04-30

10-1465752-0000

2014-11-20

수족관

2009-04-17

10-1089551-0000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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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10-1874778-0000

2018-06-29

살균소독 기능을 갖는 얼음 및 그의 제조 방법

2013-09-09

10-1490291-0000

2015-01-30

동영상이 구현되는 로고라이트

2017-03-28

10-1965656-0000

2019-03-29

나노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표면 연마제 제조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
조된 연마제

2009-05-29

10-1097178-0000

2011-12-15

전자담배 관리 시스템

2015-05-26

10-1609715-0000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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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천연효모를 이용한 발효무스케익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발효무스케익

2016-12-08

10-1933282-0000

2018-12-20

파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2009-03-11

10-1061546-0000

2011-08-26

장식용 판유리의 제조방법 및 장치

2011-03-16

10-1068034-0000

2011-09-21

압력 흡수장치가 내장된 수도 미터기

2013-12-26

10-1520711-0000

2015-05-11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통신 설정방법

2017-09-28

10-1844012-0000

2018-03-26

단말기의 덴쳐정보 생성 및 덴쳐정보 이력관리 방법

2015-12-01

10-1827392-0000

2018-02-02

모바일 응급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2011-12-28

10-1316746-0000

2013-09-30

광학섬유를 이용한 온도측정장치

2010-06-29

10-1297286-0000

2013-08-09

총의치 시술교육을 위한 환자모형 제조방법

2018-05-16

10-1892535-0000

2018-08-22

반도체 웨이퍼 증착장비용 샤워헤드 검사장치

2018-08-30

10-1941408-0000

2019-01-16

범용 코골이 방지기구

2016-11-23

10-1828841-0000

2018-02-07

친환경 재생 소가죽의 제조방법

2018-06-05

10-1963083-0000

2019-03-27

2014-06-20

10-1554127-0000

2015-09-14

엑스선 이오나이저

2016-03-23

10-1776476-0000

2017-09-01

네비게이션 기능을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

2005-12-13

10-0743250-0000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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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물 자동 인쇄장치

2014-11-12

10-1622941-0000

2016-05-16

차량용 시트 이동장치

2009-01-16

10-1035555-0000

2011-05-12

복수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사용하는 전자칠판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2007-05-14

10-0899035-0000

2009-05-15

IP기반의 유무선 통합네트워크를 위한 통합 신호 처리 장치 및 그방법

2010-09-29

10-1394576-0000

2014-05-07

복합 명함케이스

2012-03-29

10-1176767-0000

2012-08-17

다 색상 페인트 도포장치

2007-11-09

10-0906256-0000

2009-06-29

하수슬러지와 바이오디젤부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및 그 제조방법

PCA 기법을 활용한 어휘의 시각화 방법 및 그 장치

2013-06-17

10-1599692-0000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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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5

10-1288853-0000

2013-07-17

막걸리정량주입장치

2010-06-22

10-1186703-0000

201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