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인 생 략 

출 원 번 호 통 지 서 

출   원   일   자 2022.05.27 

특   기   사   항 심사청구(무) 공개신청(무) 

출   원   번   호 
10-2022-0065549 (접수번호 1-1-2022-0564574-10) 
(DAS접근코드7E2D) 

출 원 인   명 칭 삼성전자주식회사(1-1998-104271-3) 외 1명

대 리 인   성 명 특허법인무한(9-2007-100061-4)

발 명 자   성 명 김태우 류승호 김희곤 유재형 홍원기 

발 명 의   명 칭 전송 경로 결정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전자 장치

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
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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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명칭】 삼성전자주식회사

    【특허고객번호】 1-1998-104271-3

【출원인】 

    【명칭】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4-043336-1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무한

    【대리인번호】 9-2007-100061-4

    【지정된 변리사】 천성진

    【포괄위임등록번호】 2007-019579-5

    【포괄위임등록번호】 2007-061508-7

【발명의 국문명칭】전송 경로 결정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전자 장치

【발명의 영문명칭】METHOD OF DITERMINING TRAFFIC PATH, AND ELECTRONIC 

                   DEVICE PERFORMING THE METHOD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김태우

    【성명의 영문표기】 Taewoo KIM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우편번호】 16677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류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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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의 영문표기】 Seungho RYU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우편번호】 16677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김희곤

    【성명의 영문표기】 KIM Hee Gon

    【주민등록번호】 940520-1000000

    【우편번호】 37673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유재형

    【성명의 영문표기】 YOO Jae Hyoung

    【주민등록번호】 591118-1000000

    【우편번호】 37673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원기

    【성명의 영문표기】 HONG Won Ki

    【주민등록번호】 590928-1000000

    【우편번호】 37673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출원언어】 국어

【임시 명세서】 제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무한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본출원료】             0    면           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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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출원료】             1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0    항                0  원

    【합계】                                     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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