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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적 열원을 활용하는 끽연 제품 및 무연 끽연 방법

요약

연소가스의 조성을 조절하면서 흡연자의 입에 전달되는 향이 나는 에어로졸 가스를 형성시키는데 사용되는 끽연제품(10),
그 제조방법 및 연소 생성물을 제공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고온 가스가 촉매 섹션(17)에서 발생되고 연료와 공기가 알루미
나와 세륨 화합물을 포함한 촉매 코팅 표면을 갖는 벌집 구조(25)의 도움을 받아 연소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배경기술

끽연제품에 촉매를 사용하는 공지기술이 있는데, 이 경우 촉매가 탄소재료와 혼합되어 가연성 연료원소를 형성한다(미국
특허 5,211,684). 또한 끽연제품에 에어로졸을 형성시키기 위해 세라믹재료로된 에어로졸 선구물질을 사용하는 제안이
있다(미국특허 5,115,820). 또한 담배의 연료를 산화세륨으로 코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미국특허 5,040,551).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열원, 향미제, 에어로졸 섹션 및 담배 전단부(담배를 입에 물고 흡연하는 부분)를 포함하는 담배와 그 제조 및 작
동방법에 관계하며, 열원은 액체연료, 공기혼합실 및 촉매연소실을 포함하며, 연소실에서 연료 공기혼합물은 촉매의 영향
하에서 연소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연소생성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도 관계한다. 이러한 조절은 알루미나 코팅, 세륨
산화물 코팅 또는 백금/팔라듐 염화물 코팅에서 선택된 코팅과 지지 매트릭스를 포함한 촉매기질의 구성 및 작동으로 이루
어진다. 산화물과 귀금속 코팅은 촉매이다.

본 발명의 담배는 액체연료가 담긴 액체 흡수성 저장원을 가지는 연료/공기 혼합섹션(fuel/air mixing section)을 포함한
다. 공기가 저장원(reservoir)을 통해 이동될 때 촉매적(촉매작용) 연소실에 운반되는 혼합물을 형성하도록 연료 입자를
붙잡는다. 연소 생성물은 글리세린을 포함한 향미제 섹션을 통과하여 글리세린 기초 에어로졸을 발생시킨다. 이후에 향이
가미된 에어로졸이 흡연자의 입으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담배는 종래적인 담배의 외양과 크기를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끽연제품의 평면도이다.

도 1a 는 도 1 의 1a-1a 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2 는 도 1 과 유사한 도면으로서 공기, 연료/공기 혼합물에 추가적으로 흡연동안 에어로졸 흐름패턴을 보여준다.

도 3a-d 는 본 발명에서 사용된 벌집구조의 사시도이다.

* 부호설명

10 ... 끽연제품(담배) 10r ... 종이랩

11 ... 담배 전단 부(필터 부분) 12 ... 향미제 섹션

12a ... 절단된 담배(쌈지 담배) 13 ... 에어로졸 섹션

16 ... 연료 저장 및 공기 혼합섹션(fuel storage and air mixing section)

17 ... 촉매적(촉매작용) 연소섹션 19 ... 에어로졸지지 플러그(aerosol support plug)

21 ... 주변부 측부 통기구(circumferential side ventilation holes)22 ... 연료 흡수 저장원(fuel absorbent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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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기/연료 혼합물 공급튜브 25 ... 벌집 기질 구조물(honeycomb)26... 공기/연료 혼합 튜브

29 ... 셀(cell)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담배 또는 끽연제품(10)은 필터 담배 전단부(11), 향미제 섹션(12), 에어로졸 섹션(13), 연료저장 및 공기 혼합섹션(16)과
촉매적 연소섹션(17)을 포함한다. 담배(10)는 단편 랩이거나 부착 또는 중첩 섹션으로 구성된 외부 원통형 종이랩(10r)에
의해 한정된다. 추가적인 포장지 또는 티핑 종이가 사용될 수 있다.

담배 전단부(11)는 담배(10)의 가스를 여과시키는 필터이며 종래적인 담배 필터일 수 있다. 향미제 섹션(12)은 탑 드레싱
(top dressing) 또는 기타 물질을 포함하는 절단된 담배(12a)와 향료로 구성되어서 흡연자의 입에 도달하는 가스의 맛을
증가시킨다. 특히, 절단된 담배(12a)는 담배 전단부(11)와 에어로졸 지지플러그(19)간의 공간을 채운다.

에어로졸 섹션(13)은 글리세린을 갖는 에어로졸 지지 플러그(19)를 포함한다. 글리세린 대신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같
은 다가 알콜이 사용될 수 있다. 에어로졸 지지 물질은 탄소 매트, 산화 마그네슘, 알루미나, 유리 비이드, 질석, 탄소, 알루
미늄 포일 및 가수분해된 오르가노실록산으로 코팅된 종이를 포함한다. 에어로졸 형성물질은 절단된 담배나 재구성된 담
배형 물질에 첨가 또는 포함될 수 있다. 수증기, CO2 및 CO를 포함한 뜨거운 연소가스가 플러그(19)를 통해 흐를 때 글리

세린 에어로졸이 형성된다.

연료 저장 및 공기 혼합섹션(16)은 흡연시 외부 공기가 담배(10)에 들어오게 하는 주변부 측부 통기구(21)를 포함한다. 섹
션(16)은 300-500 마이크로리터(㎕)의 양으로 액체연료를 저장하는 심지재료를 포함한 연료 흡수 저장원(22)을 포함한
다. 연료 흡수 저장원은 모세관 작용을 이용하는 합성섬유 액체전달 심지재료로 구성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에서
Transorb 브랜드 심지가 사용된다. 저장원(22)은 액체 연료를 저장하고 담배(10)에 존재하는 온도, 압력 및 공기유속에서
공기와의 혼합을 허용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연료는 액체 무수 에탄올이다. 주변온도에서 3.3 내지 19.0(부피)의
공기에 대한 에탄올의 비율이 선호된다.

알콜, 에스테르, 탄화수소, 메탄올, 이소프로판올, 헥산, 알콜계 향료의 메틸 카보네이트와 같은 가연성 연료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연료가 지지물질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된 휘발성 연료 성분으로 구성된 비교적 비휘발성인 연료
선구물질인 열방출 연료가 사용될 수 있다. 가열시 휘발성 연료성분이 방출된다. 이러한 연료는 저장동안 증발에 의한 연
료의 손실을 막아주며 연소 및 열발생에 충분한 조절 및 제한된 양으로 연료의 방출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열방출 연료
의 예로는 셀라이트 또는 분자체상에 흡수된 알콜, 멘솔 메틸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트리에틸오르쏘포메이트 및
"STERNO" 브랜드 연료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찰에 의한 연결 또는 기타 부착 수단을 사용하는 벌집 기질 구조물(25)을 수용하는 공기/연료 혼합 세라믹
튜브(26)와 혼합물 공급 튜브(24)를 포함하는 섹션(17)에서 촉매 활성작용이 일어난다. 상기 혼합물 공급 세라믹 튜브(24)
는 공기/연료 혼합물이 상기 촉매 연소 섹션으로 들어가는 때 상기 혼합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형상을 하게 된다(도 1
및 도2). 상기 세라믹 튜브(24,26)는 유리질 매트릭스에든 치밀한 멀라이트(3Al2O3·2SiO2)로 구성된다. 이 물질은 고온
에서 작용하며 비다공성인 미립자이다. 이 물질은 2.4의 비중; 1650℃의 작동온도; 20,000psi의 굴곡강도를 가진다. 튜브
(24,26)는 McDanel Refractory Co. 사 제품 MV20 멀라이트 세라믹 튜브와 같은 내열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벌
집 기질 지지부(25)는 알루미나로 코팅되고 이후에 세륨(IV) 산화물과 같은 전이금속 산화물이나 희토류를 포함한 촉매코
팅재료로 코팅되고 마지막으로 귀금속 용액, 특히 팔라듐 또는 백금을 포함한 촉매로 코팅된 Celcor 또는 Celcor 9475 벌
집 기질 세라믹 재료가 선호되는 촉매 유닛이다. 이러한 코팅처리 이후에 벌집 기질 구조물(25)(도 3a-d)은 담배 튜브(도
1, 1a 및 2)에 위치된다. 세라믹 재료에 추가적으로 부직 탄소 매트, 흑연 펠트, 탄소섬유 얀, 탄소 펠트, 직물 세라믹 섬유,
단일체 재료와 같은 다른 비연소성 촉매 지지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벌집 기질 재료로 언급되는 단일체 재료는 구매가능
하다(Corning Glass Works, Corning, NY). Ta2O5, ZnO, ZrO2, MgTiO3, LaCoO3, RuO2, CuO, MnO2 및 ZnO 와 같은

전이금속 산화물이 세륨 산화물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벌집 기질 구조물(25)은 낮은 압력강하, 높은 표면적 및 높은 열적, 기계적 강도를 가진다. 벌집 기질구조물은 치밀 세라믹
섬유 재료에 비해서 낮은 압력 강하를 가진다(지지물을 통해 공기를 끌어들일 때 생성된 압력차). 담배의 전형적인 압력강
하는 5인치의 물(5 inches of water)(게이지)이며 이러한 압력은 담배의 담배 전단부에서 측정된다. 벌집 기질구조는 사
각형 셀과 2MgO·2Al2O3·5SiO2 의 화학식을 가진다. 벌집 기질구조는 33%의 다공성; 3.5 미크론의 평균 기공크기; 10의

열팽창계수(25-1000℃ ×10-7/℃) 및 1450℃의 용융온도를 가진다. 벌집 기질재료는 불균질 촉매를 형성한다.

도 3a 에서 벌집 기질구조물(25)은 16개의 셀(29)을 포함한다. 벌집 기질구조물(25)의 크기는 a=5.7㎜; b=5.7㎜; c=7㎜
이다. 도 3b 에서 벌집 기질구조물(25)은 9개의 셀(29)을 포함한다. 이의 크기는 d=4.5㎜; e=4.5㎜; f=7㎜이다. 도 3c 및
3d 에서 g=13.09 ±1.17㎜; h=4.3㎜; i=1.8㎜; j=1.8㎜; k=4.3㎜; l=12.29 ±0.69㎜; m=2.0㎜; n=3.0㎜이다. 도 3c 는 5
개의 셀을 가진 것을 도 3d 는 2개의 셀을 갖는 유닛을 보여준다.

워시 코트가 장치에 존재하는 고온에 대해 안정화된 알루미늄 산화물 안정화제 워시 코팅에 이어서 벌집 기질구조물(25)
이 촉매 처리를 받는다. 도 3a-d 에 도시된 Celcor Cordierite 는 다음 실시예에 기술된 처리에 의해 촉진된다.

실시예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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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유니트의 Celcor Cordierite #9475 단일체 세라믹 벌집 기질 재료(2MgO·2Al2O3·5SiO2; 고온 성능을 위해 δ-Al2O3
안정화제로 코팅됨, 직경=4인치, 높이=1인치, 제곱인치당 400개의 셀을 가짐)가 4.5㎜ ×4.5㎜ ×7㎜의 크기를 갖는 9셀
로 구성된 사각형 단일체 유니트(도 3b)로 절단된다. 이것을 0.5 내지 3시간동안 110℃ 대기에서 건조시켜 부착된 액체
(물을 포함한)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후에 200유니트가 200㎖의 증류수와 17.3692g의 Ce(NO3)3·6H2O 로 구성된 가열

된(90℃) 용액으로 도입된다. Ce(NO3)는 물에 용해된다. 10분마다 손으로 교반되는 단일체 유니트는 한시간 반동안 가열

된 용액에 유지된다. 용액으로 부터 제거후 압축공기를 써서 단일체 유니트로 부터 과잉 액체가 제거된다. 이후에 단일체
유니트를 유리 페트리 접시상에 놓고 20분간 열판상에서 60℃로 가열한다. 이후에 단일체 유니트를 1시간동안 110℃의
공기에서 건조한다. 상기 처리를 2회 더 반복하면 총 3번의 Ce(NO3)3 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3번째 최종처리후 단

일체 유니트를 110℃ 공기에서 하룻밤 건조시켜 함침된 물질을 건조시키고 5시간 550℃ 공기에서 소결시킨다.

Ce(NO3)3 로 함침된 200 유니트를 4부분으로 나눈다. 각각은 4가지 상이한 PdCl2 용액으로 처리된다.

용액 1

15.7233㎖ PdCl2 용액(0.0318g Pd/㎖)을 증류수로 25㎖까지 희석하여 2%(wt/vol) Pd 용액이 제조된다.

용액 2

15.7233㎖ PdCl2 용액(0.0318g Pd/㎖)을 증류수로 50㎖까지 희석하여 1%(wt/vol) Pd 용액이 제조된다.

용액 3

15.7233㎖ PdCl2 용액(0.0318g Pd/㎖)을 증류수로 100㎖까지 희석하여 0.5%(wt/vol) Pd 용액이 제조된다.

용액 4

15.7233㎖ PdCl2 용액(0.0318g Pd/㎖)을 증류수로 200㎖까지 희석하여 0.25%(wt/vol) Pd 용액이 제조된다.

50개의 Ce(NO3)3 함침 단일체 유니트를 용액 1에 첨가하고 70-80℃로 가열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50개의 단일체 유니트

를 다른 용액 2-4 각각에 첨가한다. 각 경우에 10분마다 손으로 교반된 단일체 유니트는 1시간동안 가열된 용액에 유지된
다. 용액에서 제거후 압축공기를 써서 단일체 유니트로 부터 과잉액체를 제거한다. 이후에 단일체 유니트를 유리 페트리
접시에 놓고 20분간 열판상에서 60℃로 가열한다.

이후에 단일체 유니트를 110℃ 공기에서 하룻밤 건조하고 5시간 550℃ 공기에서 소결한다. 이렇게 처리된 유니트는 본 발
명의 실시에 유용하다.

실시예 2

3㎜ ×3㎜ ×12.3㎜ 크기를 가지며 2셀로 구성된 300개의 건조된 단일체 유니트(도 3d)가 150㎖ 증류수에든 26.0538g의
Ce(NO3)3·6H2O 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 1 과 유사한 방식으로 Ce(NO3)3·6H2O 로 함침된다.

100개의 Ce(NO3)3 함침된 단일체 유니트가 1.6667g PdCl2, 0.25㎖ H2PtCl6 (물에서 8중량% 용액), 10㎖ HCl(1M) 및

90㎖ 증류수를 함유한 가열된(70℃) 용액으로 실시예 1 과 유사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처리된 유니트는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하다.

실시예 3

100㎖ 증류수에 용해된 8.6846g의 Ce(NO3)3·6H2O가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 과 유사한 방식으로 60개의

건조된 9셀 단일체 유니트가 Ce(NO3)3·6H2O로 함침된다.

약 30개의 Ce(NO3)3 함침된 단일체 유니트가 100㎖ 증류수에 6.445g ZrCl2O·8H2O를 함유한 가열된(90℃) 용액으로 처

리된다. 5분마다 손으로 교반되는 이 단일체 유니트가 0.5시간동안 가열된 용액에 유지된다. 용액으로 부터 제거하고 압축
공기를 써서 과잉량의 액체가 송풍되어 제거된다. 이후에 유니트를 유리 페트리 접시에 놓고 20분간 열판상에서 60℃로
가열된다. 이 유니트를 1시간동안 110℃의 공기에서 건조한다. 상기 처리를 2회 더 반복하여 총 3회 ZrCl2O·8H2O 용액으

로 처리한다. 3번째 최종 처리후 단일체 유니트를 110℃ 공기에서 하룻밤 건조하여 함침된 재료를 완전 건조시킨다. 이후
에 5시간동안 720℃에서 소결한다. 이 유니트는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하다.

실시예 4

실시예 3 에서 나온 15개의 처리된 단일체 유니트를 증류수를 써서 0.125㎖ 염화백금 용액(물에서 8중량%)을 200㎖까지
희석시켜 제조된 0.005중량% Pt 용액에 첨가한다. 10분간 이 용액에 담근 후 유니트를 제거하고 압축공기를 써서 과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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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제거된다. 이후에 단일체 유니트를 유리 페트리 접시상에 놓고 20분간 열판상에서 60℃까지 가열한다. 이후에 유니
트를 110℃ 공기에서 하룻밤 건조하고 5시간 720℃ 공기에서 소결한다. 이렇게 처리된 유니트는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하
다.

실시예 5

실시예 3 과 유사한 방식으로 ZrCl2O·8H2O 를 써서 30개의 건조된 9셀 단일체 유니트가 함침된다.

ZrCl2O·8H2O 로 함침된 15개의 단일체 유니트를 720℃의 소결온도가 사용되는 점을 제외하면 실시예 3 과 유사하게

Ce(NO3)3·6H2O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된 유니트는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하다.

실시예 6

실시예 5 의 15개 처리된 단일체 유니트가 실시예 4 와 유사한 방식으로 0.005% Pt 용액으로 처리된다.

세라믹 Cordierite 유니트는 9 내지 400셀/인치2의 셀밀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셀은 γ알루미나로 균일하게 코팅되어
위의 실시예를 보다 일백배 이상 안정성과 코팅 표면을 증가시킨다. 알루미나 코팅은 Ce(NO3)3 용액이나 세륨산화물

(CeO2) 슬러리로 코팅된다. 질산세륨(Ce(NO3)3) 코팅으로 균일한 코팅이 수득될 수 있으므로 선호된다. 세륨(Ⅲ) 옥살레

이트 카보네이트 또는 나이트레이트를 포함한 세륨 화합물이 본 발명에서 사용되기전 세륨(IV) 산화물로 전환되는 한 출
발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염화백금 또는 염화 팔라듐 희석용액으로 세륨함유 코팅상에 제 3 코트가 적용된
다. 이 코팅은 활성화시 (연소가 개시될 때) 700 내지 1000℃의 온도가 발생된다. 이러한 고온은 액체 연료와 공기의 혼합
물을 완전 연소시키며 일산화탄소(CO)의 추가 연소를 가능케 한다.

담배 사용시 흡연자는 담배 전단부(11)를 빨아 외부공기가 연료저장 및 공기 혼합섹션(16)에 있는 측부 통기구(21)를 통과
하도록 하고 추가로 외부 공기가 연소 섹션(17)에 있는 담배 끝단 구멍(31)을 통해 흐르게 한다(도 2 에서 공기흐름은 화살
표 AF1, AF2와 B1 및 B2로 표시된다). 화살표 AF1-AF2로 표시된 외부공기흐름은 연료/공기 혼합물이 형성되는 에탄올
연료함유 저장원(16)을 통과한다. 공기/연료 혼합물은 저장원(22)을 나갈 때 포화된다. 공기/연료 비율은 혼합물이 벌집
기질(25)의 촉매표면과 접촉하기전 담배 끝단 구멍(31)을 통해 공기가 빨려올수록 증가한다. 가스가 흐르는 상기 촉매표
면은 16 내지 65㎡/g이다. 상기 연료/공기 혼합물은 혼합물 공급 튜브(24)의 구성에 따라 방향을 바꿔 담배 전단부(11)쪽
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도 2 의 화살표 AR1,AR4). 공기/연료 혼합물이 흐를 때 담배 끝단 구멍(31)의 영역에 라이터를 사
용 담배에 불을 붙이게 되면 상기 공기/연료 혼합물이 튜브(26) 내측에 있는 세라믹 코팅 벌집 기질(25)과 접촉하게 된다.
가스가 담배 전단부(11)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가스는 촉매적 연소에 의해 가열된다. 가스흐름은 전달튜브
(27)를 통해 계속된다.

흡연자가 담배(10)를 계속 빨 때 연소가스는 전달 튜브(27)로 부터 글리세린 함유 플러그 지지물(19)을 통과하여 섹션(12)
을 통해 흐르는 글리세린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절단된 담배(12a)로부터 향미를 포착 함유한다. 향미제가 가미된 에어로졸
은 마지막으로 담배 전단 부 필터(11)를 통해 흡연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흡연자가 빠는 행위를 멈출 때 촉매는 촉매적 연
소 섹션(17)에서 충분한 열을 유지하므로 흡연자의 제 2 담배 빨기 행위를 할 때 다시 불붙일 필요없이 연소가 재개된다.

전달 튜브(27)를 나와서 흡연자의 입에 도달하는 연소 생성물은 물, CO2 및 CO이다. 시가당 CO의 중량은 현재 판매되는

표준 시가보다 적은 양이다. 예컨대 본 발명의 시가는 시가당 0.2㎎ 이하의 CO를 발생한다.

CO의 감소는 코팅된채로 촉매기능을 하는 벌집재료(20)를 통해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통과하는 절차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동안 촉매 작용은 CO를 CO2로 산화시켜서 가스가 튜브(27)를 빠져나올 때 CO의 함량을 감소시킨다.

상기 끽연제품의 촉매함유 부분은 재사용 가능하다. 한 팩 또는 한 상자의 상기 끽연제품은 끽연장치의 단부에 부착되는
하나 이상의 촉매 유니트를 포함할 수 있다.

"무연"이란 담배산업에서 담배를 연소시키는 것이 아닌 가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화염"이란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상에
서 휘발성 유기증기가 촉매적(촉매 작용에 의한) 산화를 포함하는 촉매적 무화염 연소를 가리킨다. 본 발명의 장치는 "무연
" 및 "무화염" 담배에 대한 것이다.

저장원(22)내 모든 연료가 소모될 때 담배(혹은 끽연 제품)(10)가 꺼진다. 담배(10)는 6 내지 12 퍼프(puff)(담배 연기 내
뿜기)를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1)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되며 연료저장 및 공기 혼합섹션(16)에 위치하는 측부 통기구(21);

(2) 상기 측부 통기구(21)보다 담배 전단 부(11)로부터 멀리 위치하며 공기가 흘러서 공기/연료 혼합물을 생성하도록 하는
연료 흡수 저장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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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소시 연료/공기 혼합물이 흐르도록 하는 연료 저장원보다 담배 전단부로부터 멀리 위치하며 담배 전단 부 쪽으로 가
스를 안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촉매 연소 섹션(17); 그리고

(4) 연소가스를 담배 전단 부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상기 연소 섹션과 조합된 하류 전달 튜브(27)를 포함하는 연소가스
생성을 위해 담배 전단부 반대편 단부에 위치하는 열원 부분,

b) 연소가스가 흘러서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에어로졸 섹션(13), 그리고

c) 에어로졸이 흘러서 담배 전단부 쪽으로 하향하도록 되는 담배섹션(12a)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전단부 그리고
가스가 상기 담배 전단부 쪽 하류 방향으로 흐르도록하는 다수의 섹션들로 구성되는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적 열원
을 활용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촉매 연소섹션이 제 1 촉매코팅이 덮힌 알루미나 코팅 벌집 세라믹 기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희토류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전이금속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질산세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희토류 산화물이 세륨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기질이 귀금속을 포함한 제 2 촉매 코팅으로 덮힘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귀금속이 팔라듐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알루미나가 감마 알루미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세륨(IV) 산화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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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코팅이 Ce(NO3)3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저장원이 연료로서 무수에탄올을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세라믹 섹션이 9 내지 400셀/인치2의 셀밀도를 갖는 기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5.

제 7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세라믹 기질이 코디어라이트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17.

(a) ⅰ) 연료 흡수 함유 저장원;

ⅱ) 담배가 빨릴 때 공기/연료 혼합물이 형성되고, 그 혼합물이 촉매 연소 섹션으로 전달되어 연소 가스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저장원 안팎으로 통과하는 전달 튜브; 및

ⅲ) 알루미늄, 세륨 및 팔라듐 화합물, 귀금속 화합물 층으로 코팅된 벌집 기질 구조물을 포함한 촉매 연소 섹션을 포함하
는 가열된 가스 발생을 위한 무화염 열원 섹션,

(b) 상기 공기/연료 혼합물이 상기 촉매 연소 섹션으로 들어가는 때 상기 혼합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혼합물 공급 튜
브;

(c) 상기 촉매 연소 섹션 하류에 위치하며 상기 연소 가스가 담배 전단부로 흐르는 때 상기 가스를 수용하여 향미를 포함하
도록 하는 향미제 섹션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여,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빨게 되면 고온 가스가 상기 촉매 연소 섹션으로부
터 상기 향미제 섹션을 통해 담배 전단부로 통과하도록 되는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적 열원을 활용하는 담배.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벌집 기질 구조물이 400셀/인치2의 구조를 갖는 코디어라이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청구항 19.

a) 선택된 양의 액체 연료와 공기가 간헐적으로 혼합되어 연료/공기 혼합물을 형성하도록 연료 흡수 저장원이 있는 담배
몸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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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하나 이상의 촉매층으로 코팅된 세라믹 촉매 연소섹션을 제공하고;

c) 연료/공기 혼합물이 세라믹 촉매 연소섹션을 통해 촉매층의 표면에 전달되게 하며, 연료/공기 혼합물을 연소섹션 및 상
기 표면위를 통과시켜 나오는 연소가스가 선택된 총중량의 CO2, 물, CO를 생성하며 CO의 총량이 일련의 빠는 행위동안

약 0.2㎎이 되도록 한 표면적을 가지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생성 섹션을 통해 흡연자의 입으로 에어로졸 퍼프
발생을 중단할 때까지 불이 붙여진 담배를 빨 때 연소가스를 생성시켜 전달하는 담배내 에어로졸 생성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연소섹션 생성이

a) 연소섹션에 세라믹 벌집 기질 구조물을 제공하고;

b) 기질 지지물상에 알루미나 코팅을 제공하고;

c) 알루미나 코팅상에 촉매코팅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내 에어로졸 생성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세륨 산화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질산세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세륨(IV) 산화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세륨을 포함하고 추가로 귀금속 함유 코팅을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담배.

청구항 25.

a) 담배 전단부와 벌집 기질재료 수용 공간을 갖는 튜브를 제공하고;

b) 벌집 기질구조를 알루미늄산화물 안정화제로 코팅하고;

c) 코팅된 벌집 기질구조를 건조하고;

d) 물과 Ce(NO3)3·H2O 용액에 벌집 기질구조를 도입하고;

e) 상기 용액에서 벌집 기질구조를 교반하고;

f) 벌집 기질구조를 가열하고;

g) 벌집 기질구조를 건조하고 상기 수용 공간에 위치시키며;

h) 담배를 빨 때 연료/공기 혼합물이 발생되도록 하는 연료/공기 혼합물 섹션을 제공하며;

i) 상기 연료/공기 혼합물의 연소가 발생되는 조건이 되는 공간 내에 위치하는 벌집 기질위로 상기의 연료/공기 혼합물이
흐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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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상기의 연소 가스가 에어로졸 섹션을 통해 흡연자의 입으로 흐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
적 열원을 활용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a) 세라믹 벌집 기질구조물을 제공하고;

b) 상기 기질구조물상에 알루미나 코팅을 제공하고;

c) 알루미나 코팅상에 세륨(IV) 산화물 코팅을 제공하고;

d) 세륨 산화물 코팅상에 염화 백금 코팅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27.

측부, 담배 전단부 및 그 반대편 단부를 가지는 끽연제품을 제공하고;

담배 전단부와 그 반대편 단부 사이에 측부 통기구를 위치시키고;

끽연 제품을 빨 때 상기 측부 통기구에 들어오는 공기를 수용하기 위해 제품내에 유체 연료 저장원을 위치시키고;

연료/공기 혼합물이 연소되는 촉매재료층을 지지하기 위해 벌집 기질 구조물을 갖는 촉매 연소섹션으로 저장원에서 나오
는 연료/공기 혼합물이 흐르게 하며;

연소가스가 담배 전단부 쪽으로 흐르게 하며 이동동안 에어로졸 발생섹션와 비연소 담배를 통과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적 열원을 활용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촉매연소섹션이 알루미나 코팅된 세라믹 기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코팅된 기질이 그 위에 제 1 촉매코팅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희토류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전이금속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질산세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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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항에 있어서, 희토류 산화물이 세륨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4.

제 28 항에 있어서, 기질이 귀금속을 포함한 제 2 촉매 코팅으로 덮힘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귀금속이 팔라듐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6.

제 28 항에 있어서, 알루미나가 감마 알루미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7.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 코팅이 세륨(IV) 산화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8.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촉매코팅이 Ce(NO3)3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39.

제 27 항에 있어서, 저장원이 연료로서 무수에탄올을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40.

제 27 항에 있어서, 세라믹 섹션이 9 내지 400셀/인치2의 셀밀도를 갖는 기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41.

제 29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42.

제 33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43.

제 28 항에 있어서, 세라믹 기질이 코디어라이트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방법.

청구항 44.

(a) i) 연료 함유 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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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배가 빨릴 때 공기/연료 혼합물이 형성되도록 저장원 유니트 안팎으로 통과하는 전달 튜브; 및

iii) 공기/유체 혼합물이 연소를 위해 빨려 들어가는 촉매 연소 섹션으로서, 알루미나 층과 촉매코팅층으로 코팅된 벌집 기
질 구조물을 포함하고 연료/공기 혼합물이 연소하여 연소가스를 형성한 뒤 빠져나가도록 하는 통로를 가지는 촉매 연소 섹
션을 포함하는 가열된 가스 발생을 위한 무화염 열원 섹션과

(b) 연소가스를 받아들이는 향미제 섹션를 포함하여,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빨아들이는 때 상기 연소 가스가 상기 열원 섹션
으로부터 향미제 섹션을 통해 담배 전단부로 이동하게 되는 연소 생성물 조절을 위해 촉매적 열원을 활용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희토류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6.

제 44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전이금속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7.

제 44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질산세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희토류 산화물이 세륨 산화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49.

제 44 항에 있어서, 기질이 귀금속을 포함한 제 2 촉매 코팅으로 덮힘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귀금속이 팔라듐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1.

제 44 항에 있어서, 지지물이 알루미나로 코팅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알루미나가 감마 알루미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3.

제 44 항에 있어서, 촉매 코팅이 세륨(IV) 산화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4.

제 44 항에 있어서, 촉매코팅이 Ce(NO3)3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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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 44 항에 있어서, 저장원이 연료로서 무수에탄올을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6.

제 44 항에 있어서, 벌집 기질 지지물이 9 내지 400셀/인치2의 셀밀도를 갖는 기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7.

제 44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8.

제 49 항에 있어서, 연소가스가 흐르는 촉매코팅 표면적이 16 내지 65㎡/g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청구항 59.

제 44 항에 있어서, 세라믹 기질이 코디어라이트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끽연 제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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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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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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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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