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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시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제1 사이클론부와 상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상을 갖는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이 제1 사이클론부 둘레에 배치된 사이클론 몸체와, 사이클론 몸체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제1 사이클론부 내부로 유입시키는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가 형성된 상부커버와, 사이클론 몸체 하단에 결합하며 제

1 사이클론부와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을 연통시키는 유출입 가이드커버 및, 유출입 가이드커버 하부에 결합하며 유출입

가이드커버를 통해 배출된 공기를 모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커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멀티 사이클론, 나선형, 경사, 하부유입, 집진효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사시도,

도 2은 도 1의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분리 사시도,

도 3는 도 2의 사이클론 몸체의 저면 사시도,

등록특허 10-0630949

- 1 -



도 4A 및 도 4B는 공기유입 형상에 따른 집진효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5은 도 2의 유출입 가이드커버의 확대 사시도,

도 6은 도 1의 Ⅵ-Ⅵ에서 본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

210. 사이클론 몸체 220. 제1 사이클론부

222. 제1사이클론챔버 223. 제1챔버외벽

225. 공기배출관 230. 사이클론 콘

232. 제2사이클론챔버 233. 제2챔버외벽

250. 오물수거실 270. 상부커버

272. 공기유입덕트 280. 유출입 가이드커버

290. 배출커버 292. 공기유출덕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진공청소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진공청소기에 채용되어 공기와 같이 흡입된 피청소면의 먼지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두 단계 이상 걸러내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공청소기는 피청소면의 먼지를 공기와 같이 흡입하는 바닥 브러시와, 진공원이 구비된 모터구동실 및 사이

클론 집진장치를 구비하는 진공청소기 본체를 포함한다.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상기 바닥 브러시부터 유입되는 먼지를 포함한 공기를 선회기류를 형성시켜 원심력을 이용하여 먼지

를 공기와 분리하여 수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상기 모터구동실로 배출시키는 구조를 갖는다. 최근에는 집진효율의 향상을

위해, 공기속에 포함된 먼지를 두 단계 이상으로 분리하며, 2차 사이클론이 하나 또는 그 이상 배치되는 멀티 사이클론 집

진장치가 소개되고 있다.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와 관련된 선행기술로는, 다이슨 특허출원 공개번호 WO02/067755, WO02/067756이 있다. 그러

나, 제 1 사이클론인 업스트림 사이클론과 제 2 사이클론인 다운스트림 사이클론이 상하로 배치되어 집진장치의 전체 높

이가 커서 업라이트형 청소기에 주로 적용되고 캐니스터형 청소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출원인의 특허출원 제2003-62520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 2 사이클론을 제 1 사이

클론의 외주상에 겹치도록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인 높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청소기 소형화를 위해 집진장치의 높이를 줄

이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또한, 업라이트 청소기에 적용시 집진장치의 제 2차 사이클론상단에 위치한 공기유출포트에

서 청소기 저부에 설치된 모터구동실까지의 유로를 줄여 배관압력손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청소하기 어려운 제 1 차 사이클론의 배출구에서 제 2 차 사이클론의 입구까지의 공기 유로 하단에 쌓이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 1 차 사이클론에서 미세먼지의 포집효율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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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이클론 집진장치에서 모터구동실로 배출되는

공기유로의 길이를 짧게 구성하여 흡입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 1 사이클론에서 미세오물의 집진효율을 향상시켜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사용편의성이 좋

아진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형 청소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높이를 줄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오물을 포함한 공기를 회전시켜 오물을 분

리하며 하단부로 공기가 배출되는 제 1 사이클론부; 상기 제 1 사이클론 둘레의 하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 1 사이클론부로

부터 배출된 공기를 회전시켜 오물을 분리하며, 정화된 공기를 하단부로 배출시키는 복수의 사이클론 콘; 및, 상기 제 1 사

이클론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제 1 사이클론 내부에 하향 경사지게 유입시키도록 하는 나선형의 공기유입

덕트가 형성된 가이드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나선형 공기유입덕트를 통해 상기 제 1 사이클론의 상부로 공기가 유입되고,

제 2 사이클론을 통해 정화된 공기가 상기 제 2 사이클론의 하단부로 배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제1 사이클론부와, 상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상을 갖는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이 상기 제1 사이클론부 둘레에 배치된 사이클론 몸체; 상기 사이클론 몸체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제1 사

이클론부 내부로 유입시키는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가 형성된 상부커버; 상기 사이클론 몸체 하단에 결합하며, 상기 제1

사이클론부와 상기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을 연통시키는 유출입 가이드커버; 및,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 하부에 결합하

며,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를 통해 배출된 공기를 모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커버;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은, 상기 제1 사이클론부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된다.

또한, 상기 제1 사이클론부의 하단부에는 공기배출구가 형성되고, 상기 공기배출구에서 배출된 공기는 상기 사이클론 콘

의 하단부를 통해 상기 사이클론 콘 내부로 유입된다.

상기 공기유입덕트는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공기유입덕트는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그 단면적이 점차 작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부커버는 상기 사이클론 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이 좋다.

상기 제1 사이클론부는, 상기 공기배출구와 연통되게 상기 제1 사이클론부의 하단부로부터 수직방향으로 돌출되게 설치

되어, 상기 공기유입덕트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상기 공기배출구로 가이드하는 공기배출관을 더 포함하는 것이 좋다.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는, 상기 제1 사이클론부의 공기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방사상으로 분배시키는 가이드콘; 상

기 분배된 공기를 상기 복수의 사이클론 콘으로 유입시키는 유입 가이드유로; 및, 상기 복수의 사이클론 콘 내부에 일부 삽

입되어 상기 사이클론 콘에서 오물이 분리된 공기를 배출시키는 배출 가이드유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상기 사이클론 몸체는 상기 제1 사이클론부와 상기 사이클론 콘 사이에 설치되는 오물수거실을 포함하고, 상기 오물수거

실은 상기 제1 사이클론부에서 공기와 분리된 오물이 수거되는 제1오물수거실과, 상기 복수의 사이클론 콘에서 공기와 분

리된 미세 오물이 수거되는 제2오물수거실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200)는 사이클론 몸체(210)와, 상부커버(270)와, 유출입 가이드커버

(280) 및 배출커버(290)를 포함한다.

사이클론 몸체(210)는 외부에서 유입된 오물을 포함한 공기가 선회기류를 형성하도록 하여 오물을 공기로부터 두 단계에

걸쳐 걸러낸다. 도 2 및 도 6을 참조하면, 제1 사이클론부(220)는 제1사이클론챔버(222)를 형성하는 제1챔버외벽(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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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기배출구(224) 및 공기배출관(225)을 포함한다. 제1사이클론챔버(222)에서는 상부커버(270)의 공기유입덕트(272)

에서 유입된 오물을 포함한 공기가 선회기류를 형성케하여 공기와 오물을 분리시킨다. 공기배출구(224)는 제1사이클론챔

버(222)의 하단부에 형성되며, 이를 통해 제1사이클론챔버(222)에서 오물이 분리된 공기가 배출된다.

제1사이클론챔버(222) 중앙부에는 공기배출구(224)와 연통되게 공기배출관(225)이 수직방향으로 소정 높이 돌출되게 설

치된다. 제1사이클론챔버(222)에서 선회기류를 형성하면서 하강하는 공기는 공기배출관(225)을 통해 하강하여 공기배출

구(224)를 통해 빠져나간다. 공기배출관(225) 상단에는 오물이 공기배출관(225)을 통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릴부재

(260)가 설치된다.

제1챔버외벽(223)과 사이클론 몸체(210)의 외벽(212) 사이에는 오물수거실(250)이 형성된다. 오물수거실(250)은 제1 사

이클론부(220)에서 걸러진 비교적 큰 오물이 수거되는 제1오물수거실(251)과, 복수의 사이클론 콘(230)에서 걸러진 미세

한 오물이 수거되는 제2오물수거실(252)을 포함한다. 제1오물수거실(251)과 제2오물수거실(252)은 제1챔버외벽(223)에

의해 분리된다. 제 1 오물수거실(251)은 제 1 사이클론챔버(222)와 동일한 공간이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의 하부를

제 1 오물수거실로, 상부를 제 1 사이클론챔버로 설명한다.

도 3 및 도 6을 참조하면,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230)는 제1 사이클론부(220)에서 유입된 공기속에 포함된 미세 오물을 2

차로 걸러낸다.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230)은 제1 사이클론부(220)를 중심으로 하부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대략 평행

하게 배치된다. 각각의 사이클론 콘(230)은 동일한 크기 및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230)은 제1 사이클론부(220)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사이클론부(220)는 하부 배출 구조 즉, 공기배출구(224)가 하단부에 형성되기 때문

에, 공기의 이동 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해 복수의 사이클론 콘(230) 역시 공기가 하부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를 위

해, 각각의 사이클론 콘(230)은 역 원추형상 즉, 상방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을 갖는다.

사이클론 콘(230)은 콘 유입구(231)와, 제2사이클론챔버(232)를 형성하는 제2챔버외벽(212)을 포함한다. 콘 유입구

(231)는 제1 사이클론부(220)의 공기배출구(224)와 유출입 가이드커버(280)의 유입 가이드유로(282)에 의해 연통된다.

제2사이클론챔버(232)에서는 콘 유입구(231)를 통해 유입된 오물을 포함한 공기가 선회기류를 형성케하여 공기로부터 미

세오물을 분리시킨다.

도 2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부커버(270)는 사이클론 몸체(210) 상부에 결합하며, 외부의 공기를 제1사이클론챔버(222)

내부로 유입시키는 공기유입덕트(272)가 형성된다. 공기유입덕트(272)는 나선형상의 구조를 가지며, 유입구(272a)에서

유출구(272b)로 갈수록 하향 경사지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공기유입덕트(272)는 유입구(272a)에서 유출구(272b)로 갈

수록 그 단면적이 점차 작아지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공기유입덕트(272)의 단면적이 사각 형인

것이 예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그 단면적이 원형, 삼각형, 반원 형상 등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공기유입덕트(272)가 하향 경사지는 나선 형상의 구조를 가짐으로 인해, 제1사이클론챔버(222) 내부로 유입되

는 공기는 하향 경사지게 유입된다. 공기가 제1사이클론챔버(222) 내부로 하향 경사지게 유입됨으로 인해, 공기속에 포함

된 오물은 제1사이클론챔버(222)의 상단부에서 회전력(원심력)이 증가하고 오물의 포집효율이 향상된다. 특히, 미세오물

의 포집효율은 초기 선회력에 많은 영향을 받아, 미세오물의 포집효율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이클

론 콘들로 이동되는 미세오물의 적어, 사용자가 청소하기 곤란한 사이클론 콘으로 유입되는 유입가이드유로(282) 및 제 1

사이클론과 사이클론 콘간의 연결통로에 미세먼지가 적게 쌓인다.

또한, 공기가 제1 사이클론부(220)의 제1사이클론챔버(222)에 하향 경사지게 유입되기 때문에, 제1사이클론챔버(222)의

상단부에서 회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속에 포함된 오물의 유동 경로가 기존에 비해 짧아지게 된다. 공기

속에 포함된 오물은 공기와 원심분리되어 자중에 의해 하강하게 된다. 특히, 공기속에 포함된 미세한 오물은 중량이 작기

때문에 공기속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속에 포함된 미세오물은 유동경로가 길어질수록 공기와 분리되기

힘든 특성을 갖는다.

또한, 공기유입덕트(272)의 단면적을 점차 작게 함으로써, 제1사이클론챔버(222)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속이 증가하게

된다. 유속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물을 포함한 공기가 받는 원심력은 크게 되고, 또한 공기는 제1사이클론챔버(222)의 하방

으로 더 많이 유입되게 오물은 공기로부터 더 잘 분리된다. 즉, 집진효율이 향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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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는 반복된 실험에 의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나선형(HELICAL)의 공기유입덕트(272)를 갖는 멀티 사이클론 집

진장치(200)의 집진효율 나타낸다. 도 4b는 사이클론 몸체(210)에 종래기술과 같이, 공기가 제 1 사이클론챔버(222)의 측

면에서 접선방향(TANGENTIAL)으로 유입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집진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 있어서,

상기 공기유입덕트(272)를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들 즉, 사이클론 몸체(210)의 크기, 유출입 가이드커버(280) 및 배출커버

(290) 등은 동일한 스펙을 갖는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집진효율(Collect efficiency, %)을, 가로축은 오물의 직경(Particle diameter, ㎛)을 나타낸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공기의 속도를 각각 다르게 하여 즉, 10m/s, 15m/s, 20m/s 및 25m/s 하여 각각의 집진효율을 측정하였다.

공기의 속도는 구동원의 파워를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와 같이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272)를 적용한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200)에서는,

오물의 직경이 2㎛를 기준으로 할 때, 유속이 10m/s, 15m/s, 20m/s, 25m/s 일때의 각각의 집진효율은 대략 44%, 60%,

78%, 91%가 된다. 한편, 도 4b를 참조하면, 공기가 접선방향 유입되는 것을 적용한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에서는, 오물

의 직경이 2㎛를 기준으로 할 때, 유속이 10m/s, 15m/s, 20m/s, 25m/s 일때의 각각의 집진효율은 대략 29%, 40%, 75%,

87%가 된다. 오물의 직경이 1㎛ 일때에도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272)를 적용하였을 때가 집진효율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물의 직경이 3㎛ 이상일 경우는, 집진효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물이 어느 정

도 이상의 중량을 갖고 있는 경우, 유동 경로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272)에 의해 외부의 공기를 제1사이클론챔버(222)에 하향 경사지게

유입시킴으로써, 기존의 접선방향으로 유입시키는 집진장치에 해 집진효율이 특히, 미세오물의 집진효율이 좋아지는 효과

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200)에 의하면, 상부커버(270)에 공기유입덕트(272)를 설치하

고 제1사이클론챔버(222)의 공기배출구(224)를 제1사이클론챔버(222) 하단부에 형성함으로써, 제1 사이클론부(220) 주

위에 복수의 사이클론 콘(230)을 대칭되게 배치할 수 있다.

한편, 상부커버(270)는 상기 사이클론 몸체(210) 상단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다. 따라서, 청소작업이 끝나 오물을 비우는

경우, 사용자는 한 손으로 사이클론 몸체(210)를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상부커버(270)만을 분리하여 먼지수거실(260)

에 수거된 오물을 비우면 된다. 따라서, 먼지 비우는 작업이 수월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유출입 가이드커버(280)는 사이클론 몸체(210) 하단에 결합하며 가이드콘(281)과, 유입 가이드

유로(282) 및, 배출 가이드유로(283)를 포함한다. 가이드콘(281)은 제1 사이클론부(220)의 공기배출구(224)에서 배출된

공기를 방사상으로 퍼지도록 가이드한다. 유입 가이드유로(282)는 방사상으로 퍼진 공기를 각각의 사이클론 콘(230)으로

유입시키도록 가이드한다. 유입 가이드유로(282)는 소정의 폭과 깊이를 가지며, 사이클론 콘(230)으로 갈수록 나선형상을

갖는다. 배출 가이드유로(283)는 제2사이클론챔버(232)에서 오물과 분리된 공기를 배출시키도록 가이드한다. 배출 가이

드유로(283)는 원형의 파이프형상으로서, 콘 유입구(231)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제2사

이클론챔버(232) 내부에 소정 깊이 삽입된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배출커버(290)는 유출입 가이드커버(280) 하부에 결합된다. 배출커버(290)는 내부에 공간을 갖도

록 소정 높이를 가지며, 일측에는 공기유출덕트(292)가 설치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공기유출덕트(292)의 위치에 한정

되지 않는다. 즉, 배출커버(290)의 중앙 하부에 설치되는 것도 가능하다. 배출 가이드유로(283)를 통해 각각의 사이클론

콘(230)에서 배출된 공기는 배출커버(290) 내부에 모아져, 상기 공기유출덕트(292)를 통해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200)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와 같이 공기유출덕트(292)가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하부에 구비되어 있어, 업라이트형 청소기

에 적용할 경우 청소기 하부에 있는 진공송풍기까지의 공기유로를 줄여 흡입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280)와 배출커버(290)가 분리되는 구성으로 예시하고 설명하였으

나, 본 발명에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유출입 가이드커버(280)와 배출커버(290)를 일체로 구성할 수 있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구성을 갖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작용 및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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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유입덕트(272)를 통해 유입된 오물을 포함한 공기는 하향 경사지게 제1사이클론챔버(222)로 유입한다. 제1사이클론

챔버(222) 내로 유입된 공기는 선회기류를 형성하면서 하강하게 된다. 이때, 공기속에 포함된 비교적 큰 오물은 원심력에

의해 제1챔버외벽(223) 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하강기류에 의해 제1오물수거실(251)에 쌓이게 된다. 공기는 그릴부재

(260)를 통과하여 공기배출관(225)으로 유입한다.

공기배출관(225)으로 유입된 공기는 공기배출구(224)를 빠져나와 가이드콘(281)에 의해 방사상으로 퍼지게 되고, 유입

가이드유로(282)에 의해 가이드되어 각각의 사이클론 콘(230)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공기는 제2사이클론챔버(232)내에

서 선회기류를 형성하면서 상승한다. 이때, 공기속에 포함된 미세 오물는 제2챔버외벽(212) 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상승기

류에 의해 제2오물수거실(252)에 쌓이게 된다. 오물이 제거된 공기는 다시 하강하여 배출 가이드유로(283)를 통해 배출된

다. 각각의 배출 가이드유로(283)를 통해 배출된 공기는 배출커버(290)에 모여 공기유출덕트(292)를 통해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200)를 빠져나가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제1 사이클론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하

향 경사지게 나선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제 1 사이클론에서 미세먼지의 집진효율이 향상되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청

소하기 곤란한 제 1 사이클론에서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으로 연결되는 공기유로에 미세먼지가 쌓이는 양이 줄어든다.

또한, 하부배출 구조를 가지므로, 기존에 상부배출의 구조를 갖는 것에 비해, 진공청소기 본체의 모터구동실과 멀티 사이

클론 집진장치의 공기유출포트를 연통시키는 공기유로를 짧게 할 수 있어, 진공원의 흡입력 손실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

다.

또한,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전체적인 높이를 줄일 수 있어, 다양한 청소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거된 먼지를 비우기 위해 밀폐커버만을 분리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그와 같이 도시

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사이클론부와, 상단으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형상을 갖는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이 상기 제1 사이클론부 둘

레 하단에 배치된 사이클론 몸체;

상기 사이클론 몸체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제1 사이클론부 내부로 유입시키는 나선형의 공기유입덕트가

형성된 상부커버;

상기 사이클론 몸체 하단에 결합하며, 상기 제1 사이클론부와 상기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을 연통시키는 유출입 가이드커

버; 및,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 하부에 결합하며, 상기 유출입 가이드커버를 통해 배출된 공기를 모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커

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30949

- 6 -



상기 복수 개의 사이클론 콘은, 상기 제1 사이클론부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

진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이클론부의 하단부에는 공기배출구가 형성되고,

상기 공기배출구에서 배출된 공기는 상기 사이클론 콘의 하단부를 통해 상기 사이클론 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유입덕트는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유입덕트는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그 단면적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

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커버는 상기 사이클론 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클론 몸체는 상기 제1 사이클론부와 상기 사이클론 콘 사이에 설치되는 오물수거실을 포함하고,

상기 오물수거실은 상기 제1 사이클론부에서 공기와 분리된 오물이 수거되는 제1오물수거실과, 상기 복수의 사이클론 콘

에서 공기와 분리된 미세 오물이 수거되는 제2오물수거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8.

오물을 포함한 공기를 회전시켜 오물을 분리하며 하단부로 공기가 배출되는 제 1 사이클론부;

상기 제 1 사이클론 둘레의 하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 1 사이클론부로부터 배출된 공기를 회전시켜 오물을 분리하며, 정화

된 공기를 하단부로 배출시키는 복수의 사이클론 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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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사이클론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제 1 사이클론 내부에 하향 경사지게 유입시키도록 하는 나선형

의 공기유입덕트가 형성된 상부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나선형 공기유입덕트를 통해 상기 제 1 사이클론부의 상부로 공기가 유입되고, 상기 사이클론 콘을 통해 정화된 공기

가 상기 사이클론 콘의 하단부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청구항 9.

공기속에 포함된 오물을 1회 이상 원심분리하여 수거하고 정화된 공기를 배출시키는 사이클론 몸체; 및,

상기 사이클론 몸체 상단에 결합되며, 외부의 공기를 상기 사이클론 몸체 내부에 하향 경사지게 유입시키는 나선형의 공기

유입덕트가 형성된 상부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사이클론 집진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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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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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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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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