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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는 드로워 패널과;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가 구비되고, 상기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 사이에 유연제 수용부가 형성된 드로워와; 상기 유연제 수용부 상측에 장착되고, 유연제

투입부가 형성된 사이폰 캡과; 상기 유연제 투입부 내부로 세제가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상기 사이폰 캡에 장착되어

상기 유연제 투입부를 덮는 유연제 리드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세제가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는 이점

이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드로워 패널과;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가 구비되고, 상기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 사이에 유연제 수용부가 형성된

드로워와;

상기 유연제 수용부 상측에 장착되고, 유연제 투입부가 형성된 사이폰 캡과;

상기 유연제 투입부 내부로 세제가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상기 사이폰 캡에 장착되어 상기 유연제 투입부를 덮는 유연

제 리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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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유연제 리드는 상하 방향으로 회동 가능토록 일측에 힌지 수단이 구비되어 상기 사이폰 캡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유연제 리드는 타측에 상기 유연제 리드의 회동이 용이토록 손잡이 홈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

의 세제 투입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유연제 리드는 저면에 리브가 돌출 형성되고,

상기 사이폰 캡의 상부에는 상기 리브가 탈착되는 홈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유연제 리드는 상부에 상기 유연제 리드의 탈거가 용이토록 탈거 홈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세제가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방지되는 드

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럼 세탁기는 터브 내에 담겨진 세제와 물의 작용을 이용하여 터브 내측에서 회전되는 드럼 내부의 의복, 침

구 등에 묻은 오염을 떼어 내도록 세탁, 헹굼, 탈수의 과정을 통해 세탁물을 세정하는 장치이다.

상기 드럼 세탁기는 외관을 형성하는 캐비닛과;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 설치되고, 세탁물이 수용되는 터브와; 상기 터브 내

측에 설치되고, 세탁수가 수용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는 모터와; 세탁수를 공급하는 급수장치와; 세탁수를 배

수하는 배수장치와; 세제가 저장되고 상기 급수장치와 연결되어 상기 터브 내측으로 세제와 세탁수를 공급하는 세제 투입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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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세제 투입장치는 드로워 패널과, 본 세제 수용부 및 보조 세제 수용부와, 상기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

용부 사이에 형성되는 유연제 수용부가 구비된 드로워와, 상기 유연제 수용부의 상측에 장착되고 유연제 투입부가 형성된

사이폰 캡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수용부는 상기 드럼 세탁기의 마지막 헹굼시 상기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세탁수가 공급되어, 상기 유

연제 수용부에 수용된 유연제를 세탁수와 함께 상기 터브 내측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는 상기 사이폰 캡의 유연제 투입부가 개방되

어 있어, 상기 본 세제 수용부나 보조 세제 수용부의 세제가 넘치면 상기 유연제 투입부를 통해 상기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세제가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방지되는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는 드로워 패널과;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가 구비되고, 상기 본 세제 수용부와 보조 세제 수용부 사이에 유연제 수용부가 형성된 드로워와; 상기 유연제 수용

부 상측에 장착되고, 유연제 투입부가 형성된 사이폰 캡과; 상기 유연제 투입부 내부로 세제가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상기 사이폰 캡에 장착되어 상기 유연제 투입부를 덮는 유연제 리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유연제 리드는 상하 방향으로 회동 가능토록 일측에 힌지 수단이 구비되어 상기 사이폰 캡에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리드는 타측에 상기 유연제 리드의 회동이 용이토록 손잡이 홈부가 형성된다.

또는, 상기 유연제 리드는 저면에 리브가 돌출 형성되고, 상기 사이폰 캡의 상부에는 상기 리브가 탈착지는 홈부가 형성된

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리드는 상부에 상기 유연제 리드의 탈거가 용이토록 탈거 홈부가 형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가 도시된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

기가 도시된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를 포함한 주요부가 도시된 분

해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가 도시된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

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작동 상태가 도시된 단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의 외관을 형성하는 캐비닛(50)과, 상기

캐비닛(50)의 내측에 설치되고 세탁수가 수용되는 터브(55)와, 상기 터브(55)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세탁물이 수

용되는 드럼(60)과, 상기 터브(55)의 후방에 장착되어 상기 드럼(60)을 회전시키는 모터(6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50)의 전면에는 세탁물 출입홀(70)이 중앙에 형성된 캐비닛 커버(75)가 장착된다.

여기서, 상기 캐비닛 커버(75)에는 상기 세탁물 출입홀(70)을 개폐하도록 도어(80)가 회동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캐비

닛 커버(75)의 상측에는 드럼 세탁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85)이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75)의 상측에는 탑 플레이트(90)가 장착되고, 상기 탑 플레이트(90)의 하측에는 상기 터브(55)로 세

탁수와 세제가 공급되도록 급수장치(95) 및 세제 공급장치(100)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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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급수장치(95)는 상기 세제 공급장치(100)로 세탁수를 안내하는 급수호스(105)와, 상기 급수호스(105)를 통

해 안내되는 세탁수를 단속하는 급수밸브(110)와, 상기 세제 공급장치(100)를 통과한 세제가 용해된 세탁수를 상기 터브

(55) 내부로 안내하는 급수 밸로우즈(1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세제 공급장치(100)는 상기 급수 밸로우즈(115)에 연통되게 설치된 하우징(120)과, 상기 급수호스(105)와

연결되어 하측으로 세탁수를 분사하도록 상기 하우징(120) 상측에 장착된 디스펜서(125)와, 상기 디스펜서(125)의 하측

에 배치되고 세제와 유연제 등이 저장되는 세제 투입 장치(1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세제통 하우징(120)의 하부에는 상기 급수 밸로우즈(115)와 연통되는 배수구(135)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디스펜서(125)는 상부 커버(140)와, 상기 상부 커버(140)와의 사이로 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상부 커버(140)

의 하면에 장착되는 하부 커버(145)로 구성된다.

상기 하부 커버(145)의 후단부에는 상기 복수개의 내부 급수호스(105)와 각각 연결되는 복수개의 호스 연결부(150)가 형

성되고, 하면에는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의 상측으로 세탁수가 분사되도록 복수개의 분사홀(155)이 형성되며, 내부에

는 상기 복수개의 호스 연결부(150)와 분사홀(155) 사이로 내부 유로(160)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세제통 하우징(120)과 디스펜서(125)는 상기 컨트롤 패널(85)의 일측에 형성된 홀부(165) 후방에 연통되게

설치되어,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가 수납되는 수납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는 본 세제 수용부(170)와 보조 세제 수용부(175)가 구비된 드로워(180)와, 상기 본 세

제 수용부(170)와 보조 세제 수용부(175) 사이에 형성되는 유연제 수용부(185)와, 손잡이부(190)가 형성된 드로워 패널

(195)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의 저면에는 상기 드로워(180)의 하측 공간과 연통되게 사이폰 관(205)이 소정 높이로

돌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의 상측에는 상기 사이폰 관(205)과 연결되는 사이폰 연결부(210)가 형성된 사이폰 캡

(215)이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사이폰 캡(215)의 상부 전방에는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유연제가 투입되도록 유연제 투입부(220)

가 형성되고,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를 덮도록 장착되는 유연제 리드(230)가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사이폰 캡(215)의 상부 후방에는 상기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세탁수가 투입되도록 세탁수 투입부(235)가 형

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리드(230)는 상하 방향으로 회동 가능토록 상기 사이폰 캡(215)에 힌지수단(240)을 통해 장착된다.

상기 힌지수단(240)은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일측 단부 좌우측에 돌출 형성된 힌지축(245)과, 상기 힌지축(245)과 대

응되게 끼워지도록 상기 사이폰 캡(215)에 형성된 힌지축 홈부(2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리드(230)는 타측 단부에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상하 방향 회동이 용이토록 손잡이 홈부(260)가

형성되고,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전후 길이는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의 전후 길이보다 길게 형성된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동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측으로 유연제 투입시, 사용자는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를 상기 캐비닛(50) 밖으로

인출한다.

이어, 사용자는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손잡이 홈부(260)를 들어 상기 유연제 리드(230)를 상측으로 회동시켜, 상기 유

연제 투입부(220) 내측으로 유연제를 투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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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를 통해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상기 유연제가 투입되면, 사용자는 상기 유연제 리드

(230)를 하부로 회동시켜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를 밀폐시킨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를 상기 캐비닛(50) 내측으로 밀어 넣는다.

이후, 상기 드럼 세탁기가 구동되면, 세탁 과정이 진행되는데 상기 세탁 과정에서 상기 터브(55) 내부로 세탁수와 세제가

투입된다.

부연설명하면, 상기 급수호스(105)에서 공급된 세탁수는 상기 디스펜서(125)의 분사홀(155)을 통해 상기 본 세제 수용부

(170) 및 보조 세제 수용부(175)로 낙하되면서 상기 본 세제 수용부(170) 및 보조 세제 수용부(175)에 저장된 세제와 혼합

되어 상기 급수 밸로우즈(115)를 통해 상기 터브(55) 내부로 공급되어, 상기 드럼 세탁기는 상기 드럼(60) 내부의 세탁물

을 세탁한다.

이때, 세탁수가 상기 분사홀(155)에서 상기 본 세제 수용부(170) 및 보조 세제 수용부(175)로 낙하될 때, 상기 본 세제 수

용부(170)나 보조 세제 수용부(175)에 저장된 세제가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로 넘쳐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스며들 수 있는데,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는 상기 유연제 리드(230)에 의해 덮혀 있으므로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

부로 세제가 들어가는 것이 방지된다.

이후, 세탁 과정이 끝난 후 헹굼 행정이 진행될 때, 마지막 헹굼 과정에서 상기 터브(55) 내부로 세탁수와 유연제가 투입된

다.

자세히 설명하면, 상기 급수호스(105)에서 공급된 세탁수는 상기 디스펜서(125)의 분사홀(155)을 통해 상기 사이폰 캡

(210)에 형성된 세탁수 투입부(235)로 낙하되어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로 유입된다.

여기서,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유입된 세탁수는 상기 유연제와 함께 상기 급수 밸로우즈(115)를 통해 상기 터브

(55) 내측으로 공급되고, 상기 드럼 세탁기는 상기 드럼(60) 내부의 세탁물을 헹구게 된다.

이후,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에 유연제가 떨어지면, 사용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상기 세제 투입 장치(130)

를 인출하여 상기 유연제 리드(230)를 들어 올려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유연제를 공급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작동 상태가 도시된 단면도이다.

참고로 상기한 제 1 실시예의 구성과 동일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생

략하기로 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 장치(130)는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저면에 리브

(270)가 일체로 돌출되고, 상기 사이폰 캡(215)의 상부에 상기 리브(270)에 대응되는 위치로 상기 리브(270)가 탈착되는

홈부(280)가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세제 투입장치는 상기 리브가 상기 사이폰 캡의 상부에 돌출되고, 상기 유연제 리브의 저면에 상기 리브가 끼

움되는 홈부가 형성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상부에는 상기 유연제 리드(230)의 탈착이 용이토록 탈거 홈부(290)가 패임되게 형성된

다.

이하, 본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 장치(130)의 동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측으로 유연제 투입시, 사용자는 상기 유연제 리드(230)를 상기 사이폰 캡(215)에서 분리시켜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를 통해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 내부로 유연제를 투입시킨다.

상기 유연제 수용부(185)로 유연제가 투입되면, 사용자는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의 상부를 덮도록 상기 유연제 수용부

(185)의 리브(270)를 상기 사이폰 캡(215)의 홈부(280)에 끼워 상기 유연제 투입부(220)를 밀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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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는 유연제 투입부의 상부에 유연제 투입부의 개폐가 가

능토록 회동 가능한 유연제 리드가 장착되거나 또는 상기 유연제 투입부 상부에 임의로 착탈 가능한 유연제 리드가 장착되

어, 상기 유연제 리드가 상기 유연제 투입 후 상기 유연제 투입부를 밀폐시켜 이후 상기 유연제 수용부 내부로 세제가 들어

가는 것이 방지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는 상기 유연제 리드의 상부에 손잡이 홈부나 탈거 홈부가 패임되게 형

성되어, 상기 유연제 투입부의 개폐시 그 조작이 손쉬운 이점이 있다.

또한, 상기 임의로 착탈 가능한 유연제 리드는 하부에 리브가 일체 형성되어, 그 제조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가 도시된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가 도시된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를 포함한 주요부가 도시된 분해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가 도시된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작동 상태가 도시된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드럼 세탁기의 세제 투입장치 작동 상태가 도시된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50: 캐비닛 55: 터브

60: 드럼 65: 모터

70: 세탁물 출입홀 75: 캐비닛 커버

80: 도어 85: 컨트롤 패널

90: 탑 플레이트 95: 급수장치

100: 세제 공급장치 105: 급소호스

110: 급수밸브 120: 하우징

130: 세제 투입장치 135: 배수구

155: 분사홀 160: 내부 유로

165: 홀부 170: 본 세제 수용부

175: 보조 세제 수용부 180: 드로워

185: 유연제 수용부 190: 손잡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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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드로워 패널 205: 사이폰 관

210: 사이폰 연결부 215: 사이폰 캡

220: 유연제 투입부 230: 유연제 리드

235: 세탁수 투입부 240: 힌지수단

245: 힌지축 250: 힌지축 홈부

260: 손잡이 홈부 270: 리브

280: 홈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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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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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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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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