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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료처리장치(FUEL TREATMENT DEVICE)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압력손실이 작으며 또한 연료처리재와 접촉효율이 높은 연료 처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한쪽 끝에 연료도입구(14), (24), (34) 다른쪽 끝에 
연료배출구(15), (25), (35)를 보유하는 연료처리용기(12), (22), (32)에 연료처리재(16), (26), (36)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 연료의 유체압에 의하여 그 연료처리재(16), (26), (36)를 움직여서 연료처리
재(16), (26), (36)와 연료와의 접촉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처리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연료처리장치(FUEL TREATMENT DEVICE)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및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종 단면도이다.

제2도는 횡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제3도는 종 단면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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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한쪽끝부에 연료도입구(14), (24), (34), 다른쪽 끝부에 연료배출구(15), (25), (35)를 보유하는 연료처
리 용기(12), (22), (32)내로, 연료처리재(16), (26), (36)를 그 연료흐름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설
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연료처리재(16), (26), (36)는 낱알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여러개의 상기한 연료처리장치(16), (26), (36)가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연료처리용기 
내로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한 연료처리재(26)가 연료흐름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여유있게 거름망용
기(27)내로 충전되며, 여러개의 상기한 연료처리재(26)가 상기한 연료처리용기내(22)로 충전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그 연료처리내(36)는 날개형상이며, 그 1개 또는 여러개가 상류방향으로 향해서 연료처
리용기(32)내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있어서, 그 연료처리재(16), (26), (36)가 세라믹고형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그 세라믹고형물은 염화제2철을 대량의 가성소오다 수용액으로 용해한 후 염산으로 중화
시켜, 농축하여 얻어진 결정의 수용액에 담궈 처리된 활성화세라믹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
료처리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그 세라믹고형물은 염화제2철을 대량의 가성소오다 수용액으로 용해한 후 염산으로 중화
시켜, 농축하여 얻어진 결정의 수용액에 접촉한 공기를 접속시킨 활성화세라믹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그 세라믹고형물은 황산제1철을 대량의 염산수용액으로 용해한 후 농축해서 얻어진 결정
의 수용액에 담그고 연료처리된 활성화세라믹으로 이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그 세라믹고형물은 황산제1철을 대량의 염산수용액으로 용해한 후 농축하여 얻어진 결정
의 수용액에 접촉한 공기를 접촉시킨 활성화세라믹으로 이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처리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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