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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알루미늄 환원전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음극집전기의 한 구조를 나타낸 알루미늄 환원전지의 측단면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트라이닝(potlining) 및 그 안에 매립된 적어도 하나의 음극 집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알루미늄 환원전
지에서 음극 집전기는 알루미늄 함유 금속에 의해 결합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분리된 전기전도성 알
루미늄 습윤성 물체들을 큰 비율로 갖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며, 이 부분은 전지가 작동중일때 금속이 적
어도 부분적으로 유체가 되도록 위치해 있는 알루미늄 환원전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금속 습윤성 물체가 집전기부분에 조밀하게 채워진 배열로 존재하는 전지.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습윤성 물체가 균일한 크기를 가지며 그 단면이 집전기 단면보다 작은
형체를 갖고 있는 전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금속 습윤성 물체가 인접한 물체의 면들이 서로 평행하게 위치해 있는 육면체 또는 주
사위 모양의 것인 전지.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금속 습윤성 물체가 시트 또는 얇은 슬랩 형태로서 그 대부분의 면들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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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행이며 집전기 부분의 축에 평행이 되게 배열되어 있는 전지.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하나에서 집전기 부분이 매립되어 있는 포트라이닝 부위가 전해질에 의한 침투
를 받는 전지.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하나에서 금속 습윤성 물체를 결합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늄 함유
금속이 전지가 작동중일 때 그 부분 전기장을 통해 체상태로 있도록 집전기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전지.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집전기 부분이 알루미늄 함유 금속에 의해 결합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금속 습윤성판의 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지.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집전기 부분이 알루미늄 함유 금속으로 함침된 금속 습윤성 입자 또는 과립
으로된 충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지.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중 어느 하나에서 집전기의 상단이 고체내화성 전기 전도성 물질로 된 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지.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중 어느 하나에서 집전기부분이 내화성관 내에 함유되어 있으며, 이 내화성관의 내부
표면은 전해질보다는 금속에 의해 습윤되며, 외부표면은 금속보다는 전해질에 의해 습윤되는 전지.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중 어느 하나에서 포트라이닝 물질이 알루미나를 기제로 한 것은 전지.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중 어느 하나에서 다수의 음극집전기가 존재하며, 이들 각각은 단면적이 5-75㎠이며,
1-10KA의 전류 용량을 갖도록 고안된 집전기 부분을 갖고 있는 전지.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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