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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액 분리장치

(57) 요약

개시된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액 분리장치는: 상부에 개공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개공부를 커버하도록 부착되어 상기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체추출막; 상기 하우징의 내부를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된 제1챔버와 상기 기체추출막

과 연통되지 않는 제2챔버로 한정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챔버 내로 유입된 상기 액체를 선택적으로 상기 제2챔버로 투

과시키는 액체추출막; 상기 액체 및 기체를 상기 하우징의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 및 상기 제2챔버에 연결되어 상기 제2

챔버 내의 액체를 밖으로 안내하는 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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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접액체연료전지로부터의 액체와 기체를 수납하며, 상기 액체와 기체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기액 분리장치에 있어서,

상부에 개공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개공부를 커버하도록 부착되어 상기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체추출막;

상기 하우징의 내부를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된 제1챔버와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되지 않는 제2챔버로 한정하도록 설

치되며, 상기 제1챔버 내로 유입된 상기 액체를 선택적으로 상기 제2챔버로 투과시키는 액체추출막;

상기 액체 및 기체를 상기 하우징의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 및

상기 제2챔버에 연결되어 상기 제2챔버 내의 액체를 밖으로 안내하는 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액체연

료전지의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추출막 및 상기 제2챔버를 포함하는 카트리지를 더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카트리지가 착탈가능하도록 출입구가 형성된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추출막은, 50 ㎛ 이하의 기공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챔버에는, 상기 액체추출막의 기공 보다 큰 기공을 가진 제1 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챔버에는, 0.1 ~ 1 mm 크기의 이온교환 비드가 채워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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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추출막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추출막은, 상기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과 다공성 강화부재가 압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추출막은, 상기 기체추출막과 나란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9.

직접액체연료전지로부터의 액체와 기체를 수납하며, 상기 액체와 기체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기액 분리장치에 있어서,

외주에 개공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개공부를 커버하도록 부착되어 상기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체추출막;

상기 하우징의 내부를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된 제1챔버와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되지 않는 제2챔버로 한정하도록 설

치되며, 상기 제1챔버 내로 유입된 상기 액체를 선택적으로 상기 제2챔버로 투과시키는 액체추출막;

상기 액체 및 기체를 상기 하우징의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 및

상기 제2챔버에 연결되어 상기 제2챔버 내의 액체를 밖으로 안내하는 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액체연

료전지의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추출막 및 상기 제2챔버를 포함하는 카트리지를 더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카트리지가 착탈가능하도록 출입구가 형성된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추출막은, 50 ㎛ 이하의 기공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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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챔버에는, 상기 액체추출막의 기공 보다 큰 기공을 가진 제1 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챔버에는, 0.1 ~ 1 mm 크기의 이온교환 비드가 채워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4.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추출막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추출막은, 상기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과 다공성 강화부재가 압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챔버는 상기 제1챔버의 내부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액분리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접액체 연료전지의 애노드 전극에서 배출된 미반응 액체연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기액분리장

치에 관한 것이다.

직접액체연료전지(Direct Liquid Feed Fuel Cell)는 메탄올, 에탄올 등의 유기화합물 연료와 산화제인 산소와의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장치로서 에너지밀도 및 전력밀도가 매우 높으며, 메탄올 등 액체연료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개질기(reformer) 등 주변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연료의 저장 및 공급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액체연료전지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애노드 전극(2)과 캐소드 전극(3) 사이에 전해질막(1)이 개재되어 있는 구

조를 가진다. 각 애노드 전극(2)과 캐소드 전극(3)의 구조는 연료의 공급 및 확산을 위한 연료확산층(diffusion laye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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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과 연료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층(21, 31), 그리고 전극 지지체(23, 33)을 구비한다. 전극 반응을 위한 촉매

는 저온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갖는 백금과 같은 귀금속 촉매가 사용이 되며 반응 부생성물인 일산화탄소에 의한 촉매피독

현상(catalyst poison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루테늄, 로듐, 오스늄, 니켈등과 같은 전이금속의 합금촉매가 사용된다. 전극

지지체는 탄소종이, 탄소직물 등이 사용되며 연료의 공급과 반응 생성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발수처리(water-proofed)

하여 사용한다. 전해질막(1)은 두께가 50-200 ㎛ 인 고분자막으로서 수분을 함유하며 이온전도성을 갖는 수소이온교환막

이다.

직접액체연료전지 중, 메탄올과 물을 혼합 연료로 사용하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 (Direct Methanol Fuel Cell, 이하

DMFC)의 전극반응은 연료가 산화되는 애노드 반응과 수소이온과 산소의 환원에 의한 캐소드 반응으로 구성되며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반응식 1

CH3OH +H2O --> CO2 +6 H+ + 6 e- (Anode reaction)

반응식 2

3/2 O2 +6 H+ + 6 e- --> 3 H2O (Cathode reaction)

반응식 3

CH3OH + 3/2 O2 --> 2 H2O + CO2 (Overall reaction)

산화반응(반응식 1)이 일어나는 애노드 전극(2)에서는, 메탄올과 물의 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수소이온 및 전자가 생

성이 되며, 생성된 수소이온은 전해질막(1)을 통해서 캐소드 전극(3)으로 전달된다. 환원반응(반응식 2)이 일어나는 캐소

드 전극(3)에서는, 수소이온과 외부 회로를 통해 전달된 전자 그리고 산소 간의 반응에 의해 물이 생성된다. 따라서 DMFC

총괄반응(반응식 3)은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된다. 이때, 메탄올 1분자가 산소와

반응하여 2 몰의 물이 생성된다.

이때 사용되는 액체연료는 순수한 메탄올이 아닌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이미 저장되어있는 물과 혼합되어 사

용되어야 하며, 고농도 연료를 사용할 경우 전해질막(수소이온교환막)에서의 연료의 크로스오버(cross-over, 연료가 이

온교환막을 통과하는 현상)로 인한 발전 성능감소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5 ~ 2 M (2 ~ 8 vol.%)의 저농도 메탄올

로 희석하여 사용하게 된다.

도 2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액분리장치의 모형도이다. 휴대용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액분리장치(10)는 특성상 사용

하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위치(도 2의 A)에서는 애노드 전극으로부터의 희석된 미반응 연료와 이산화탄소

가 인입구(inlet)(11)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는 몸체의 천정에 형성된 홀(12)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며, 미반응 연료는 몸

체의 하부(lower part)에 형성된 배출구(outlet)(13)를 통해서 연료전지로 회수된다.

그러나, 기액분리장치(10)가 거꾸로 된 상태(도 2의 B)에서는 미반응 연료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구(12,13) 방향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애노드전극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미반응 연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한편, 기액분리장치(10)의 인입구(11)로 인입되는 물질에는 촉매 또는 금속의 파티클(particle)과, 금속 이온, 예컨대 Fe

이온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촉매 및 금속 파티클은 펌프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금속이온은 스택을 오염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액분리기능과 불순물을 필터

링하는 필터를 구비한 직접액체 연료전지의 기액분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액 분리장치는: 직접액체연료전지로부터의 액체와 기체를

수납하며, 상기 액체와 기체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기액 분리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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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개공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개공부를 커버하도록 부착되어 상기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체추출막;

상기 하우징의 내부를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된 제1챔버와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되지 않는 제2챔버로 한정하도록 설

치되며, 상기 제1챔버 내로 유입된 상기 액체를 선택적으로 상기 제2챔버로 투과시키는 액체추출막;

상기 액체 및 기체를 상기 하우징의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 및

상기 제2챔버에 연결되어 상기 제2챔버 내의 액체를 밖으로 안내하는 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체추출막은, 50 ㎛ 이하의 기공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국면에 따르면, 상기 제2챔버에는, 상기 액체추출막의 기공 보다 큰 기공을 가진 제1 부재가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상기 제2챔버에는, 0.1 ~ 1 mm 크기의 이온교환 비드가 채워진다.

상기 기체추출막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체추출막은, 상기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과 다공성 강화부재가 압착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액체추출막은, 상기 기체추출막과 나란하게 설치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액 분리장치는:

외주에 개공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개공부를 커버하도록 부착되어 상기 기체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체추출막;

상기 하우징의 내부를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된 제1챔버와 상기 기체추출막과 연통되지 않는 제2챔버로 한정하도록 설

치되며, 상기 제1챔버 내로 유입된 상기 액체를 선택적으로 상기 제2챔버로 투과시키는 액체추출막;

상기 액체 및 기체를 상기 하우징의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 및

상기 제2챔버에 연결되어 상기 제2챔버 내의 액체를 밖으로 안내하는 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챔버는 상기 제1챔버의 내부에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액분리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기액 분리장치가 적용되는 직접액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직접액체연료전지 시스템은 직접액체 연료전지, 예컨대 연료전지 스택(190)과, 애노드 전극으로부터 방

출된 희석된 미반응 액체연료와 반응생성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는 외부로 방출하고 액체연료는 워터펌프

(191)로 스택(190)의 애노드 전극으로 보내는 기액분리장치(100)와, 상기 스택(190)으로 연료탱크(195)의 희석된 액체연

료(메탄올)을 이송하는 연료펌프(192)와, 상기 스택(190)으로 공기를 이송하는 블로우(193)를 구비한다. 캐소드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은 외부로 방출된다. 한편, 캐소드 전극으로부터 생성된 물은 기액분리장치(100) 또는 연료탱크(195)로 순환

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100)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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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기액분리장치(100)는 상부면에 개공부(111)가 형성된 하우징(110)을 구비한다. 상기 하우징(110)은 상

기 개공부(111)를 제외한 부분은 기체 및 액체가 통과하지 않는 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개공부(111)에는 기체추출막

(gas extracting membrane)(115)이 설치되어 있다. 하우징(110) 내의 하부에는 상기 기체추출막(115)과 나란하게 액체

추출막(liquid extracting membrane)(120)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액체추출막(120)은 하우징(110) 내부를 그 상부의 제

1챔버(112)와 그 하부의 제2챔버(114)로 나눈다. 상기 하우징(110)은 금속, 플라스틱 재질 또는 플렉서블 비닐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제1챔버(112)의 하우징(110)에는 외부, 예컨대 연료전지 스택(190)의 애노드전극으로부터의 액체연료와 이산화탄

소를 하우징(110)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130)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2챔버(114)의 하우징(110)에는 배출구(140)

이 형성되어서 도 3의 연료전지 스택(190)의 애노드 전극으로 챔버(130) 내의 미반응 연료를 이송시킨다(도 3의 워터 펌

프(191)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2챔버(114)에는 친수성 부재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상기 액체추출막(120)은 50 ㎛ 이하의 기공이 형성된 친수성 폼부재일 수 있다. 액체추출막(120)은 제1챔버(112) 내의 액

체연료를 필터링하여 제1챔버(112) 내에 유입된 촉매 또는 금속의 파티클(particle)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챔버(112)의 액체연료를 제2챔버(114)로 배출시킨다.

친수성 부재(122)는 상기 액체추출막(120) 보다 큰 기공, 예컨대 100 ㎛ ~ 1 mm 크기의 기공이 형성된 친수성 폼부재일

수 있다. 친수성 부재(122)는 액체추출막(120)의 액체 배출작용을 용이하게 해준다. 상기 친수성 부재(122)는 상기 챔버

(130) 내를 채우도록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챔버(114)는 이온교환 비드(미도시)로 채워질 수도 있다. 상기

이온교환비드는 대략 100 ~ 1000 ㎛ 크기일 수 있다. 상기 이온교환 비드는 액체연료와 함께 액체추출막(120)을 통과한

양이온을 필터링할 수 있다.

상기 기체추출막(115)은 소수성이고 다공성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ylene: PTFE)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기체추출막(115)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과 통기성 천과 같은 다공성 강화부재(미도시)가 압착되어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체추출막(115)은 제1챔버(112) 내의 액체의 배출을 막으며, 기체, 예컨

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허여한다.

상기 액체추출막(120)은 내부 액체와 마주보는 제1표면(120a)과, 친수성 부재(122)와 접촉되는 제2표면(120b)을 가진

다. 제1챔버(112)의 기체가 액체와 접촉하지 않는 제1표면(120a)을 통해서 기공이 액체로 채워져 있는 액체추출막(120)

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액체추출막(120)의 제1표면(120a)의 모세관력을 극복하여야 하며, 액체추출막(120)에서 친수성

부재(122)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2표면(120b)의 모세관력을 극복하여야 한다.

한편, 액체와 접촉되는 제1표면(120a)에는 모세관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액체는 모세관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접

촉된 액체추출막(120)를 통과해서 친수성 부재(122)로 이동되며, 친수성 부재(122)는 액체추출막(120)으로부터의 액체

를 받아서 용이하게 챔버(130)로 배출하도록 한다.

한편, 액체와 접촉되지 않는 제1표면(120a)에서는 제1표면(120a) 모세관력이 존재하므로, 기체압력(P1)이 제1표면

(120a) 모세관력과 제2표면(120b) 모세관력의 합 보다 커야 액체추출막(120)의 기공에 있는 액체가 친수성 부재(122)를

거쳐서 챔버(130)로 이동될 수 있다. 액체와 접촉되지 않는 영역의 액체추출막(120)이 웨팅되는 것은 기액장치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세관력에 의해 항상 일어난다. 한편, 원통관(110) 내의 기체는 원통관(130) 내의 내부압력에 따라서 기체추출

막(115)을 통해서 대기로 배출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100)는 제1챔버(112) 내의 액체가 기체추출막(115)을 완전히 커버하지 않고

액체의 일부가 액체추출막(120)과 접촉된 경우 기체 및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

도 5는 도 4의 기액분리장치를 기울어지게 배치한 경우의 단면도이다. 인입구(130)으로 들어온 기체 및 액체 중 액체는 액

체추출막(120) 및 친수성 부재(122)를 통해서 제2챔버(114)(130)로 이동하며, 기체는 접촉하는 기체추출막(115)을 통해

서 대기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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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액분리장치(100)는 제1챔버(112) 내의 액체가 기체추출막(115)을 완전히 커버하거나 액체가

액체추출막(120)에 전혀 접촉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기액분리 기능을 수행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200)의 단면도이며, 제1 실시예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을 참조하면, 기액분리장치(200)의 하우징(210)에는 카트리지(220)가 착탈가능하도록 형성된 출입구(210a)가 형성

되어 있다. 상기 카트리지(220)는 바닥면과 벽(222)으로 이루어진 몸체(221)를 구비한다. 상기 벽(222)에는 배출구(140)

에 대응되는 홀(223)이 형성되어 있다. 제2챔버(114)로부터 배출되는 액체연료는 상기 홀(223) 및 상기 배출구(140)을 통

해서 애노드 전극으로 공급된다.

상기 카트리지(220)는 액체추출막(120)과, 친수성 부재(122)가 오염되거나 손상된 경우 새로운 카트리지로 교체될 수 있

다. 상기 카트리지(220)의 교환은 상기 기체추출막(115)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실시예에 의한 기액분리장치(200)의 작용은 제1 실시예의 기액분리장치(100)의 작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300)의 단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기액분리장치(300)는 외주에 개공부(311)가 형성된 하우징(310)을 구비한다. 상기 하우징(310)은 상기

개공부(311)를 제외한 부분은 기체 및 액체가 통과하지 않는 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개공부(311)에는 기체추출막

(gas extracting membrane)(315)이 설치되어 있다. 하우징(310)의 중앙에는 상기 기체추출막(315)과 나란하게 액체추

출막(liquid extracting member)(320)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액체추출막(320)은 하우징(310) 내부를 외부의 제1챔버

(312)와 내부의 제2챔버(314)로 나눈다. 상기 제1챔버(312)는 기체추출막(315)와 연통되며, 제2챔버(314)는 상기 기체

추출막(315)와 연통되지 않는다. 상기 제2챔버(314)는 제1챔버(312)의 내부에 형성된다. 상기 하우징(310)은 금속, 플라

스틱 재질 또는 플렉서블 비닐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제1챔버(312)의 하우징(310)에는 외부, 예컨대 연료전지 스택(390)의 애노드전극으로부터의 액체연료와 이산화탄

소를 하우징(310) 내부로 안내하는 인입구(330)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2챔버(314)의 하우징(310)에는 배출구(340)

가 형성되어서 도 3의 연료전지 스택(390)의 애노드 전극으로 챔버(330) 내의 미반응 연료를 이송시킨다(도 3의 워터 펌

프(191)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2챔버(314)에는 친수성 부재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상기 액체추출막(320)은 50 ㎛ 이하의 기공이 형성된 친수성 폼부재일 수 있다. 액체추출막(320)은 제1챔버(312) 내의 액

체연료를 필터링하여 제1챔버(312) 내에 유입된 촉매 또는 금속의 파티클(particle)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챔버(312)의 액체연료를 제2챔버(314)로 배출시킨다.

친수성 부재(322)는 100 ㎛ ~ 1 mm 크기의 기공이 형성된 친수성 폼부재일 수 있다. 친수성 부재(322)는 액체추출막

(320)의 액체 배출작용을 용이하게 해준다. 상기 친수성 부재(322)는 상기 챔버(330) 내를 채우도록 설치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제2챔버(314)는 이온교환 비드(미도시)로 채워질 수도 있다. 상기 이온교환비드는 대략 100 ~ 1000 ㎛ 크기

일 수 있다. 상기 이온교환 비드는 액체연료와 함께 액체추출막(320)를 통과한 양이온을 필터링할 수 있다.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300)는 인입구(330)로 인입된 액체가 액체추출막(320)과 접촉되는 상태에서는 기액분

리 작용을 한다. 그 작용은 제1 실시예의 기액분리장치(100)의 작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400)의 단면도이며, 제3 실시예의 기액분리장치(300)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8을 참조하면, 기액분리장치(400)의 하우징(410)에는 카트리지(420)가 착탈가능하도록 형성된 출입구(410a)가 형성

되어 있다. 상기 카트리지(420)의 벽(422)에는 배출구(340)에 대응되는 홀(423)이 형성되어 있다. 제2챔버(314)로부터

배출되는 액체연료는 상기 홀(423) 및 상기 배출구(340)을 통해서 애노드 전극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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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트리지(420)는 액체추출막(320)과, 친수성 부재(322)가 오염되거나 손상된 경우 상기 출입구(410a)를 통해서 새

로운 카트리지로 교체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따른 기액분리장치는 모바일용 직접액체 연료전지에 사용시, 사용하는 자세의 변경에 큰

제약없이 기체와 액체를 분리한다. 또한, 상기 기액분리장치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파티클과 양이온을 필터링하므로 연료

전지에서의 펌프 등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액분리장치를 구비한 연료전지는 사용하는 방향에 관계없

이 성능을 발휘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한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직접액체연료전지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2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액분리장치의 모형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기액 분리장치가 적용되는 직접액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100)의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기액분리장치를 기울어지게 배치한 경우의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200)의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300)의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기액분리장치(400)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0, 200: 기액분리장치 110,210: 하우징

115,215: 기체추출막 120,220: 액체추출막

130,230: 인입구 140,240: 배출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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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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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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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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