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B01D 35/00 (2006.01)

     A61L 9/2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15일

10-0718249

2007년05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6-0076095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8월11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8월11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나우텍

광주 광산구 용동 668-19

(72) 발명자 이인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30 양산타운 102-1203

이인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30 양산타운 102-1203

(74) 대리인 박태우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60035306 *

1020060056184

1019990027346 *

1020060088686

1020050089447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선희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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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탁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공기를 실

내로 흡입하는 경우에 흡입되는 공기를 정화시켜 실내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은(Ag)을 이용하여 공기를 살균하고,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자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로 정화 및 살균하는 공기정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

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를 포함하는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를 통해 살균된 공기

를 망사형상에 은나노로 코팅된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을 통과시켜 살균시키는 은나노살균부(200)를 더 포함하여 구성

되고,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은, 은나노입자가 코팅된 깔때기 형상의 망사로 형성되며, 입구측에 은나노코팅된 다

수개의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가 격자형의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더 장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를 통해 살균된 공기에 피톤치드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피톤치드공급부(30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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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자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로 정화 및 살균하는 공기정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를 포함하는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를 통해 살균

된 공기를 망사형상에 은나노로 코팅된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을 통과시켜 살균시키는 은나노살균부(200)를 더 포함하

여 구성되고,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은, 은나노입자가 코팅된 깔때기 형상의 망사로 형성되며, 입구측에 은나노코팅된 다수개의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가 격자형의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더 장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

기정화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를 통해 살균된 공기에 피톤치드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피톤치드공급부(300)를 더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톤치드공급부(30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와 연결되어 장착되며, 사각통상의 피톤치드홀더(320)에 다수개의

피톤치드가 함유된 고형상의 피톤치드확산볼(325)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피톤치드홀더(320)의 일측에는 공기를 살균하기 위해 자외선램프(UV-C;330)를 더 장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피톤치드홀더(320) 내부에 연결되는 배기구(310)로의 유로를 제어하기 위해 삽입되는 방향조절판(340)을 더 포함하

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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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는,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연결되어 유로를 형성하고, 일정 두께의 판상으로 형성된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은나노코팅필터(220)를 더 포함하고,

상기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코팅필터(22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의 외측에서 삽입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일측에

각각 탈착손잡이(215, 225)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의 외측은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수회 굴곡되게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은

나노코팅 굴곡판(250)이 더 형성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탁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공기를 실

내로 흡입하는 경우에 흡입되는 공기를 정화시켜 실내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은(Ag)을 이용하여 공기를 살균하고,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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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등은 냉, 난방 및 소음차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밀폐된 구조로 설계 및 시공되어지므로, 실

내공기 또는 외부의 공기가 실내외로 순환되지 못하여 이산화탄소가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혈액

에 의하여 폐로 운반되고, 폐에서 외계(外界)로 공기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실내 공

기가 탁하고 건조하며 심할 경우 악취까지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실내에는 주방의 조리와 화장실의 악취 및 담배와 냉, 난방 등의 연소로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

생되며, 발생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폐에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형성되며 혈액

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고 내부적인 질식상태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중독을 일으키며, 혹은 두통을 일으키는 등의 위험

성을 야기하게 되며 화장실 또는 거실 등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냄새, 그리고 실내에서의 흡연 및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되

는 유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는데, 이러한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 공기에 의해 인체에 각종질병을 발

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여 창문을 일시적으로 열어놓거나 자연통풍구를 설치하여 환기시켜 왔으나, 창문을 개방하

게 되면 외부의 소음 및 먼지 등이 함께 실내로 유입되어 쾌적한 환경을 얻지 못하고, 또한 난방시에는 많은 열에너지를 낭

비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며, 특히 도시 중심가의 주택에서는 주변의 각종매연이 함께 유입됨으로서 불이익이 많은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공기

를 실내로 흡입하는 경우에 흡입되는 공기를 자외선램프와 광촉매 및 은(Ag)을 이용하여 살균 정화시키고, 인체에 유익하

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를 공급하여 쾌적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각 기능부를 모듈화하여 제작과 사용이

편리하고, 제품의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모듈형 공기정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자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로 정화 및 살균하는 공기정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

외선램프 및 광촉매필터를 포함하는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를 통해 살균된 공기

를 망사형상에 은나노로 코팅된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을 통과시켜 살균시키는 은나노살균부(200)를 더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를 통해 살균된 공기에 피톤치드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피톤치드공급부(30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피톤치드공급부(30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와 연결되어 장착되며, 사각통상의 피톤치드홀더(320)에 다

수개의 피톤치드가 함유된 고형상의 피톤치드확산볼(325)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피톤치드홀더(320)의 일측에는 공기를 살균하기 위해 자외선램프(UV-C;330)를 더 장착하여 구성되거나, 상

기 피톤치드홀더(320) 내부에 연결되는 배기구(310)로의 유로를 제어하기 위해 삽입되는 방향조절판(340)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은나노살균부(200)가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연결되어 유로를 형성하고, 일정 두께의 판

상으로 형성된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은나노코팅필터(220)를 더 포함하고, 상기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코팅필터(22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의 외측에서 삽입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일측에 각각 탈착손잡이(215,

225)가 형성되어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은, 은나노입자가 코팅된 깔때기 형상의 망사로 형성되며, 입구측에 은나노코팅된 다수

개의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가 격자형의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더 장착되거나,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의

외측은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수회 굴곡되게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은나노코팅 굴곡판(250)이 더 형성

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모듈형 공기정화장치를,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는 밀폐공간의 일측에서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는 흡기용 공기정화기(450)와, 정화 및 살균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배기용 공기정화기(440)로 각각 장착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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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모듈형 공기정화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의 개략적인 단면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을 모듈단위로 분리한

개략적인 단면구성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은나노살균부의 개략적인 분리사시도이고, 도 4a 및 도 4b

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피톤치드공급부의 개략적인 단면구성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입식

타입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의한 급배기타입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의 단면구성도

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모듈형 공기정화장치는 상기 도 1 내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의 오염된 공기

를 흡입하여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를 통해 살균된 공기를

은나노로 코팅된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을 통과시켜 살균시키는 은나노살균부(200)와,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를 통해

살균된 공기에 피톤치드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피톤치드공급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에서, 외부의 오염된 공기는 흡입구(110)를 통해 송풍기(140)로 흡입한다. 또한, 상기 흡

입구(110)를 통한 오염공기는 세라믹필터(120)를 통해 오염물질을 필터링하고, 자외선램프(130)로 살균하게 된다. 이때

상기 자외선램프(UV-A;130)는 UV-A램프(BLB; 블랙라이트블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UV-A램프(130)은

광화학작용과 형광작용이 강한 자외선 315nm∼400nm 의 파장대(UV-A)를 방사하는 램프로,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315nm∼400nm 파장대의 자외선을 효율적으로 투과하는 짙은 청색의 필터유리와 자외선 360nm부근에 발광스텍트럼의

피크를 가진 형광체를 사용한다.

한편, 상기 자외선램프(UV-A;130)와, 송풍팬(140)은 이산화티탄(TiO2)으로 코팅된 광촉매코팅면(150)으로 유로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는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볼트 등으로 연결되게 장착되어 유로를 형성하는데, 일정

두께의 판상으로 형성된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은나노코팅필터(220)와, 은나노입자로 코팅된 망사형

상의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이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상기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코팅필터(22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의 외측에서 삽입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일측에

각각 탈착손잡이(215, 225)가 형성된다.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은 은나노입자가 코팅된 깔때기 형상의 망사로 형성되며, 입구측에는 은나노코팅된 다수개

의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가 격자형의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장착된다.

따라서,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를 통해 흡입된 공기는 광촉매필터(210)와 은나노코팅필터(220)를 통과하여 상

기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을 통해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때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에 유

입되는 공기는 상기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부착된 다수개의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와 접촉하면서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을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상기 은나노 망사포집망(230)의 외측은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수회 굴곡되게 은나노입자로 코팅

된 은나노코팅 굴곡판(25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피톤치드공급부(300)는 상기 은나노살균부(200)와 볼트 등으로 연결되어 장착되며, 사각통상의 피톤치드홀더(320)

에 내장된 피톤치드가 함유된 다수개의 피톤치드확산볼(325)로 유입되게 된다.

유입된 공기에 상기 피톤치드확산볼(325)에서 휘산된 피톤치드를 혼합하게 되며, 혼합된 공기는 배기구(310)를 통해 배출

된다.

또한, 상기 피톤치드홀더(320)의 일측에는 최종적으로 공기를 살균하기 위해 자외선램프(UV-C;330)를 장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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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외서램프(UV-C;330)는 자외선중에서 가장 살균력이 강한 253.7nm의 자외선을 발생하는 램프이다. 상기와 같은

자외선은 100 nm∼400 nm(나노메타, 1nm =10-7cm)로 되어 있는데 100nm~280nm를 UV-C(단파), 280nm∼315nm를

UV-B(중파), 315nm∼400nm를 UV-A(장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의 자외선램프(UV-

A;130)와 파장의 차이가 있다.

상기 피톤치드(Phytocide)는 일반적으로 녹음이 짙은 숲속에서 각종 나무 등 식물로부터 나오는 방향성 물질을 말한다.

상기 피톤치드는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물질로서, 그물질 자체에 살균, 살충 성분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톤치드는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이 발산하는 것으로 조

사결과 알려지고 있으며, 사람이 피톤치드를 호흡하면 피부와 마음이 맑아져 안정감이 상승되는 등 건강에 매우 유익한 점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피톤치드는 통상 유선(油腺) 또는 선모(腺毛) 내에 함유되어 있거나 수지 내에 녹아있는 형태로 식물체의 공동에 존

재한다. 그 대부분은 종자식물의 꽃, 꽃봉오리, 잎, 가지, 줄기, 뿌리 등 각 부위에서 얻어지며, 조성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피톤치드는 식물체가 주위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항생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생물질은 죽이려고 하는 균을 즉시 사멸시키고, 그 활력이 지나쳐서 몸에 이로운 균도 함께 죽여 버리는 양면성을 지니

고 있다. 식물별 주요 피톤치드에 대한 검토결과 가장 안전한 것은 편백나무와 잣나무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구투여

시의 결과로서 피톤치드를 먹어도 인체에해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다. 즉 이들 수목으로부터 추출한 피톤치드는 무독성

으로서 특히 희석하거나 휘산시켜 흡입할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피톤

치드 휘발성 정유의 좋은 점은 수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떤 균을 죽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인간의 신체에 무

리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점, 그리고 화학합성 물질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피톤치드는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는 외

에도, 인간에게는 악취제거, 스트레스 해소, 긴장완화, 구충, 이뇨, 거담, 강장, 항염증, 쾌적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기 피톤치드확산볼(325)은 상기한 피톤치드의 효능을 감안하여 숲속의 식물 종류에서 추출한 순식물성 수용액

을 초미립자 상태로 공기중에 휘산시키도록 확산볼을 형성시킴으로써 실내를 피톤치드가 상존하는 산림욕환경으로 유지

시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 피톤치드공급부(300)는 상기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쪽에 형성된 배기구(310)에, 수직되게 절곡된 방

향조절판(340)을 삽입하여 상기 배기구(310) 쪽으로 배출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향조절판(340)은 상기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쪽에 형성된 배기구(310)로 공기가 배출되도록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식타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책상 위에 구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상기와 같은 입식타입은 상기 자외선램프(UV-C;330)는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밀폐된 수납장(430)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수납장(430) 내부의 수납부(435) 공기를

효과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흡기용 공기정화기(450)와 배기용 공기정화기(440)를 별도로 장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의 송풍팬(140)을 구동시켜 외부의

오염공기를 흡입한다. 이때 외부와 접하는 바깥쪽은 방풍과 방진 역할을 수행하는 스폰지 등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

다.

흡입된 공기는 세라믹필터(120)를 통해 오염물질을 필터링한다. 이때 상기 오염물질은 고체상의 오염물질에 해당한다. 또

한 상기 세락믹필터(120)는 헤파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를 사용할 수 있다.

그 후 필터된 공기는 자외선램프(UV-A;130)와 광촉매코팅면(150) 사이에서 살균되어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로 공급된

다.

상기 은나노살균부(200)로 공급된 공기는 먼저 광촉매필터(210)를 통해 살균되고, 다시 은나노코팅필터(220)를 통해 살

균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기 은나노필터(220)를 통과한 공기는 유동테이프 장착틀(245)에 장착된 은나노코팅 유동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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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240)와 접촉되면서 살균된다. 이때 상기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는 공기에 의해 휘날리게 되어 효과적으로 공기와

접촉시간을 연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240)와 접촉한 공기는 마직막으로 은나노 망사포집망(230)

을 통과하면서 살균되어 상기 피톤치드공급부(300)로 공급된다.

공급된 공기는 피톤치드확산볼(325)에서 발산된 피톤치드와 혼합되어 배기구(310)를 통해 배출된다. 이때 상기 피톤치드

와 혼합된 공기의 배출방향은 상기 피톤치드확산볼(325)을 수용하는 피톤치드홀더(320)의 내측에 삽입되는 방향조절판

(340)에 의해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피톤치드홀더(320)를 통과한 공기를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는 자외선램프(UV-C;330)를 통해 살균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상기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100)와 은나노살균부(200) 및 피톤치드공급부(300)는 각각 볼트 등으로 체결되어 결합

되므로, 각각의 일부 구성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도 5와 같이 입식타입이나, 도 6과 같은 흡배기타입으로 실

시하여 공기청정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의 공기를 실내로 흡입하는 경우에 흡입

되는 공기를 자외선램프와 광촉매 및 은(Ag)을 이용하여 살균 정화시키고,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를 공급하

여 쾌적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각 기능부를 모듈화하여 제작과 사용이 편리하고, 제품의 가격을 저렴

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순 공기정화에 인체에 무해한 피톤치드를 공급하여 항상 신선한 실내상태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의 개략적인 단면구성도,

도 2는 도 1을 모듈단위로 분리한 개략적인 단면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은나노살균부의 개략적인 분리사시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피톤치드공급부의 개략적인 단면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입식타입 모듈형 공기정화장치,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의한 급배기타입 모듈형 공기정화장치의 단면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흡입 및 자외선살균부 110: 흡입구

120: 세라믹필터 130: 자외선램프(UV-A)

140: 송풍팬 150: 광촉매코팅면

200: 은나노살균부 210: 광촉매필터

215, 225: 탈착손잡이 220: 은나노코팅필터

230: 은나노 망사포집망 240: 은나노코팅 유동테이프

245: 유통테이프 장착틀 250: 은나노코팅 굴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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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유로케이스 300: 피톤치드공급부

310: 배기구 320: 피톤치드홀더

325: 피톤치드확산볼 330: 자외선램프(UV-C)

340: 방향조절판 400: 횡단면구성부

410: 전면구성부 420: 전면케이스

430: 수납장 435: 수납부

440: 배기용 공기정화기 450: 흡기용 공기정화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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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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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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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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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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