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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공질물질을 가지는 배터리와 배터리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배터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진단키트, 바이오시스템, 바이오멤즈(BioMEMS) 등에

적합한 배터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배터리는 오줌, 피, 체액 등 물을 포함하는 액체에의해 작동되어여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응용분야는 일회용 진단장치나 진단키트, DNA Chip (또는 마이크로어

레이), Lab on a Chip 등의 분야이며, 물을 포함하는 액체와 접촉되는 어떠한 시스템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배터리, 마이크로배터리, 바이오시스템, DNA Chip (디엔에이 칩), Microarray, Biosensor, 배터리(Battery), 물을 이용한

배터리 (Water-activated Battery), 일회용 진단장치, 일회용 진단시약, 진단키트, MEMS, Nanosyste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의 제작방법의 일예.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에 사용되는 다공질물질의 제조방법의 일예.

제4도는 제 2도와 제 3도의 제작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배터리의 사진.

제5도는 제 4도에서 보여준 배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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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제 5도의 배터리의 전압곡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배터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진단키트, 바이오시스템, 바이오멤즈(BioMEMS) 등에

적합한 배터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머신이라고도 불리는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BioMEMS, 나노시스템

(Nanosystems), 질병진단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많은 연구기관들이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이 기술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이분

야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DNA Chip, 진단장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실리콘기판을 직접 가공하여

제작하는 기판미세가공(Bulk Micromachining Technology)과 기판위에 얇은 막을 쌓아 올려서 가공하는 표면미세가공

(Surface Micromachining Technology) 기술로 주로 많들어진다. 이러한 제품은 액추에이터, 센서 등과 회로를 기판위에

마이크로크기로 작게 만들어서 성능을 크게 높이고 가격을 아주 싸게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Lab on a chip

은 수많은 실험 장비를 하나의 실리콘 조각위에 만들어서 한방울의 액체로 여러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

술로 DNA를 검사할 수 있는 Chip이 DNA Chip이다. 또 하나의 기술을 예로 들면, 임신유무를 진단하는 진단키트에 사용

되는 면역크라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y Method)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미세한 금(Gold)

와 결합한 항체를 먼저 원하는 항원과 결합시킨 뒤, 상기한 금-항체-항원 결합체가 나이트로셀룰로오스막 (nitrocellulose

membrane)을 일정길이 통과한 후, 상기한 금-항체-항원 결합체가 또 다른 항체와 결합을 하여 금-항체-항원-항체의 결

합하여 사람이 임신유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면역크라마토그래피법은 간단한 병의 진단은 쉽게 병을 진단

할 수 있지만, 오줌과 같은 액체에서 여러가지 병을 한꺼번에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적인 검지 수단이 필요하고, 이 검

지수단을 작동시키는데 전기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다수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이와 나이트로셀로로스(nitrocellulose) 등의 다

공질 물질에 CuCl 등 캐소드(Cathode)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도록 하고, 상기한 캐소드 함유 다공질 물질이 마

그네슘 등의 애노드와 전류수집층(Current Collector)와 집접 접촉하게 하여 판상으로 제작된다. 이때 제작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하여 Laminating Technology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사이에 다수의 상기한 다공질 배터리를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

된 배터리는 필요할 때 물을 포함하는 액체와 접촉하게 되면 작동하게 되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명을 구성한다.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 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

층(Current Collector)

과;

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이 서로 소정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유지수단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으로 침투

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에 들어있는 캐소드와 상기한 애노드를 활성화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

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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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성에 덧붙여서 다음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더 실시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상기한 액체가 물을 포함하는 액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물을 포함하는 액체가 동물의 피, 침, 콧물, 오줌, 질분비물, 분뇨, 체액, DNA, RNA, 단백질, 세포조직과 식물의

수액, DNA, RNA, 세포조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액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애노드와 다공질물질사이의 거리와 상기한 다공질 물질과 전류수집층 사이의 거리중 적어도 하나의 거리가 전혀

없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애노드가 마그네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다공질물질속에 함유되어 있는 캐소드가 염화구리(CuCl)와 염화은(AgCl)같이 염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

터리.

- 상기한 다공질물질이 펄프에서 얻어지는 종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다공질물질이 나이트로드셀로로스 (nitrocellulo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필림을 이용하여 상기한 애노드와 전류수집층에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몰딩(Plastic Molding)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부품을 조합하여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고체에서 액체, 고체

에서 기체의 상변화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화를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의 물질로

확산현상(Diffusion phenomenon)을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배터리.

-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가열과 가압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

리.

-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초음파를 포함하는 음파; 레이저와 가시광선,고주파를 포함하는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일부를 녹이는 것;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녹이는 것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액체가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쉽게 접촉하고 상기한 다공질물질 내부의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멍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애노드와 캐소드는 외부의 회로와 연결되기 위하여 전류를 통과하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진 도선을 이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도선이 외부와 잘 접촉되도록, 상기한 도선에 도전성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로가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로를 암수의 기계적을 할 수 있도록 한쪽이

튀어나오고 마주보는 다른 쪽이 들어가서 서로 끼워져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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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또 다른 배터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과;

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을 둘러 싸는 판상형의 플래스틱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물을 포함하는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기한 다공질물

질안으로 침투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에 들어있는 캐소드와 상기한 애노드를 활성화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판상형의 배터리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또 다른 배터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과;

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을 둘러 싸는 판상형의 플래스틱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물을 포함하는 전해질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전해질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

기한 다공질물질안으로 침투하여, 상기한 애노드와 반응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의 배터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배터리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부 기판위에 배터리의 구성요소로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

(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

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Current Collector)을 차례로 쌓아올리는 단계와;

상기한 기판부터 전류수집층까지의 층들위에 상부접착층을 올려 놓는 단계와;

상기한 기판이 상기한 애노드, 캐소드, 전류수집층, 상부접착층중 적어도 하나에 접착되고, 상기한 상부접착층이 상기한

애노드, 캐소드, 전류수집층과 기판중 적어도 하나에 접착이 되게 하는 단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상기한 구성에 덧붙여서 다음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상기한 기판과 상부접착층이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고체에서 액체, 고체

에서 기체의 상변화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화를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의 물질로

확산현상을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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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가열과 가압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제조방법.

-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초음파를 포함하는 음파; 레이저와 가시광선,고주파를 포함하는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일부를 녹이는 것;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녹이는 것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이크로배터리 100은 투명한 아래면과 윗면 플래

스틱필림 (Plastic film) 101과 107사이에 전자를 모으는 구리층 (Copper layer) 102, 염화구리(CuCl)을 가지는 종이

105, 산화하여 전자를 공급하는 마그네슘 층 (Magnesium layer) 106이 층층히 쌓여져 판의 형태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

성된다. 여기서 미설명부호 103, 104는 상기한 구리 102과 마그네슘 106과 전기적인 연결을 하기 위한 전극들이다. 또 다

른 미설명 부호 108과 109는 상기한 종이 105에 물을 포함하는 액체를 가하기 위한 액체구멍과, 상기 구멍 108에 액체를

가할 때 종이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공기구멍이다. 상기한 구리 102는 전자를 모으기 위한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로서 적절한 다른 금속을 쓸 수 있으며, 상기한 종이 105는 다른 다공질 물질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

한 전기화학 반응과 관계되어서 상기한 종이 105에 함유된 염화구리는 전자가 공급될 때 전자를 흡수하여 다른 물질로 바

뀌는 다른 종류의 어떠한 캐소드 (Cathode)물질을 사용해도 되며, 상기한 마그네슘은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애노드

(Anothode)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떠한 물질로도 대체가 가능

하다.

이러한 기본구성을 가지고 본 발명에 의한 배터리 100의 전극 103과 104사이가 미도시한 부하저항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본 발명에 의한 배터리 100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액체로서 오

줌을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물을 함유하는 어떠한 액체도 사용이 가능하다. 상기한 배터리 100의 액체구멍

108에 사람의 오줌(미도시)을 접촉시키면 상기 오줌은 표면장력과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종이내부의 미세한 공간안으로

파고 들면서 상기한 염화구리(CuCl)을 만나게 되며, 상기 마그네슘은 다음의 전기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자(미도시)를

발생시키고, 상기한 전자는 부하저항을 거쳐서 염화구리로 이동을 한다.

Mg + 2CuCl --> MgCl2 + 2Cu (수식1)

상기한 전기화확반응에 따라 부하저항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흐름은 전기이므로 상기한 배터리 100은 오줌에 의해서 작동

이 되어 외부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한 배터리는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할 수 있지만 판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

의 제작방법의 일예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판상으로 제작할 때 플래스틱필림 (Plastic film)을 이용한 Laminating

Technology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상기한 플래스틱필림은 본 발명에 의한 배터리구성요소인 애노드, 다공질물

질, 전류수집층 등을 서로 밀착시키는 거리유지수단이다. 플래스틱필림 201위에 접착제(Adhisive) 202가 발라져 있으며

상기한 플래스틱필림 201과 202는 기판(Substrate)로서 사용된다. 제2도의 (a)에서, 상기한 아랫 플래스틱필림 201위에

있는 상기한 접착제 202위에 구리층 203을 접착한다. 제2도의 (b)에서, 알루미늄을 접착시키는데 상기 구리와 접촉되는

부분은 전기적으로 도통이 되게 접착한다. 상기한 구리와 알루미늄은 반도체제조등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인 증착

(Evaporation), 스퍼터링(Sputtering), 도금 등의 기술로도 형성시킬 수 있고, 알루미늄테이프와 구리테이프와 같은 테이

프를 이용해서도 형성 할 수 있으며, 상기한 접착층위에 알루미늄박과 구리박을 올려서 바로 붙여서 형성할 수도 있다. 제

2도의 (c)와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한 구리층 203위에 차례로 염화구리를 가지는 종이 206과 마그네슘 207을 올린

다. 이때 상기한 종이 206은 구리하고만 접촉하게 하고, 상기한 마그네슘 207은 상기한 종이 206과 상기한 알루미늄전극

205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도의 (e)에서, 상기한 제2도의 (d)의 쌓아올린 층들위에 접착층 209를 가지

는 또다른 플래스틱필림 208을 올린 후, 전체를 뜨거운 접착롤러 210과 211사이를 화살표 212의 방향으로 통과를 시키

면, 제2도의 (f)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상의 배터리를 얻을 수 있다. 액체구멍 213과 공기구멍 214는 상기 롤러를 통과하

여 판상으로 된 후에 칼과 같은 도구로서 나중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기 플래스틱필림 208과 접착제 209로 이루어진

윗필림에 미리 만들어서 롤러를 통과시킬 수 있다. 상기한 제2도의 (e)에서 뜨거운 롤러를 통과 시킨 것은 상기한 접착제

202와 209가 열에 의해서 달라붙는 열감지형 접착제인 경우인 경우이고, 상기한 접착제가 상온에서도 접착력을 가지면

굳이 가열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압력을 가하는 수단 (롤러나 프레스)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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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에 사용되는 다공질물질의 제조방법의 일예로서 제 2도의 종이 206의 제작 방법을 보여준

다. 비이커 301에 염화구리를 함유하는 현탁액 (Suspension) 302와 같은 액체를 채우고 그 안에 필터종이 (Filter paper)

303을 넣어다가 꺼내면 종이 304는 종이 전체에 걸쳐서 염화구리를 함유하게된다. 이 종이 304를 줄 305에 집게 306을

이용하여 말려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염화구리를 함유하는 종이를 만들수 있다. 제 3도에서는 실험실에서 배터리용 종

이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한 염화구리를 상기한 바

와 같이 액체에 푼 후 종이를 넣었다가 꺼내서 건조시키는 방법말고, 상기한 염화구리 분말을 바로 종이위에 뿌리는 것도

가능하고, 염화구리를 풀(Paste)에 넣은 염화구리 풀을 만들어 종이에 바른 뒤에 말려서 염화구리 종이를 얻는 것도 가능

하다.

제4도는 제 2도와 제 3도의 제작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배터리의 사진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크기는 약 6cm x 4cm이며 투

명한 플리스틱필림 401사이에 구리층 402, 염화구리를 함유한 종이 403, 마그네슘 404가 있는 것이 보이며, 상기한 구리

402에 알루미늄전극 405와 상기한 마그네슘 404에 또다른 알루미늄전극 406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설명

번호 407은 크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자이다.

제5도는 제 4도에서 보여준 배터리의 한쪽 끈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서, 구리층 504, 염화구리를

함유하는 종이 505, 마그네슘층 506이 층층히 쌓여진 구조물을 볼수 있으며, 상기 구조물은 플래스틱필림 507과 502에

있는 접착제 508과 503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설명 부호 509와 510은 각각 상기한 접착제끼리 접착된 접

착부분과 미세한 공기공간을 나타낸다.

제6도는 제 5도의 배터리 전압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 4도에서 언급한 배터리에 부하저항으로 10키로옴의 저항을

달고서 측정한 전압니다. 최대전압은 1.47V로서 90분까지 1.05V의 전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한 배터리는 도전성의 도체를 이용하여 외부의 회로에 연결될 수 있으며, 연결의 간편성을 위하여 애노드 등의 배터리

구성부품에 도전성의 접착제를 부착해 놓으면, 배터리를 병진단키트 등 전기적인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외부의 시스템에

쉽게 부착하여 쓸 수가 있다. 같은 목적으로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로가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

로를 암수의 기계적을 할 수 있도록 한쪽이 튀어나오고 마주보는 다른 쪽이 들어가서 서로 끼워져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하는 경우는 가전제품에 연결되는 콘센트-플러그의 결합과 같은 형태가 된다.

상기한 배터리의 구성 및 설명에서는 배터리의 다공질물질이 캐소드가 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외부에서 물을 포함하는 액

체가 들어올 때 배터리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다공질물질이 캐소드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외부의 액체가 캐소드

물질을 함유하는 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의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구성과 대표적인 실시예들을 설명하였다.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용이하게 수정하여 실시하거

나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다공질 물질물질로 종이 (Paper)

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임신진단유무를 진단하는데 쓰이는 나이트로셀로로스 (nitrocellulose) 등과 같은 물질로 대체

가 가능하다. 즉 액체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액체가 이동이 가능한 다공질 물질 또는 모세관을 가지는 모든 물질을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캐소드물질로서

염화구리 (CuCl)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전자를 받아 들이는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염화구

리 (AgCl)를 캐소드 물질로 대체한다면 다음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전지가 작동하게 된다.

Mg + 2AgCl --> MgCl2 + 2Ag (수식2)

유사하게 전기화학반응에 의해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에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본 발명의 제작예에서, 배터리를 판상으로 만드는 것만 언급하였지만 제작되는 배터리는 판상뿐만 아니라 사각형 구

형등 여러가지 모양이 될 수 있수 있으며 또한 상기한 판상형배터리를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제작에서 플래스틱판사이에 접착제가 있고 그 접착제를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녹여서 붙이는 가열가압 롤러를 사용하였지

만, 상기한 롤러대신 가열가압프레스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플래스틱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

고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여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음파를 포함하는 음파, 레이저를 포함하는 빛, 고주파를 이

용하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일부가 녹게 하여 붙이는 압접, 상하판

의 접촉부분을 마찰시켜서 접합하는 마찰접합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붙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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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상하의 판에 플래스틱판을 이용하였지만 상기한 플래스틱판은 제작공정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고, 상기한 플래스틱판대신에 하나 이상의 플래스틱판(비닐이라고도 함)과 알루미늄등의 금속, 종이나

나무등의 유기물층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 설명한 내용을 용이하게 수정하여 실시하거나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진단키트, 바이오시스템, 바이오멤즈(BioMEMS) 등의 작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줌, 피, 체액

등 물을 포함 하는 액체를 본 발명의 배터리의 소정의 위치에 떨어트릴 때 작동하여 원하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이 배터리는 현재 문방구 등에서 문서를 코팅할 때 사용하는 Laminating Technology를 이용하

므로 아주 저가의 판상형 배터리를 다량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래스틱몰딩기술을 이용하거나 Laminating

Technology, 또는 유사한 기술로 제작되는 진단장치 등의 시스템을 아주 용이하게 배터리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즉 본 발명의 배터리와 제작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배터리가 제작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과;

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이 서로 소정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유지수단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으로 침투

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에 들어있는 캐소드와 상기한 애노드를 활성화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

터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액체가 물을 포함하는 액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한 물을 포함하는 액체가 동물의 피, 침, 콧물, 오줌, 질분비물, 분뇨, 체액, DNA, RNA, 단백질, 세포

조직과 식물의 수액, DNA, RNA, 세포조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액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애노드와 다공질물질사이의 거리와 상기한 다공질 물질과 전류수집층 사이의 거리중 적어도 하나

의 거리가 전혀없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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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애노드가 마그네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속에 함유되어 있는 캐소드가 염화구리(CuCl)와 염화은(AgCl)같이 염화물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이 펄프에서 얻어지는 종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이 나이트로드셀로로스 (nitrocellulos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0.

제1항과 제9항에 있어서,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필림을 이용하여 상기한 애노드와 전류수집층에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한 거리유지수단이 플래스틱몰딩(Plastic Molding)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부품을 조합하여 제작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2.

제9항과 제10항과 제 11항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3.

제9항과 제10항과 제 11항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고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기체의 상변화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화를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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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과 제10항과 제 11항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의 물질로 확산현상(Diffusion phenomenon)을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5.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있어서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가열과 가압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붙

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6.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있어서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초음파를 포함하는 음파; 레이저와 가시광

선,고주파를 포함하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일부를 녹이는 것;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녹

이는 것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액체가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쉽게 접촉하고 상기한 다공질물질 내부의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멍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애노드와 캐소드는 외부의 회로와 연결되기 위하여 전류를 통과하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진 도선

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한 도선이 외부와 잘 접촉되도록, 상기한 도선에 도전성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로가 잘 연결 될 수 있도록, 상기한 도선과 외부의 회로를 암수의 기계적을 할

수 있도록 한쪽이 튀어나오고 마주보는 다른 쪽이 들어가서 서로 끼워져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청구항 21.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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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을 둘러 싸는 판상형의 플래스틱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물을 포함하는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기한 다공질물

질안으로 침투하여, 상기한 다공질물질안에 들어있는 캐소드와 상기한 애노드를 활성화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판상형의 배터리.

청구항 22.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와;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

(Current Collector)과;

상기한 애노드, 다공질물질, 전류수집층을 둘러 싸는 판상형의 플래스틱으로 구성되어서;

상기한 다공질물질에 물을 포함하는 전해질 액체가 접촉할 때, 상기한 전해질 액체가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상

기한 다공질물질안으로 침투하여, 상기한 애노드와 반응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의 배터리.

청구항 23.

하부 기판위에 배터리의 구성요소로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애노드(Anode),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캐소드

(Cathode)물질을 함유하는 다공질물질(Porous material)과, 상기한 애노드에서 발생한 전자가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흘

러서 들어올 때 상기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전류수집층(Current Collector)을 차례로 쌓아올리는 단계와;

상기한 기판부터 전류수집층까지의 층들위에 상부접착층을 올려 놓는 단계와;

상기한 기판이 상기한 애노드, 캐소드, 전류수집층, 상부접착층중 적어도 하나에 접착되고, 상기한 상부접착층이 상기한

애노드, 캐소드, 전류수집층과 기판중 적어도 하나에 접착이 되게 하는 단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한 기판과 상부접착층이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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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고체

에서 액체, 고체에서 기체의 상변화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화를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플라스틱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착하기 위하여, 플래스틱과 금속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의 물질로 확산현상을 일으켜서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서 제27항까지에 있어서,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가열과 가압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서 제27항까지에 있어서, 한쪽의 플라스틱을 다른 쪽에 붙이기 위하여, 초음파를 포함하는 음파; 레이저와 가시

광선,고주파를 포함하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 강한 압력을 가하여 일부를 녹이는 것;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녹이는 것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배터리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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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6-0023228

- 12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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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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