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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특허 보유 현황 (등록특허)
[국내]
No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10-0224381

금속염 환원세균을 이용한 미생물연료전지

1999.07.13

2

10-0361853

접선 흐름 방식을 이용한 폐수의 부유물 여과장치

2002.11.08

3

10-0454068

고분자 전해질막-전극접합체를 이용한 생물연료전지

2004.10.13

4

10-0454069

살균용 자외선 램프를 장착한 폐수내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장치

2004.10.13

5

10-0483580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질 내 독극물 감지 장치

2005.04.07

6

10-0483584

수질의 실시간 비오디 측정용 부표형 센서

2005.04.07

7

10-0483587

고분자 전해질막-전극접합체를 이용한 비오디 계측기

2005.04.07

8

10-0506319

수질계측기 원격 사후 관리 시스템

2005.07.28

9

10-0509680

저농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계측기용 미생물연료전지 및 이를 이용한
저농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계측기

2005.08.16

10

10-0574010

두피맛사지기

2006.04.19

11

10-0596462

수질계측기용 항온장치

2006.06.27

12

10-0623933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씨오디를 측정하기 위한 복합재료전극

2006.09.07

13

10-0652144

정량 주입용 다채널 밸브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2006.11.23

14

10-0674018

무전력 간이 정수 처리조

2007.01.18

15

10-0697238

생물체를 이용한 수질 독성 감시측정 장치 및 그 방법

2007.03.13

16

10-0721437

폐수 전처리 장치

2007.05.17

17

10-0764872

총인 및 총질소 온라인 분석장치

2007.10.01

18

10-0767222

수질분석장치용 전극세정연마장치

2007.10.09

19

10-0778237

중금속 온라인 분석시스템

2007.11.15

20

10-0784140

수질 연속 자동측정장비용 무균 공급장치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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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0825069

씨오디(COD) 측정장치 및 그 측정방법

2008.04.18

22

10-0836276

자동채수기

2008.06.02

23

10-0847784

터널형 발전장치 및 그를 이용한 발전방법

2008.07.16

24

10-0948351

조류 서식지 조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조류 서식지

2010.03.11

25

10-0955710

전기화학분석법을 이용한 온라인 중금속 분석장치

2010.04.23

26

10-0958695

이산화탄소 감지용 고성능 센서 및 그의 제조방법

2010.05.11

27

10-1035031

수질측정시스템

2011.05.09

28

10-1106778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 자연정화형 하폐수 빗물처리시설과 이를 이용한
하폐수 빗물처리방법 및 물순환 시스템

2012.01.10

29

10-1106779

하천 정화가 가능한 자연형 비점정화장치 및 자연형 비점정화방법

2012.01.10

30

10-1165416

하수처리 진단 방법 및 시스템

2012.07.06

31

10-1165421

가로등 및 가로등의 기능 제공 방법

2012.07.06

32

10-1165422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식불가라고 판정된 피사체를 추적 감시하는
보안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보안서비스 제공방법

2012.07.06

33

10-1195979

수질관리방법 및 수질관리시스템

2012.10.24

34

10-1229455

고도처리 방류수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2013.01.29

35

10-1252284

채수시점을 동기화하는 자동채수기 및 자동 채수기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

2013.04.02

36

10-1272650

IP-USN 기반의 이동형 수질측정부를 이용한 수질관리방법 및
수질관리시스템

2013.06.03

37

10-1280458

전기화학적 활성 미생물을 이용한 CV 테스트 기반의 생태독성 평가방법
및 그를 이용한 생태독성 평가장치

2013.06.25

38

20-0468248

총질소 분석장치의 가열반응조용 용기

2013.07.26

39

10-1315363

생물서식을 위한 하구 조성 습지 및 생물서식을 위한 하구 습지
조성방법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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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1366786

41

20-0475293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필터형 시료전처리 시스템

2014.11.13

42

10-1468544

미세조류의 농도 측정용 광전기화학적 센서

2014.11.27

43

10-1478222

44

10-1545335

45

10-1576603

46

10-1639680

비점오염물질 측정 시스템 및 이의 구축방법

2016.07.08

47

10-1474468

물 수요 분배방법 및 시스템

2014.12.12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시험 자동화 장치 및 그를 이용한 독성시험 자동화
평가방법

1 종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채널 밸브를 구비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인공신경망 및 퍼지 기법을 이용한 우수펌프 제어시스템
정량주입용 샘플루프를 장착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연산방식의 총유기탄소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총유기탄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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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14

2014.12.24
2015.08.11
2015.12.04

지적재산권
특허 보유 현황 (등록특허)
[해외]
No

등록국가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일

1

중국

10-0224381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질 내 독극물 감지 장치

1999.07.13

2

일본

10-0361853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질 내 독극물 감지 장치

2002.11.08

3

독일

DE 60334291.4

2010.09.22

4

프랑스

FR 1497451

2010.09.22

5

이탈리아

IT 1497451

2010.09.22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질 내 독극물 감지 장치
(유럽 등록번호 : EP 1497451)

6

영국

GB 1497451

2010.09.22

7

스위스

CH 1497451

2010.09.22

8

네덜란드

NL 1497451

2010.09.22

9

인도

249142

10

중국

ZL201110441396.X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질 내 독극물 감지 장치

2011.10.04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수질정화시스템, 이를 이용한

11

미국

12

인도네시
아

9221698

하수처리장치 및 하천 또는 호소수의 동시 정화가
가능한 자연형 비점정화장치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수질정화시스템, 이를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천 또는 호소수의 동시 정화가
가능한 자연형 비점정화장치 (PCT/KR2011/009226,
2011.11.30)

2014.10.22

2015.12.29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수질정화시스템, 이를 이용한
W00 2013 05379

하수처리장치 및 하천 또는 호소수의 동시 정화가
가능한 자연형 비점정화장치 (PCT/KR2011/009226,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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