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KIST 해외특허 양도대상 현황(총 55건) 
번호 관리번호 국가 발명의명칭

1 F02668 US 일상 생활 활동 분류 장치 및 일상 생활 활동 분류 방법

2 F02568 US 수직자화를 이용한 스핀 트랜지스터

3 F02852 US 백색 및 컬러 광 여기 발광시트 및 그의 제조방법

4 F02323 US 연료전지용 막 전극 접합체, 그 제조 방법 및 상기 막 전극 접합체를 이용한 연료전지

5 F03881 US 나노결정다이아몬드 박막 및 그 제조방법

6 F06406 US 아이콘텍이 가능한 3차원 원격회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법

7 F03698 US 광섬유 패브리-페롯 간섭계를 이용하는 가스 감지 장치

8 F03986 US 합성가스를 이용한 액체 탄화수소 제조용 촉매, 및 이의 제조 방법

9 F02522 US 탄소소재층을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상대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

10 F03524 US 고해상도 영상 재구성 방법 및 시스템

11 F03533 US 피사계 심도가 강조된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및 그 장치

12 F03589 US 소뇌에서의 GABA 방출 조절제

13 F04029 US 스핀을 이용한 상보성 소자 및 그 구현 방법

14 F03875 US 고상중합 방법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유래 퓨란계 코폴리아미드의 제조방법

15 F03433 US 광센서 및 이를 이용한 감지 방법

16 F03911 US 금속 몰리브데늄 성분이 대부분인 후면전극을 가진 박막형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17 F03728 US 압전 파우더와 중합체의 복합체를 이용한 플렉서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의 제조 방법

18 F04146 US 신규한 아제티딘 유도체 및 이를 함유하는 항우울제 조성물

19 F04246 US 그루브를 구비한 구름 베어링의 케이지 및 그 조립 방법

20 F06407 US 3D 가상 객체의 그림자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21 F04264 US 펄스 레이저 장치

22 F04077 US 알케닐알콕시실란으로 표면 개질한 기능성 보강 충전제 및 이의 제조 방법

23 F03873 US 항균성 이미다졸륨 화합물, 이를 포함하는 광경화성 코팅 조성물 및 항균성 고분자 코팅

24 F03804 US 고삼 추출물을 함유하는 숙취 예방 또는 해소용 조성물

25 F03701 US 고유전 탄성 중합체 및 그 제조 방법

26 F03460 US 화학적 박리를 통한 대량의 그라핀 제조방법

27 F02923 US 금속화합물 미세 분말의 제조방법

28 F03428 US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리튬 티타늄 산화물계 음극활물질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29 F03962 US 나트륨이온이차전지용 나트륨 바나듐 산화물 음극소재,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나트륨이온이차전지

30 F03901 US 2차원 나노구조의 텅스텐 카바이드 및 그 제조방법

31 F04082 US 산업용 목재 폐기물로부터 제조한 셀룰로오스 섬유와 이를 전구체로 사용한 탄소섬유 및 그 제조방법

32 F03694 US 메조-마크로 기공을 갖는 산화마그네슘 구조체의  제조방법

33 F04158 US 극자외선 분광기를 캘리브레이션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34 F04253 US 극자외선 분광기 캘리브레이션 장치 및 그 방법

35 F06411 US 발판 모듈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와 연동되는 인터랙션 장치

36 F03948 US 자기조립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반사 방지막 및 그 제조방법

37 F03704 US 리튬이차전지용 올리빈계 LiFePO4 양극소재의 재처리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38 F03314 US 해상 유전 및 한계 가스전의 가스를 액상연료로 전환하는 ＦＰＳＯ-ＧＴＬ 공정 및 이를 이용한

39 F04201 US 글리시돌의 제조방법

40 F03037 US ＡＡ적층 흑연 및 그 제조 방법

41 F04021 US 리튬 망간 보레이트계 화합물 및 망간 산화물을 포함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42 F03924 US 마그네슘 이차전지용 전해질 및 이의 제조방법

43 F04067 US 아릴나프탈렌 리그난 유도체를 함유하는 치매 예방 및/또는 치료용 조성물

44 F04092 US 손상된 신경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신경 도관

45 F03831 US 뉴로텐신과 콜레시스토키닌을 사용한 위암 진단법

46 F04173 JP 유기 단량체 간의 가교를 이용한 다층 박막 기반의 역삼투 분리막 및 그 제조방법

47 F03916 JP 금속 몰리브데늄 성분이 대부분인 후면전극을 가진 박막형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 방법

48 F04205 CN 냉간 성형을 이용한 고성능 열전 소재 제조 방법

49 F04543 JP 헥산알 노출 특이적 메틸화 마커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확인 방법

50 F04623 JP EPPS 및 도네페질을 포함하는 인지 장애 관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51 F04300 JP 헥산알 특이적 노출 여부 확인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확인 방법

52 F04961 DE 자기집합체를 형성하는 담즙산-키토산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53 F04963 FR 자기집합체를 형성하는 담즙산-키토산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54 F04962 GB 자기집합체를 형성하는 담즙산-키토산 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55 F04644 CN 투명 도전 조성물 및 다층 투명 도전 박막의 제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