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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부유 세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기 위해 이온 발생 장치는 이온 발생 장치(10)와,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151)

와, 습도를 검출하는 습도 센서(152)를 구비하고, 온도 센서(151)에 의해 검출된 온도 검출 결과와, 습도 센서(152)에 의

해 검출된 습도 검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온 발생 장치를 제어한다. 온도 및 습도에 따라서 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

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온을 발생시키는 이온 발생 수단(10)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151, 152)과,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 상기 이온 발생 수단을 제어하여 통상 상태

보다 많은 이온을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150)을 구비하고,

상기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상기 제1 온도보다도 낮은 제2 온도 이하 또한 상기

제1 습도보다도 낮은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검출 결과 또는 상기 습도 검출 결과를 통지하는 상태 통지 수단(301)과,

상기 이온 발생 수단의 제어를 개시하는 지시를 접수하는 지시 접수 수단(303)을 더 구비하고,

상기 이온 발생 수단은 상기 지시 접수 수단에 의한 지시 접수에 따라서 제어를 개시하는(S05B 또는 S10B에서 "예")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 발생 수단(10)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발생 장

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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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태는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온도가 25 ℃ 이상,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습도가 70 ％ 이상이고,

상기 제2 상태는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온도가 18 ℃ 이하,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습도가

40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실내의 오염을 검출하기 위한 오염 검출 수단(153, 154)을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150)은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151, 152)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상기 소정 상태가 아니고, 또한 상

기 오염 검출 수단에 의해 소정의 오염도가 검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상기 이온 발생 수단에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

스 이온을 많이 발생시키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오염 검출 수단은 먼지 센서(153)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오염 검출 수단은 악취 센서(154)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4.

이온을 발생시키는 이온 발생 수단(10)과,

실내의 오염을 검출하기 위한 오염 검출 수단(153, 154)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151, 152)과,

상기 오염 검출 수단, 상기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이온 발생 수단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온량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150)을 구비하고,

상기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상기 제1 온도보다도 낮은 제2 온도 이하 또한 상기

제1 습도보다도 낮은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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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오염 검출 수단은 먼지 센서(153)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오염 검출 수단은 악취 센서(154)를 포함하는 이온 발생 장치.

청구항 19.

실내의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청정 수단과,

제1항 또는 제14항에 기재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

청구항 20.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가습 수단과,

제1항 또는 제14항에 기재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

청구항 21.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난방 수단과,

제1항 또는 제14항에 기재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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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온 발생 장치 및 공기 조절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내의 공기를 살균하기 위한 이온 발생 장치 및 공기 조

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공간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이온화하는 이온 발생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 이온 발생 장치에는 연면 방전법을 이용

한 것이 있다. 종래의 이온 발생 장치에서는, 이온 발생 소자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

한다. 이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공기 중의 곰팡이, 부유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이온 발생 장치를 공기 조화기에 적용하여 곰팡이를 억제하는 기술이 일본 특허 공개 제2003-83593호 공보에 기재되

어 있다. 일본 특허 공개 제2003-83593호 공보에 기재된 공기 조화기는 이온 발생 장치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검지한 실내의 온도 또는 습도에 따라서 제습하는지 여부, 또는 냉난방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다.

일본 특허 공개 제2003-83593호 공보에 기재된 공기 조화기는, 구동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이온 발생 장치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내의 온도 또는 습도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

생시킨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소정의 전력이 소비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고온 또한 고습도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한 바이러스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는 저온 또한 저습도에서의 생존율이 높은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곰팡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균이 번식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공기 중의 농도를 그만큼 높게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 분위기는 인간에 대해 쾌적한 환경인 것이 알려져 있어, 사람을 리프레쉬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내의 공기 상태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 상태와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 상태를 동시

에 실현할 수는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실내의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

균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곰팡이균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비 전력을 적게 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실내의 부유 세균을 살균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

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공기 조절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국면에 따르면, 이온을 발생시키는 이온 발생 수단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

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과,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온 발생 수단을 제

어하여 통상 상태보다 많은 이온을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제1 온도보다도 낮은 제2 온도 이하 또한 제1 습도보다도 낮은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온도 검출 결과와 습도 검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온 발생 수단이 제어된다. 이로 인해, 온도 및 습도에

따라서 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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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온도 검출 결과 및/또는 습도 검출 결과를 통지하는 상태 통지 수단과, 이온 발생 수단의 제어를 개시하는

지시를 접수하는 지시 접수 수단을 더 구비하고, 이온 발생 수단은 지시 접수 수단에 의한 지시 접수에 따라서 제어를 개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온 발생 수단은 지시 접수 수단에 의한 지시 접수에 따라서 제어를 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온 발생 수단을 제어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온 발생 수단의 제어는 이온 발생량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양의 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이

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이온을 발생시키는 이온 발생 수단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과,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 상태에 있을 때에 이온 발생 수단을 제어하여 통상 상태보다 많은 이

온을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상태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제1 상태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제2 상

태에 있을 때에 이온 발생 수단으로부터 통상 상태보다 많은 이온이 발생된다. 이온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을 살균하

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통상보다 많은 이온을,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상태가 아닐 때에는 이온 발생 수단에 통상 상태에 있어서의 양의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통상 상태

라도 부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이온 발생 수단에 공급되는 전력은, 발생하는 이온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이

로 인해, 통상 상태의 경우에는 적은 소비 전력으로 이온을 발생시키므로 소비 전력을 가능한 한 적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 전력을 적게 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온도 검출 결과 및/또는 습도 검출 결과를 통지하는 상태 통지 수단과, 이온 발생 수단의 제어를 개시하는

지시를 접수하는 지시 접수 수단을 더 구비하고, 이온 발생 수단은 지시 접수 수단에 의한 지시 접수에 따라서 제어를 개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온 발생 수단은 지시 접수 수단에 의한 지시 접수에 따라서 제어를 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온 발생 수단을 제어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온 발생 수단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상태는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온도가 25 ℃ 이상,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습도가

70 ％ 이상이고, 제2 상태는 온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온도가 18 ℃ 이하, 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습도가

40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 상태에서는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고, 제2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다. 이온은 공기 중의 부유 세균을 살

균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에 있어서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바람직하게는, 실내의 오염을 검출하기 위한 오염 검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제어 수단은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가 아니고, 또한 오염 검출 수단에 의해 소정의 오염도가 검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온 발생

수단에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발생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가 아니고 또한 소정의 오염도가 검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플러스 이온보

다도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발생된다. 공기 중에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포함되면 사람을 리프레쉬시키

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실내가 예를 들어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없고, 또한 오염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사

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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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오염 검출 수단은 먼지 센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오염 검출 수단은 악취 센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이온 발생 장치는 이온을 발생하는 이온 발생 수단과, 실내의 오염을 검출하기 위한 오염

검출 수단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과, 오염 검출 수단,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

의 상태가 소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온 발생 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온량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제1 온도보다도 낮은 제2 온도 이하 또한 제1 습도보다도 낮은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오염 검출 수단,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제1

상태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 제2 상태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이온 발생 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온량을 다

르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유 세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

어 있어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있을 때에, 이온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면 부유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효율적으

로 방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제1 온도보다도 낮은 제2 온도 이하 또한

제1 습도보다도 낮은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가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 또는 제2 온도 이하 또한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

태에 있을 때에,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이 증가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공기 중의 부유 세균을 살균하

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제1 상태를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 제2 상태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도록 하면 곰팡이균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이온 발생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어 수단은 오염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오염도가 소정의 값에 없고, 또한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

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가 아닐 때에는 이온 발생 수단에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발생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오염도가 소정의 값에 없고, 또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가 아닐 때에는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

스 이온이 많이 발생된다. 공기 중에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스 이온이 많이 포함되면 사람을 리프레쉬시키는 효과가 있

다. 이로 인해, 실내에 부유 세균이 적어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없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오염 검출 수단은 먼지 센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오염 검출 수단은 악취 센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청정 수단과 상기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오염이 저감되므로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유 세

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공기 조절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가습 수단과 상기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습도가 조절되므로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유 세

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공기 조절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난방 수단과 상기한 이온 발생 장치를

구비한다.

등록특허 10-0725576

- 7 -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온도가 조절되므로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유 세

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공기 조절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먼지를 검출하기 위한 먼지 검출 수단과, 실내의 악취를 검출

하기 위한 악취 검출 수단과,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검출 수단과, 습도를 검출하는 습도 검출 수단을 구비한 공기 조절 장

치에 있어서 먼지 검출 수단과, 악취 검출 수단과, 온도 검출 수단과, 습도 검출 수단을 기초로 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제어

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먼지를 검출하기 위한 먼지 검출 수단과, 실내의 악취를 검출하는

악취 검출 수단과,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검출 수단과, 습도를 검출하는 습도 검출 수단을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에 있어서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값에 따라서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공기 조절 장치는 실내의 먼지를 검출하기 위한 먼지 검출 수단과, 실내의 악취를 검출

하는 악취 검출 수단과,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검출하는 온습도 검출 수단을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에 있어서, 먼지 검출

수단과, 악취 검출 수단과,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

는 수단의 능력을 소(小)로부터 대(大)로 운전 모드를 절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소정의 상태는 제1 온도 이상 또한 제1 습도 이상인 제1 상태와, 제2 온도 이하 또한 제2 습도 이하인 제2

상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먼지 검출 수단과, 악취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값이 소정의 값에 없고, 또한 온습도 검출 수단에 의해 검

출된 실내의 상태가 소정의 상태가 아닐 때에는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는 수단의 운전 모드를 절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의 오염이 저감되므로 부유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유 세

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한 공기 조절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동일한 부품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있다. 그들의 명칭 및 기능도 동일하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제1 실시 형태]

우선,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도1a 및 도1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중 하나에 있어서

의 공기 조절 장치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a는 정면도이고, 도1b는 평면도이다. 도1a 및 도1b를 참조하여, 공기 조

절 장치(100)는 본체(110)의 전방면에 전방면 패널(101)을 갖는다. 전방면 패널(101)은 공기를 도입하기 위해 본체(110)

의 전방에 소정의 간격을 마련하여 부착되어 있다. 또한, 전방면 패널(101)은 그 중앙 부분에 외부로부터 본체(110)의 내

부에 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개구부를 갖는다.

전방면 패널(101)의 개구부 후방에는 중앙 패널(102)이 본체(110)에 부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방면 패널(101) 및 중앙

패널(102)에 의해 시계(視界)가 차단되므로, 전방으로부터 본체 내부를 시인(視認)할 수는 없다. 전방면 패널(101)의 상방

에는 표시부(103)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표시부(103)의 일부는 중앙 패널(102)의 상방 부분도 포함한다.

본체(110)의 상면에는 상면 패널(104)이 설치된다. 상면 패널(104)은 전원 스위치(106)를 갖는다. 또한, 상면 패널(104)

은 그 중앙 부분에 청정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105)를 갖는다.

공기 조절 장치(100)는 전방면 패널(101)의 후방에서 본체(110)의 내부에 온도 센서(151)와, 습도 센서(152)와, 먼지 센

서(153)와, 악취 센서(154)를 구비한다.

도2는 도1a의 II-II선 단면도이다. 또한, 도면 중의 화살표는 공기의 흐름을 설명한다. 도2를 참조하여 공기 조절 장치

(100)는 본체(110)의 내부에 온도 센서(151)와, 습도 센서(152)와, 먼지 센서(153)와, 악취 센서(154)를 구비한다. 전방

면 패널(101)은 본체(110)와 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간극을 두고 본체(110)에 부착된다. 이 간극이 공기 도입구이다. 또한,

전방면 패널(101)의 중앙 부분의 개구부 후방에, 중앙 패널(102)이 본체(110)에 부착된다. 이 개구부도 또한 실내의 공기

를 본체(110) 내부에 도입하기 위한 공기 도입구이다.

또한, 상면 패널(104)의 하방에서 본체(110)의 내부에 이온 발생 장치(10)를 구비한다. 또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기

도입구와 배출구(105) 사이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 청정 필터와 공기를 유동시키기 위한 팬 모터 및 팬을 구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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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조절 장치(100)는 내장의 팬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팬을 회전시켜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킨다. 이 공기의 흐름은 공기

도입구로부터 배출구(105)를 향하는 방향이다. 이에 의해, 공기 도입구로부터 본체(110) 내부에 공기가 침입하여, 온도 센

서(151), 습도 센서(152),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로 운반된다. 또한, 탈취 필터를 통과하여 배출구(105)를 향

해 배출구(105)로부터 실내로 송출한다. 탈취 필터로부터 배출구(105)를 향하는 사이에 이온 발생 장치(10)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온 발생 장치(10) 근방을 공기가 흐를 때에 그 공기가 이온화된다. 따라서, 배출구(105)로부터 취출되는 공기

에는 이온이 포함되게 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는 온도 센서(151), 습도 센서(152), 먼지 센서(153), 악취 센서(154)가 공

기 도입구의 근방에 배치되므로, 실내의 온도 및 습도, 먼지의 양 및 악취의 양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온도 센서(151), 습도 센서(152),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부착 위치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 공기를 도입하는 입구 부근에 설치되는 것이면 그 위치는 한정되지 않는다.

도3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표시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여, 표시부(103)는 공기 조절

장치(100)를 원격 조작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로부터의 적외선을 수광하기 위한 수광부(111)와, 공기 조절 장치(100)

가 구비하는 탈취 필터의 세정이 필요한 시기를 사용자에 통지하기 위한 탈취 필터 세정 램프(112)와, 공기 조절 장치

(100)의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예측 정화중 램프(113)와, 실내의 공기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클린 사인 램프(114)와,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를 나타내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와, 공기 조절 장

치(100)의 운전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자동 램프(116), 긴급 램프(117) 및 꽃가루 램프(118)와, 운전 모드가 수동 모드에

있는 경우의 팬 모터의 구동 상태를 나타내는 3개의 수동 상태 램프(119)와, 오프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나타내는 오프 타

이머 시간 램프(120)를 포함한다.

탈취 필터 세정 램프(112)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가동 시간의 적산치가 미리 정해진 탈취 필터 세정 시간을 넘고 있을

때에 점등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등한다. 이에 의해, 공기 조절 장치(100)가 구비하는 탈취 필터를 세정하는 타이밍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에는 자동 모드, 긴급 모드, 꽃가루 모드, 수동 모드가 있다. 자동 운전 모드라 함은,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출력에 의해 정해지는 오염도에 따라서 팬 모터의 풍량 및 이온 발생 장치(10)의 이온 발

생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운전 모드이다. 공기 조절 장치(100)가 이 자동 운전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 램프(116)가

점등한다. 긴급 모드라 함은 팬 모터 및 이온 발생 장치(10)가 최대의 출력으로 구동되는 모드를 말한다. 공기 조절 장치

(100)가 긴급 모드에 있을 때에는 긴급 램프(117)가 점등한다. 꽃가루 모드라 함은 팬 모터 및 이온 발생 장치가 꽃가루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출력으로 구동되는 모드이다. 꽃가루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팬 모터 및 이온 발생 장치(10)의 출력은

미리 정해져 기억되어 있다. 공기 조절 장치(100)가 이 꽃가루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꽃가루 램프(118)가 점등한다. 수동

모드는 팬 모터 및 이온 발생 장치(10)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출력으로 구동되는 모드를 말한다. 공기 조절 장치(100)가

수동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출력에 따라서 팬 모터의 구동 상태를 나타낸다, 정음, 표준, 급속의 3개

의 수동 상태 램프(119) 중 어느 하나가 점등한다. 이온 발생 장치(10)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출력에 따라서 클

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후술하는 색으로 점등한다.

오프 타이머 시간 램프(120)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타이머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램프로, 3개의 오프 타이머 시간 램

프(120) 중 어느 하나가 점등한다.

클린 사인 램프(114)는 실내의 공기 오염도를 나타낸다. 오염도는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3 레벨로 설정되어 있으며, 먼

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출력에 따라 정해진다. 클린 사인 램프(114)는 이 오염도에 따라서 각각 녹색, 주황색,

적색의 3색을 표시한다. 클린 사인 램프(114)는 가장 오염되어 있지 않은 오염도「O」에 대해 녹색으로 점등하고, 중간

정도의 오염을 나타내는 오염도「1」에 대해 주황색으로 점등하고, 가장 오염이 심한 오염도「2」에 대해 적색으로 점등

한다.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램프이다.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

에는 이온 컨트롤 모드와, 클린 모드가 있다. 이온 컨트롤 모드라 함은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마이너스 이온을 플러스

이온보다도 많이 발생시키는 모드, 또는 마이너스 이온만을 발생시키는 모드를 말한다. 클린 모드라 함은 이온 발생 장치

(10)로부터 거의 같은 정도의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모드를 말한다.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이온

발생 장치(10)가 이온 컨트롤 모드에 있을 때에는 녹색으로 점등하고, 클린 모드에 있을 때에는 청색으로 점등한다. 이온

발생 장치(10)가 구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소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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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에는 예측 정화 모드가 있다. 예측 정화 모드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가 소정의 상태

에 있을 때의 운전 모드를 말한다. 소정의 상태라 함은 온도가 25 ℃ 이상이고 또한 습도가 70 ％ 이상인 제1 상태, 또는 온

도가 18 ℃ 이하이고 또한 습도가 40 ％ 이하인 제2 상태를 말한다. 예측 정화중 램프(113)는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지 여부, 환언하면 실내 공기의 상태가 소정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램프이다. 예측 정화중

램프(113)는,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을 때에는 점등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등한다.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을 때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는 클린 모드로 구동되지만, 예측 정화 모드에 없

을 때와 비교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예측 정화 모드에 없을 때는, 통상 상태이다. 즉, 이온 발생

장치(10)는 예측 정화 모드에 있을 때에는 통상 상태보다도 많은 양의 이온을 발생하도록 구동 제어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4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와 표시부(103)의 표시 내용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

다. 도4를 참조하여, 예측 정화중 램프가 소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린 사인 램프(114)는 오염도에 따라서 녹색, 주황색,

적색 중 어느 하나의 표시가 된다. 공기 조절 장치(100)의 전원 스위치(106)가 온(ON)이 된 후,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

서(154)의 출력이 안정될 때까지 소정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전원이 투입된 후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출력이 안정될 때까지의 사이는 오염도가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동안 클린 사인 램프(114)는 녹색, 주황색, 적색 각

각의 색으로 1초간 차례로 점등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클린 사인 램프(114)가 색을 바꾸어 점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직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염도가「0」인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는 이온 컨트롤 모드로 구동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

(115)는 녹색으로 점등한다. 또한, 오염도가「1」또는「2」인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는 클린 모드로 구동된다.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청색으로 점등한다. 또한, 오염도가 산출되기까지의 소정의 시간에 있어서는 이온

발생 장치는 클린 모드로 구동되고, 그 동안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청색으로 점등한다.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점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린 사인 램프(114)는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소등하고 있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오염도에 따라서 점등한다. 한편 이온 발생 장치(10)는,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클린 모드로 구동

된다. 또한 이 클린 모드에 있어서는, 이온 발생 장치는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보다

도 많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도록 구동된다. 이 경우라도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청색으로 점등한

다. 따라서,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청색으로 점등하고, 또한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점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의 운전 모드는 클린 모드이며, 또한 그 클린 모드에 있어서 이온 발생 장치(10)는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

우에 비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도5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의 리모트 컨트롤러(130)의 평면도이다. 리모트 컨트롤러(130)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전원의 온 오프를 절환하기 위한 전원 스위치(106A)와, 탈취 필터를 세정한 후에 운전 적산 시간을

리셋하기 위한 필터 리셋 버튼(129)과,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를 자동 모드로 지정하기 위한 자동 버튼(116A)

과, 수동 모드로 절환하여 팬 모터의 풍량을 지정하기 위한 풍량 버튼(119A)과, 꽃가루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꽃가루 버튼

(118A)과, 오프 타이머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오프 타이머 버튼(122A)과, 매일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매일 모드 버튼

(121)과, 취침 자동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취침 자동 버튼(122)과, 긴급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긴급 버튼(123)과, 표시부

(103)의 표시의 온 오프를 절환하기 위한 표시 절환 스위치(124)와,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하기

위한 설정 버튼(125 내지 128)을 구비한다.

리모트 컨트롤러(130)는 눌린 스위치에 따른 적외광의 신호를 출력한다.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 그 적외광의 신호가 수

광부(111)에서 수광되면 수광한 적외광의 신호에 따라서 구동한다.

또한,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적외광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130)를 예로 설명하지만, 리모트 컨트롤러(130)와 공

기 조절 장치(100) 사이의 통신은 적외광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전자파, 음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무선에 의해 통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면 적외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 버튼(116A)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운전 모드를 자동 모드로 설정하여 구동한다. 풍량 버튼(119A)이 눌

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풍량 버튼(119A)이 눌릴 때마다 팬 모터의 회전수를 정음, 표준, 급속의 차례로 풍량을 변

경한다. 꽃가루 버튼(118A)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운전 모드를 꽃가루 모드로 설정하여 운전한다. 오프 타이

머 버튼(122A)이 눌릴 때마다 오프 타이머 시간이 1, 4, 8시간의 순으로 오프 타이머 시간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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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모드 버튼(121)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운전 모드를 매일 모드로 하여 운전한다. 취침 자동 버튼(122)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팬 모터의 회전수를 정음 모드로 하여 회전한다.

긴급 버튼(123)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운전 모드를 긴급 모드로 하여 운전한다.

설정 버튼(125 내지 128) 중 어느 하나가 눌러지면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가 절환된다. 설정 버튼(126)이 눌러지

면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전압이 정지되어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이 정지된다.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를 소등한다. 설정 버튼(125)이 눌러지면 이온 발생 장치(10)가 클린 모드로 구동된다.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를 청색으로 점등한다.

설정 버튼(127)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는 이온 발생 장치(10)를 이온 컨트롤 모드로 구동하여, 클러스터 이

온 램프(115)를 녹색으로 점등한다.

설정 버튼(128)이 눌러지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이온 발생 장치(10)를 자동 모드로 구동한다. 이 자동 모드는 온도 센

서(151), 습도 센서(152),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출력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 이 자동 모드에 있어서의 이

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상태의 제어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6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의 회로 블록도이다. 도6을 참조하여, 이온 발생 장치(10)는 이온 발

생 장치(10)의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150)와, 제어부(150)에 각각 접속되고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센서(151)

와, 습도를 검출하기 위한 습도 센서(152)와 먼지를 검출하기 위한 먼지 센서(153)와, 악취를 검출하기 위한 악취 센서

(154)와, 온도를 설정하기 위한 온도 설정 수단(155)과, 습도를 설정하기 위한 습도 설정 수단(156)과, 이온 발생 장치(10)

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구동 회로(20)를 포함한다.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는 전압 구동 회로(20)에 접속되어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기 조절 장치(100)는 운전 모드에 예측 정화 모드가 있었다. 이 예측 정화 모드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

가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 설정되는 운전 모드였다. 온도 설정 수단(155) 및 습도 설정 수단(156)은 이 소정의 상태를 판

단하기 위한 임계치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온도 설정 수단(155) 및 습도 설정 수단(156)은 본체(110)의 내부에 설

치된 버튼 스위치, 혹은 슬라이드 스위치로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리모트 컨트롤러(130)에 온도 설정 수단

(155) 및 습도 설정 수단(156)을 마련하도록 하여, 설정된 온도와 습도를 리모트 컨트롤러(130)로부터 공기 조절 장치

(100)에 송신하도록 해도 좋다.

도7a 및 도7b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a는 이온 발생 장치(10)의

개략의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이고, 도7b는 이온 발생 장치(10)의 측면도이다. 이온 발생 장치(10)는 유전체(11)와,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과, 코팅층(13)을 구비한다.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에 전압이 인가되면, 방전 전극

(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에서 발생되는 방전에 의해 플러스 마이너스 양 이온 또는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킨다.

유전체(11)는 상부 유전체(11a)와 하부 유전체(11b)를 접합한 평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전 전극(12a)은 상부 유전체

(11a)의 표면에 상부 유전체(11a)와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도 전극(12b)은 상부 유전체(11a)와 하부 유전체(11b)

사이에 형성되고, 방전 전극(12a)과 대향하여 배치된다.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의 절연 저항은 균일한 것

이 바람직하고,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은 평행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온 발생 장치(10)에 있어서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을 상부 유전체(11a)의 표리면에 대향하여 배치함으로써,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

의 방전 상태가 안정되어, 플러스 마이너스 양 이온 또는 마이너스 이온을 적절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전 전극 접점(12e)은 방전 전극(12a)과 동일 형성면에 설치된 접속 단자(12c)를 거쳐서 방전 전극(12a)과 도통하는 접

점이다. 도통 가능한 리드선의 일단부를 방전 전극 접점(12e)에 접속하고, 타단부를 전압 인가 회로(20)와 접속함으로써

방전 전극(12a)과 전압 인가 회로(20)를 도통시킬 수 있다. 유도 전극 접점(12f)은 유도 전극(12b)과 동일 형성면에 설치

된 접속 단자(12d)를 거쳐서 유도 전극(12b)과 도통하는 접점이다. 구리선으로 이루어지는 리드선의 일단부를 유도 전극

접점(12f)에 접속하고, 타단부를 전압 인가 회로(20)와 접속함으로써 유도 전극(12b)과 전압 인가 회로(20)를 도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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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전압 인가 회로(20)의 회로도이다. 도8을 참조하여, 전압 인가 회로(20)는 교류 전원

(201)과, 스위칭 트랜스(202)와, 절환 릴레이(203)와, 저항(204)과, 다이오드(205a 내지 205d)와, 콘덴서(206)와, 사이닥

[SIDAC(R)](207)을 포함한다. 사이닥(R)(207)은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 SCR(Silicon control Rectifier)의 일종이며, 신

덴겐 고교 가부시끼가이샤의 제품이다.

교류 전원(201)의 일단부는 다이오드(205a)의 애노드와 다이오드(205c)의 캐소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고, 타단부는 절환

릴레이(203)의 공통 단자(203a)에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205a)의 캐소드는 저항(204)의 일단부와 다이오드(205d)의

캐소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저항(204)의 타단부는 트랜스(202)의 일차 코일(L1)의 일단부와 콘덴서(206)의 일단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일차 코일(L1)의 타단부는 사이닥(R)(207)의 애노드에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206)의 타단부와 사이

닥(R)(207)의 캐소드는 서로 접속되어 있고, 그 접속 애노드는 절환 릴레이(203)의 일선택 단자(203b)와, 다이오드(205b,

205c)의 각 애노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205b)의 캐소드와 다이오드(205d)의 애노드는 서로 접속되어 있고,

그 접속 애노드는 절환 릴레이(203)의 일선택 단자(203c)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스(202)의 이차 코일(L2)의 일단부는 이

온 발생 장치(10)의 방전 전극 접점(12e)에 접속되어 있다. 이차 코일(L2)의 타단부는 릴레이(208)의 공통 단자(208a)에

접속되어 있다. 릴레이(208)의 한 쪽 선택 단자(208c)는 다이오드(209)의 애노드에 접속되어 있고, 다이오드(209)의 캐소

드는 유전 전극 접점(12f)에 접속되어 있다. 이온 발생 장치(10)의 유전 전극 접점(12f)은 릴레이(208)의 다른 쪽 선택 단

자(208b)와 다이오드(209)의 애노드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전압 인가 회로(20)는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가 아니며, 또한 이온 발생 장

치(10)의 구동 모드가 클린 모드에 있을 때에 절환 릴레이(203)는 선택 단자(203b)가 선택되고, 절환 릴레이(208)는 선택

단자(208b)가 선택된다.

이 때, 교류 전원(201)의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205a)에서 반파 정류된 후 저항(204)에서 전압 강하되어 콘덴서(206)에

인가된다. 콘덴서(206)의 충전이 진행하여 양단부 전압이 소정 임계치에 도달하면 사이닥(R)(207)이 온 상태가 되어 콘덴

서(206)의 충전 전압이 방전된다. 따라서, 트랜스(202)의 일차 코일(L1)에 전류가 흐르고 이차 코일(L2)에 에너지가 전달

되어 이온 발생 장치(10)에 펄스 전압이 인가된다. 그 직후, 사이닥(R)(207)은 오프 상태가 되어 다시 콘덴서(206)의 충전

이 개시된다.

상기한 충방전을 반복함으로써 이온 발생 장치(10)의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에는 도9a의 교류 임펄스 전

압(예를 들어, pp(Peak-to-Peak)치 : 3.5 [kV], 방전 횟수 : 120[회/초])이 인가된다. 이 때, 이온 발생 장치(10)의 근방

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생겨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되고, 정전압 인가시에는 플러스 이온인 H+(H2O)m이 발생하고, 부전압

인가시에는 마이너스 이온인 O2
-(H2O)n(m, n은 0 또는 임의의 자연수)가 발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온 발생

장치(10)의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에 교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공기 중의 산소 내지는 수분이 전리에 의

해 에너지를 받아 이온화하고, H+(H2O)m(m은 O 또는 임의의 자연수)와 O2
-(H2O)n(n은 O 또는 임의의 자연수)을 주체로

한 이온을 생성한다. 이들 H+(H2O)m 및 O2
-(H2O)n은 팬 등에 의해 공간에 방출되어 부유 세균의 표면에 부착되고, 화학

반응하여 활성종인 H2O2 또는 ·OH를 생성한다. H2O2또는 ·OH는 매우 강력한 활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에 의해 공기 중의

부유 세균을 둘러싸 불활화할 수 있다. 여기서, ·0H는 활성종의 일종으로 래디컬의 OH를 나타내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부유 세균의 세포 표면에서 식 (1) 내지 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 반응하여, 활성종인 과산화

수소(H2O2) 또는 수산기 래디컬(·OH)을 생성한다. 여기서, 식 (1) 내지 식 (3)에 있어서 m, m', n, n'은 0 또는 임의의 자연

수이다.

이에 의해, 활성종의 분해 작용에 의해 부유 세균이 파기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기 중의 부유 세균을 불활화 및 제거

할 수 있다.

H3O
+(H2O)m + O2

-(H2O)n →·OH + 1/2O2 +(m + n + 1)H2O … (1)

H3O
+(H2O)m + H3O

+(H2O)m' + O2
-(H2O)n + O2

-(H2O)n' → 2 ·OH + O2 + (m + m' + n + n' + 2)H2O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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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O
+(H2O)m + H3O

+(H2O)m' + O2
-(H2O)n + O2

-(H2O)n' → H2O2 + O2 + (m + m' + n + n' + 2)H2O … (3)

이상의 메카니즘에 의해 상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방출에 의해, 부유 세균 등의 불활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식 (1) 내지 식 (3)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 표면에서도 동일한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활성종인 과산화수소

(H2O2) 또는 수산기 래디컬(·OH)이, 유해 물질을 산화 혹은 분해하여 포름알데히드나 암모니아 등의 화학 물질을 이산화

탄소, 물, 질소 등의 무해한 물질로 변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송풍 팬을 구동함으로써 이온 발생 장치(10)에 의해 발생시킨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본체 밖으로 송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작용에 의해 공기 중의 곰팡이나 균을 불활화하여 그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그 밖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에는 콕삭키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류도 불활화하는 기능이 있

어, 이들 바이러스의 혼입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분자

를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확인되어 있어 공간의 탈취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팬으로부터 이온 발생 장치(10)를 향해 바람을 보내고, 약 25 cm 떨어진 곳의 이온 카운터에 도착한

플러스 이온 및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각각 계측한 결과, 이온 카운터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약 30만개씩

계측되었다.

한편,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는 반드시 클린 모드가 된

다. 이 때, 절환 릴레이(203)는 선택 단자(203c)가 선택되고, 절환 릴레이(208)는 선택 단자(208b)가 선택된다.

이에 의해, 교류 전원(201)의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205a 내지 205d)로 이루어지는 다이오드 브릿지에서 전파 정류된 후

저항(204)에서 전압 강하되어 콘덴서(206)에 인가된다. 따라서, 이온 발생 장치(10)의 방전 전극(12a)과 유도 전극(12b)

사이에는 도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측 정화 모드에 없을 때보다도 방전 빈도가 높은 교류 임펄스 전압(예를 들어, pp치 :

3.5 [kV], 방전 횟수 : 240[회/초])이 인가된다.

이 때, 전술한 조건으로 이온량을 계측한 결과 이온 카운터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약 50만개/cc씩 계측되

었다. 즉, 예측 정화 모드에 없을 때와 비교하여 약 1.7배의 이온량이 계측되었다.

또한, 절환 릴레이(203) 대신에 다이오드(205b)의 캐소드와 다이오드(205d)의 애노드의 접속 애노드를 교류 전원(201)의

타단부에 접속하는 동시에, 다이오드(205c) 또는 다이오드(205d)의 애노드 또는 캐소드에 개폐 스위치를 직렬 접속하고,

상기 개폐 스위치를 구동 모드에 따라서 제어하는 구성으로 해도 상기와 동일한 동작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가 이온 컨트롤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절환 릴레이(203)는 선택 단자(203b)가 선택되고, 절환 릴

레이(208)는 선택 단자(208c)가 선택된다.

이에 의해, 다이오드(209)에 의해 반파 정류됨으로써 이온 발생 장치(10)에는 도9a에 나타낸 전압 인가 펄스 중 부전압 펄

스만이 인가되게 된다. 그 결과, 이온 발생 장치(10)의 근방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생겨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되지만, 부전

압만이 인가되므로 마이너스 이온인 O2
-(H2O)n이 발생한다.

<전압 인가 회로의 제1 변형예>

도10은 전압 인가 회로의 변형예의 회로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0을 참조하여, 도8에 도시한 전압 인가 회로(20)와 다른

부분은, 교류 전원(201)과 스위칭 트랜스(202)의 일차 코일(L1) 사이의 회로가 다르다. 그 밖의 회로는 동일하므로 여기서

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교류 전원(201)의 일단부는 저항(214)의 일단부와 접속되어 있고, 저항(214)의 타단부는 콘

덴서(215)의 애노드와 접속되어 있다. 교류 전원(201)의 타단부는 사이닥(R)(207)의 캐소드와 콘덴서(106a)의 일단부와

스위치(213)의 일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215)의 캐소드는 콘덴서(206a, 206b) 및 일차 코일(L1)의 일단부와 접

속되어 있다. 콘덴서(206b)의 타단부는 스위치(213)의 타단부와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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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20a)는,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릴레이(213)가 폐쇄된다. 교류 전원(201)의 출력 전압은 다이오드(215)에서 반파 정류된 후 콘덴서(206a 및 206b)에 인

가된다. 콘덴서(206a 및 206b)의 충전이 진행되어 양단부 전압이 소정 임계치에 도달하면, 사이닥(R)(207)이 온 상태가

되어 콘덴서(206a 및 206b)의 충전 전압이 방전된다. 따라서, 트랜스(202)의 일차 코일(L1)에 전류가 흐르고 이차 코일

(L2)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이온 발생 장치(10)에 펄스 전압이 인가된다. 그 직후, 사이닥(R)(207)은 오프 상태가 되어 다

시 콘덴서(206a 및 206b)의 충전이 개시된다.

한편,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릴레이(213)가 개방된다. 교류 전원(201)의 출력 전압은 다

이오드(215)에서 반파 정류된 후, 콘덴서(206a)에만 인가된다. 콘덴서(206a)의 충전이 진행되어 양단부 전압이 소정 임계

치에 도달하면 사이닥(R)(207)이 온 상태가 되어 콘덴서(206a) 충전 전압이 방전된다. 따라서, 트랜스(202)의 일차 코일

(L1)에 전류가 흐르고 이차 코일(L2)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이온 발생 장치(10)에 펄스 전압이 인가된다. 그 직후, 사이닥

(R)(207)은 오프 상태가 되어 다시 콘덴서(206a)의 충전이 개시된다.

스위치(213)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닫혀 있는 경우에 비해 사이닥(R)(207)에 인가되는 전압이 빠르게 임계치에 도달한다.

이로 인해, 스위치(213)가 열린 경우 쪽이 닫힌 경우에 비해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하는 전압 펄스의 방전 빈도가 높아

진다.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펄스의 방전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이온량이 많아지므로, 스위치(213)를 절환하

는 것만으로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이온의 양을 절환할 수 있다.

도11a 및 도11b는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20a)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1a는 스위치(213)가 닫

힌 경우에 있어서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다이오드(215)에서 반파 정류된 전압 파형과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전압 펄스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도11b는 스위치(213)가 개방된 경우에 있어서의 반파 정류된 전압 파형과 이온 발생 장

치(10)에 인가되는 전압 펄스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술한 전압 인가 회로(20)에서는 스위치(203)를 절환함으로써 반파 정류와 전파 정류를 절환하도록 하였다.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20a)에 있어서는 반파 정류만을 이용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전파 정류와 반파 정류의 절환을 조합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에 방전 빈도가 낮은 전압 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반파 정류된 전압과 스위

치(213)를 닫은 상태로 하면 좋고,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전파 정류를 이용하여 스위치(213)를

연 상태로 하면 좋다.

<이온 발생 장치 및 전압 인가 회로의 제2 변형예>

도12a 및 도12b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12a 및 도12b를 참조하여,

변형예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10A)는 상술한 이온 발생 장치(10)와 다른 부분은 방전 전극(21a)과 유도 전극(21b)으

로 이루어지는 제1 방전부(21)와 방전 전극(22a)과 유도 전극(22b)을 갖는 제2 방전부(22)를 갖는 것이다. 즉, 변형된 이

온 발생 장치(10A)에서는 2개의 방전부(21, 22)를 갖는 점이 다르다.

변형된 이온 발생 장치(10A)는 하부 유전체(11b)의 표면에 유도 전극(21b 및 22b)이 형성된다. 또한, 상부 유전체(11a)의

표면에 방전 전극(21a)과 방전 전극(22a)이 형성된다. 상부 유전체(11a)의 표면은 코팅층(13)으로 덮여 있다. 또한, 상부

유전체(11a)는 하부 유전체(11b)의 유도 전극(21b, 22b)이 형성된 면에 적층된다. 또한, 제1 방전부(21)의 방전 전극

(21a)와 유도 전극(21b)은 대향하는 위치에 배치되고, 제2 방전부의 방전 전극(22a)과 유도 전극(22b)은 대향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제1 방전부에 있어서 방전 전극(21a)의 접속 단자(21e)는 방전 전극 접점(21e)과 접속된다. 방전 전극 접점(21e)은 리드

선으로 전압 인가 회로(20B)와 접속된다. 또한, 유도 전극(21b)의 접속 단자(21d)는 유도 전극 접점(21f)과 접속되어 있

고, 유도 전극 접점(21f)은 전압 인가 회로(20B)와 리드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하여, 제2 방전부(22)에 있어서는 방전 전극(22a)의 접속 단자(22c)는 방전 전극 접점(22e)과 접속되어 있고,

방전 전극 접점(22e)은 전압 인가 회로(20B)와 리드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유도 전극(22b)의 접속 단자(22d)는 유도 전극

접점(22f)과 접속되어 있고, 유도 전극 접점(22f)은 전압 인가 회로(20B)와 리드선으로 접속되어 있다.

도13은 변형된 이온 발생 장치(10A)에 접속되는 전압 인가 회로(20B)의 회로도이다. 도13을 참조하여, 전압 인가 회로

(20B)는 교류 전원(201)과, 트랜스(222)와, 절환 릴레이(233)와, 저항(224, 225)과, 다이오드(226 내지 230)와, 콘덴서

(231a, 231b)와, 사이닥(R)(232)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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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전원(201)의 일단부는 저항(224)을 거쳐서 다이오드(226)의 애노드에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226)의 캐소드는 트

랜스(222)의 1차측을 구성하는 제1 코일(222a)의 일단부와, 다이오드(227)의 애노드와, 사이닥(R)(232)의 애노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1 코일(222a)의 타단부와 다이오드(227)의 캐소드는 서로 접속되어 있고, 그 접속 애노드는 콘덴서

(231a 및 231b) 각각의 일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사이닥(R)(232)의 캐소드와 콘덴서(231a)의 타단부와 스위치(233)의 일

단부(233a)는 서로 접속되어 있고, 그 접속 애노드는 교류 전원(201)의 타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스위치(233)의 타단부

(233b)는 콘덴서(231b)의 타단부와 접속되어 있다.

트랜스(222)의 2차측을 구성하는 제2 코일(222b)의 일단부는 제1 방전부(21)의 방전 전극 접점(21e)에 접속되어 있고,

제2 코일(222b)의 타단부는 제1 방전부(21)의 유도 전극 접점(21f)과, 다이오드(229)의 캐소드와, 다이오드(230)의 애노

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다이오드(229)의 애노드는 절환 릴레이(223)의 한 쪽의 선택 단자(223a)에 접속되어 있고, 다이

오드(230)의 캐소드는 절환 릴레이(223)의 다른 쪽 선택 단자(223b)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스(222)의 2차측을 구성하는

제3 코일(222c)의 일단부는 제2 방전부(22)의 방전 전극 접점(22e)에 접속되어 있고, 제3 코일(222c)의 타단부는 제2 방

전부(22)의 유도 전극 접점(22f)과 다이오드(228)의 애노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절환 릴레이(223)의 공통 단자(223c)

와 다이오드(228)의 캐소드가 서로 접속되어 있고, 그 접속 애노드는 저항(225)을 거쳐서 교류 전원(201)의 타단부에 접

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전압 인가 회로(20B)에 있어서,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가 아니고, 또한 이

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가 클린 모드에 있을 때에 스위치(233)는 닫히고 절환 릴레이(223)는 선택 단자(223a)가 선

택된다. 이 경우, 제1 방전부(21)의 방전 전극(21a)과 유도 전극(21b) 사이에는 플러스 직류 임펄스 전압이 인가되고, 제2

방전부(22)의 방전 전극(22a)과 유도 전극 접점(22b) 사이에는 마이너스의 직류 임펄스 전압이 인가된다. 이러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제1 방전부(21)와 제2 방전부(22)의 근방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생겨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된다. 이 때, 플

러스 직류 임펄스가 인가된 제1 방전부(21)의 근방에서는, 플러스 이온인 H+(H2O)m이 발생하고, 마이너스의 직류 임펄스

가 인가된 제2 방전부(22)의 근방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인 O2
-(H2O)n(m, n은 0 또는 임의의 자연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절환 릴레이(223)에서 선택 단자(223a)를 선택하면 제1 방전부(21)로부터 플러스 이온을, 제2 방전부(22)로부

터 마이너스 이온을 거의 동등량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공기 중의 부유 세균 등에 부착시키

고, 그 때에 생성되는 활성종의 과산화수소(H2O2) 및/또는 수산기 래디컬(·OH)의 분해 작용을 가져 부유 세균을 제거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스위치(233)는 열리고, 절환 릴레이(223)는 선택 단자

(223a)가 선택된다. 이 경우, 콘덴서(231a)에만 축전되므로, 사이닥(R)(232)에 인가되는 전압이 소정의 임계치에 도달하

기까지의 시간이 빨라진다. 이로 인해, 제1 방전부(21)에 인가되는 플러스 직류 임펄스 전압과, 제2 방전부(22)에 인가되

는 마이너스 직류 임펄스 전압의 방전 빈도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제1 방전부(21)에서는 보다 많은 플러스 이온이 생성되

고, 제2 방전부(22)에서는 보다 많은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된다.

공기 조절 장치(100)가 예측 정화 모드가 아니고,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모드가 이온 컨트롤 모드에 있을 때에

스위치(233)는 닫히고 절환 릴레이(223)는 선택 단자(223b)가 선택된다.

이 경우, 제1 방전부(21) 및 제2 방전부(22)에는 모두 마이너스 직류 임펄스 전압이 인가되게 된다. 이러한 마이너스 직류

임펄스 전압이 인가되면 제1 방전부(21) 및 제2 방전부(22)의 근방에서는 모두 마이너스 이온인 O2
-(H2O)n(n은 0또는 임

의의 자연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절환 릴레이(223)에서 선택 단자(223b)를 선택하면 제1 방전부(21) 및 제2 방전부(22)의 쌍방으로부터 마이너

스 이온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온 밸런스를 조정하여 마이너스 이온이 다가(多價)인 상태를 만들어 내어 릴렉제

이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오염도에 대해 설명한다. 도14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 이용되는 오염도 평가 테이

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 오염도 평가 테이블은 공기 조절 장치(100)의 제어부(150)가 갖는 판독 전용 메모리

(ROM)에 미리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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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를 참조하여, 오염도 평가 테이블은 악취 센서 출력 레벨, 먼지 센서 출력 레벨, 양 센서 가산치 및 오염도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테이블이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악취 센서(154)의 출력 레벨을 0 내지 3으로 하고, 먼지 센서(153)의 출

력 레벨을 0 내지 3으로 하고 있다. 각각 4단계에서 악취의 양 및 먼지의 양을 출력한다. 악취 센서 출력 레벨은 값이 클수

록 공기 중의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먼지 센서 출력 레벨은 값이 클수록 공기 중의 먼지의 양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값이다. 가산치는, 악취 센서 출력 레벨과 먼지 센서 출력 레벨의 합이다. 가산치는 O 내지 6 사이의

값이다.

악취 센서 출력 레벨과 먼지 센서 출력 레벨에 오염도가 대응시켜져 있다. 가산치가 동일한 값이라도 오염도가 다른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악취 센서 출력 레벨이 1이고, 먼지 센서 출력 레벨이 2인 경우에 가산치는 3이 되어, 오염도는 1이 대

응시켜져 있다. 한편, 악취 센서 출력 레벨이 3이고 먼지 센서 출력 레벨이 0일 때에는 가산치는 3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염

도는 2가 대응시켜져 있다. 이는 악취 센서 출력 레벨이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량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내는 3으로 되어 있

으므로, 이 경우에는 오염도를 1로 하는 것이 아닌 2로 하도록 대응시키고 있다.

도면에서는, 클린 사인 램프의 표시색을 오염도에 대응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오염도가 0인 경우에는 클린 사인 램프

(114)는 녹색으로 점등하고, 오염도가 1인 경우에는 클린 사인 램프(114)는 주황색으로 점등하고, 오염도가 2인 경우에는

클린 사인 램프(114)는 적색으로 점등한다. 또한, 도면 중 미검출 모드라 하는 것은, 악취 센서(154)와 먼지 센서(153)의

출력 레벨이 안정될 때까지 사이의 모드이다. 이 동안에 오염도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미검출 모드라 하고 있다. 이 경우,

클린 사인 램프(114)는 녹색, 주황색, 적색의 순으로 점등한 후 적색, 주황색, 녹색의 순으로 점등한다. 이 색을 변화시키는

점등 표시를 반복한다. 이와 같이, 클린 사인 램프(114)가 색을 변화시켜 점등함으로써, 오염도가 아직 평가되어 있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오염도를 0, 1, 2의 3개의 레벨로 하였지만, 오염도는 이에 한정되는 일 없이 이보다 많은 오염도를 설정해

도 좋고, 또한 이보다 적은 2개의 레벨로 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악취 센서(154)와 먼지 센서(153)의 2

개의 센서의 출력치를 기초로 하여 오염도를 검출하도록 하였지만, 어느 한 쪽의 센서 출력을 이용하여 오염도를 검출하도

록 해도 좋다.

도15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 실행되는 운전 모드 결정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도이

다. 운전 모드 결정 처리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제어부(150)에서 실행되는 처리이다. 도15를 참조하여, 운전 모드 결정

처리에서는 먼지 센서(153) 및 악취 센서(154)의 출력 레벨을 기초로 하여 상술한 오염도 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여 오염도

가 검출된다(스텝 S01). 그리고, 검출된 오염도를 기초로 하여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스텝 S02).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스텝 S03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08로 진행한다. 스텝 S02에 있어서,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텝 S01에서 검출된 오염도가 1 이상인 경우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음 스텝 S03에서는 온도 센서(151) 및 습도 센서(152)의 출력치가 취득된다. 그리고, 스텝 S04에 있어서 취득된 온도

센서의 출력치가 25 ℃ 이상이고, 또한 습도 센서의 출력치가 70 ％ 이상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온도 센서의 출력치 및

습도 센서의 출력치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스텝 S06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05로

진행한다. 스텝 S04에 있어서의 판단은 실내 공기의 상태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온도의 임계치(25 ℃) 및 습도의 임계치(70 ％)는 이에 한정되는 일 없이 이들에 가까운 값이면 좋다.

스텝 S05에서는 스텝 S03에서 취득된 온도 센서의 출력치가 18 ℃ 이하이고, 또한 습도 센서의 출력치가 40 ％ 이하인지

의 여부가 판단된다. 온도 센서의 출력치 및 습도 센서의 출력치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스텝 S06으로 진행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07로 진행한다. 스텝 S05에 있어서의 판정은 실내의 공기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

식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도의 임계치(18 ℃) 및 습도의 임계치(40 ％)는 이에 한정

되는 일 없이 이에 가까운 값이면 좋다.

스텝 S06에서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로 설정된다. 이에 의해, 이온 발생 장

치(10)로부터는 많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되게 된다. 이 경우, 표시부(103)에 있어서는 예측 정화중 램프

(113)가 점등하고,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청색으로 점등한다.

한편, 스텝 S07에서는 예측 정화 모드로는 설정되지 않으며, 클린 모드로 설정된다. 이에 의해,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는 스텝 S06에서 설정된 운전 모드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도 적은 통상의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된다. 표시부

(103)의 표시는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소등하고,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청색으로 점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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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텝 S02에 있어서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스텝 S08로 진행한다. 스텝 S08에서는 온도

센서(151)와 습도 센서(152)의 출력치가 취득된다. 이 스텝은 스텝 S03에서 행해지는 처리와 동일한 처리이다.

스텝 S09는 스텝 S04와 동일한 처리이며, 스텝 S08에서 취득된 온도 센서(151) 및 습도 센서(152)의 출력치를 이용하여

온도가 25 ℃ 이상 또한 습도가 70 ％ 이상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온도 및 습도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스텝 S11

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10으로 진행한다.

스텝 S10은 상술한 스텝 S05와 동일한 처리이다. 온도가 18 ℃ 이하 또한 습도가 40 ％ 이하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는 스텝 S11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12로 진행한다.

스텝 S11에서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로 설정된다. 이 운전 모드는 스텝

S06에서 설정되는 운전 모드와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실내의 공기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 중 어느 하나에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고, 또한 그 발생시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통상의 양보다도 많게 한다.

한편 스텝 S12에서는,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가 이온 컨트롤 모드로 설정된다. 스텝 S12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실내 공기의 상태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도 아니며,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실내의 공기 중에 곰팡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할 확률이 낮으

므로 이온 발생 장치(10)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마이너스 이온을 플러스 이온보다도 많이

발생시킨다. 표시부(103)의 표시는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소등하고,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녹색으로 점등한다.

제어부(150)에서는, 스텝 S06, S07, S11, S12에 있어서 각각의 운전 모드에 따라서 전압 구동 회로(20)를 제어한다. 전압

구동 회로(20)는 제어부(150)에 의해 제어되고, 운전 모드에 따라서 정해지는 구동 전압을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한

다.

이온 발생 장치(10)는,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가 인가되면 발생되는 이온의 양이 많다. 또한, 인가하는 전압 펄스의 듀

티비를 변화시킴으로써도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온 발생

장치(10)는 인가되는 전압 펄스의 주기를 일정하게 한 조건에서는, 듀티가 50 ％인 경우보다도 100 ％인 경우 쪽이 발생하

는 이온의 양이 많다. 전압 구동 회로(20)는 듀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제어할 수 있다.

도16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의 운전 모드와 팬 모터 출력 및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전

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는,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전압은 듀티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예로 나타내

고 있다. 도16을 참조하여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를 ●표로 나타내고,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를 ×

표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클린 모드와 이온 컨트롤 모드를 이온 모드의 란에 기재하고 있다. 즉,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 있어서는 운전 모드에는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의 클린 모드와,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의

클린 모드와,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의 이온 컨트롤 모드의 3개의 모드가 있다.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실내의 공기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제1 상태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

운 제2 상태의 경우이다. 클린 모드와 이온 컨트롤 모드의 차이는, 클린 모드의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

는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고, 이온 컨트롤 모드의 경우에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이온은 마이너스 이

온이 플러스 이온보다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클린 모드에 있는 경우라도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

이너스 이온의 발생량이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보다도 많이 발생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10)에서 발생하는 이온의 양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비율

을 말하며, 팬 모터 출력과 관계된다. 여기서는, 팬 모터 출력을 풍량으로 나타내고 그 풍량을 풍량 1 내지 풍량 6의 6 레벨

로 분류하고 있다. 풍량 1보다도 풍량 6 쪽이 풍속이 빠르다.

또한, 인가하는 전압 듀티가 커지면 발생하는 방전음도 커지므로, 팬 모터의 출력이 작고 풍절음이 작은 경우에는 이온 발

생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전음도 작은 쪽이 바람직하며, 팬 모터의 출력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 듀티를 바꿈으로써 제품

전체적으로 조용한 운전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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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느린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 상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진다. 이로 인해, 이온 발생 장치(10)가 실제로

공기를 이온화하는 양이 적어도 이온 농도는 높아진다. 이로 인해, 풍량 6이고 듀티 50 ％에 있어서의 이온 농도보다도, 풍

량 1이고 듀티 20 ％에 있어서의 이온 농도 쪽이 높아진다. 따라서, 예측 정화 모드에 있는 경우의 풍량 2 및 듀티 20 ％에

있어서의 이온 농도 쪽이, 예측 정화 모드에 없고 또한 클린 모드에 있는 경우의 풍량 6 및 듀티 50 ％에 있어서의 이온 농

도보다도 커진다. 따라서, 예측 정화 모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량은 예측 정화 모드에 없는 경우의 그것보다도 커진다.

또한 풍속이 느린 경우에는 풍절음도 작아, 전체의 운전음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온 발생 장치가 발생하는 방전음도 작

은 쪽이 바람직하며 전압 듀티는 작은 쪽이 좋다. 반대로 풍속이 빠른 경우에는 풍절음도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발생 장치가

발생하는 방전음이 커도 전체의 운전음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 신경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풍량 5 또는 6이고 듀티 100 ％

로 함으로써 제품 전체의 운전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정음성도 실현한 후에 원하는 이온 농도도 실현하게 된다.

또한, 도16에서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의 표시 태양도 각각의 모드에 맞추어 나타내고 있다. 즉, 예측 정화 모드에 없

는 경우의 클린 모드에 있어서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청색으로 점등한다. 또한, 예측 정화 모드이며 또한 클린 모드

에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5초 주기로 천천히 청색의 점멸을 반복한다.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청

색으로 점멸함으로써 예측 정화 모드의 운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예측 정화 모드에 없고 이온 컨트롤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는 녹색으로 점등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 있어서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스텝 S04 또는 스텝 S09에서 "예")인 경우,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스텝 S05 또는 스

텝 S10에서 "예")인 경우에는 통상의 발생량보다도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곰팡이나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 등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발생시켜 곰팡이나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등의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는 실내의 공기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에 없는 경우(스텝 S04

에서 "아니오")이며,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어려운 상태(스텝 S05에서 "아니오")에 있는 경우에는 이온 발

생 장치(10)로부터 통상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실내에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쉬

운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부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내의 부유 세균을 더욱 살균할 수 있다. 또

한,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는 전압은 방전 빈도가 낮은 전압 펄스 또는 듀티가 작은 펄스가 인가되므로 소비 전력이

적어지는 동시에 방전음도 작아진다.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는 실내가 오염되어 있지 않으며(스텝 S02에서 "아니오") 또한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는 상태(스

텝 S09에서 "아니오")에 있고,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는 상태(스텝 S10에서 "아니오")에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이온보다도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발생시키는 이온 컨트롤 모드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실내의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향상되므로 사람을 리프레쉬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지 않아 부유 세균이 번식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는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에는(스텝 S02에서 "예") 운전 모드가

클린 모드로 설정된다(스텝 S06 또는 스텝 S07). 이로 인해,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된

다. 실내의 공기가 오염된 경우에는 부유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킴으로

써 공중에 포함되는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실내가 오염되어 있고(스텝 S02에서 "예") 또한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스텝 S04에서 "예")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스텝 SO5에서 "예")에 있을 때에는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실내의 상태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에 있을 때에, 플

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부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방

전 빈도가 높거나 또는 듀티가 큰 전압 펄스가 이온 발생 장치(10)에 인가되기 때문에 항상 방전 빈도가 높거나 또는 듀티

가 큰 전압 펄스를 인가해 둘 필요는 없어, 이온 발생 장치(10)의 소비 전력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는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가 인가되면, 방전 빈도가 낮은 전압 펄스가 인가되는 경우에 비해 발생하는 소리가 커진다. 이

로 인해, 소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를 인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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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발생 장치(10)는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 또는 듀티가 큰 전압 펄스가 인가되면, 방전 빈도가 낮은 전압 펄스 또는

듀티가 작은 전압 펄스가 인가되는 경우에 비해 열화 속도가 빠르다. 이로 인해, 이온 발생 장치(10)에는 방전 빈도가 높은

전압 펄스 또는 듀티가 큰 전압 펄스가 항상 인가되는 일이 없으므로 이온 발생 장치(10)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이온 발생 장치(10)를 구비한 공기 조절 장치(100)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이온 발생 장치(10)를,

제습 기능을 구비한 제습기에 적용하도록 해도 좋다. 제습기는 실내의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하여 실내의 습도를 소정 습도

로 유지한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습도로 유지하도록

실내의 습도를 조정하면 제습기에 의한 공기의 제습과 이온 발생 장치(10)에 의해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상승

효과에 의해 실내 공기를, 곰팡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로 할 수 있

다. 가령 실내의 상태가,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제습기에 의한 제습으로 습도를 낮게 함으로써 번

식의 방지와,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곰팡이를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제습기 대신에 가습 기능을 갖는 가습기로 하도록 해도 좋다. 가습기는 제습기와는 반대로 실내의 습도를 높이는 것

이다. 이로 인해, 실내의 습도가 낮아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가습기에 의해 가습

되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함으로써 번식의 방지와,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이온 발생 장치(10)를 실내의 공기를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하는 냉난방 기능을 갖는 공기 조화기 등에 적

용하도록 해도 좋다. 공기 조화기는 실내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함으로써 곰팡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온도로 하

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어려운 온도로 실내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내의 상태가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로 되었다고 해도 냉난방 기능에 의해 온도를 조정함으로써 곰팡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함으로써 번식의 방지와, 이온 발생 장치(10)로부터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온으로 곰팡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제습기, 가습기, 난방 장치, 냉방 장치를 조합한 공기 조화기에 이온 발생 장치(10)를 적용하도록 해도 좋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소정의 상태를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실내 공기의 상태로 하고,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온

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제1 상태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제2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제1 상태를 온도가 25 ℃ 이상이고 습도가 70 ％ 이상인 상태로 하고, 제2 상태를 온도가 18 ℃ 이하이

고 습도가 40 ％ 이하인 상태로 하였다. 그러나, 제1 상태와 제2 상태는 이에 한정되는 일 없이, 제1 상태는 곰팡이균이 번

식하기 쉬운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상태이면 좋고, 제2 상태는 바이러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

운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상태이면 좋다.

도17은 소정의 상태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종축에 온도를, 횡축에 습도를 취하여 온도와 습도로 정

해지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제1 상태는 온도가 13 ℃ 이상이고 습도가 70 ％ 이상인 영역을 포함한다. 제2 상태는 온도

가 13 ℃ 이하이고 습도가 0 ％ 이상 100 ％ 이하인 영역과, 온도가 13 ℃ 이상 24 ℃ 이하이고 습도가 0 ％ 이상 40 ％ 이

하인 영역과, 온도가 24 ℃ 이상 34 ℃ 이하이고 습도가 0 ％ 이상 25 ％ 이하인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1 상태는 온도가 25 ℃(제1 온도) 이상이고 습도가 70 ％(제1 습도) 이상인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제2 상태는,

온도가 18 ℃(제2 온도) 이하이고 습도가 40 ％(제2 습도) 이하인 영역을 포함한다. 제2 온도는 제1 온도보다도 낮고, 제2

습도는 제1 습도보다도 낮다.

도17에 나타낸 소정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 도15에 나타낸 운전 모드 결정 처리에 있어서는, 스텝 S04 또는 스텝 S09

에 있어서는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1 상태에 있는 경우에 참

이라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짓이라 판정한다. 또한, 스텝 S05 또는 스텝 S10에 있어서는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

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2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에 참이라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짓이라 판정한다.

[제2 실시 형태]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는 도15에 나타낸 운전 모드 결정 처리가 실행되면, 예측 정화

모드로 할지 여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A)에 있어서는, 운전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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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화 모드로 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

(100A)는 운전 모드를 예측 정화 모드로 절환하기 위한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를 갖고 있다. 또한, 실내 공기의 상태

가 예측 정화 모드에서의 운전에 적합한 상태인 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하, 제1 실시 형태에 있어

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와 다른 점을 설명한다.

도18a 및 도18b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A)의 외관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2 공기 조절 장치

(100A)는 중앙 패널(102) 상부에 통지 램프(301)를 구비하고, 상면 패널(104)에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를 구비

하고 있다.

통지 램프(301)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상술한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가 된 경우에 점등 또는 점멸하는 램프이다. 이에 의

해,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통지 램프(301)는 예를 들어

액정 표시 장치, 음극선관(CRT), 전기장 발광 등의 표시 장치, 또는 스피커, 버저 등의 소리 출력 장치라도 좋다. 또한 표시

장치와 소리 출력 장치를 조합하도록 해도 좋다.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메세지로서,「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입

니다」를 표시하거나,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의 조작을 재촉하기 위한 메세지로서, 예를 들어「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등을 표시하도록 해도 좋다. 소리 발생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메세지를 음성 출력시

키거나 경고음(멜로디를 포함함)을 출력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통지 램프(301)는 공기 조절 장치(100A) 자체에 설치하

거나, 또는 그와는 별도로 리모트 컨트롤러(130)에 설치하도록 해도 좋다.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한 조작을 접

수하기 위한 입력 스위치이다. 사용자의 조작이 접수되면 공기 조절 장치(100A)는 예측 정화 모드에서의 운전을 개시한

다. 또한,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는 공기 조절 장치(100A) 자체에 설치하거나, 또는 그와는 별도로 리모트 컨트

롤러(130)에 설치하도록 해도 좋다.

도19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A)에서 실행되는 운전 모드 결정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운전 모드 결정 처리는 공기 조절 장치(100A)의 제어부(150)에서 실행되는 처리이다. 도19에 나타낸 운전 모드 결정 처리

는, 도15에서 나타낸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에서 실행되는 운전 모드 결정 처리와 다른 부분은 스

텝 S05와 스텝 S06 사이에 새로운 스텝 S05A 및 스텝 S05B를 추가한 점과, 스텝 S10 스텝 S11 사이에 새로운 스텝 S10A

및 스텝 S10B를 추가한 점이다. 스텝 S01 내지 스텝 S05까지의 처리, 스텝 S08 내지 스텝 S10까지의 처리는 도15에서 설

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스텝 S04 또는 스텝 S05에서 "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 S05A로 진행한다. 즉, 스텝 S05A로 진행하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스텝 S05A에서는 통지 램프(301)를 점등 또는 점멸한다. 이에 의해,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것이 사용자에 알려진다.

다음 스텝 S05B에서는,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가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자에 의한

조작이 검출되면 스텝 S06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07로 진행한다.

한편, 스텝 S09 또는 스텝 S10에서 "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 S10A로 진행한다. 즉, 스텝 S10A로 진행하는 것은 온

도와 습도로 정해지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스텝 S10A의 처리는 스텝 S05A의 처리와 동일하며, 통지 램프(301)를 점등 또는 점멸한다. 이에 의해, 실내 공기의 상태

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것이 사용자에게 알려진다.

다음 스텝 S10B는 스텝 S05B의 처리와 동일하며,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가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여부

를 판정한다. 사용자에 의한 조작이 검출되면 스텝 S11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12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에 있어서는 통지 램프(3O1)를 점등 또는 점멸함으로써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예측 정화 모드 운전 스위치(303)에 의한 사용

자의 지시를 기다려, 운전 모드를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로 설정한다.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인 경우에는, 이

온 발생 장치(10)로부터는 통상 상태보다 많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되게 된다. 또한, 표시부(103)에 있어서

는 예측 정화중 램프(113)가 점등하고, 클러스터 이온 램프(115)가 청색으로 점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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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A)에서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려 운전 모드를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공기 조절 장치

(100A)의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인 경우에는, 다른 운전 모드에 비해 이온 발생 장치(10)의 소비 전력

이 많아 발생하는 소리가 크고 열화 속도가 빠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공기 조절 장치(100A)의 운전 모

드를 예측 정화 모드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소비 전력을 절약하고 소음 운전으로 하여, 이온 발생 장치(10)의

라이프 사이클을 장기화시킬지 곰팡이균 또는 바이러스의 번식을 방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1 또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 100A)에서는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

에 있는 경우, 즉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

(100A)에 있어서는,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 다른 운전 모드에 비해 이온 발생 장치(10)의 이온 발생량을

많게 하였다. 이 대신에, 운전 모드가 예측 정화 모드 또한 클린 모드에 있는 경우에 이온 발생 장치(10)를 구동하여 이온을

발생시키고, 다른 운전 모드(통상인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이온 발생 장치(10)를 구동하지 않아 이온을 발생시키지 않도

록 제어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실내 공기의 상태가 제1 상태 또는 제2 상태에 있는 경우[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100A)에 있어서는,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만 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유 세균을 효율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기의 상태가 부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경우에만 이온 발생 장치(10)를 구동하면 되므로, 이

온 발생 장치(10)의 구동 제어가 용이해지는 동시에 소비 전력을 절약하고 소음 운전으로 하여 이온 발생 장치(10)의 라이

프 사이클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금회 개시된 실시 형태는 모든 점에서 예시이며 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설명

이 아닌 청구범위에 의해 개시되며, 청구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정면도이다.

도1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2는 도1a의 II-II선 단면도이다.

도3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표시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4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운전 모드와 표시부의 표시 내용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5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리모트 컨트롤러의 평면도이다.

도6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회로 블록도이다.

도7a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7b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개략 구성을 도시한 측면도이다.

도8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전압 인가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9a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전압 인가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펄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9b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전압 인가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펄스를 나타낸 다른 도면이다.

도10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11a는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펄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1b는 변형된 전압 인가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펄스를 나타낸 다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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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a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12b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이온 발생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한 다른 도면이다.

도13은 변형된 이온 발생 장치에 접속되는 전압 인가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14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에서 이용되는 오염도 평가 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5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에서 실행되는 운전 모드 결정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16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의 운전 모드와 팬 모터 출력 및 이온 발생 장치에 인가되는 전압의 관계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17은 소정 상태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8a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18b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의 외관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19는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공기 조절 장치에서 실행되는 운전 모드 결정 처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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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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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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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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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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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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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3

등록특허 10-0725576

- 28 -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725576

- 29 -



도면16

도면17

등록특허 10-0725576

- 30 -



도면18a

도면18b

등록특허 10-0725576

- 31 -



도면19

등록특허 10-0725576

- 3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8
	도면9a
	도면9b
	도면10
	도면11a
	도면11b
	도면12a
	도면12b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a
	도면18b
	도면1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발명의 목적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21
도면 21
 도면1a 22
 도면1b 23
 도면2 23
 도면3 24
 도면4 24
 도면5 25
 도면6 25
 도면7a 26
 도면7b 26
 도면8 26
 도면9a 26
 도면9b 27
 도면10 27
 도면11a 27
 도면11b 27
 도면12a 28
 도면12b 28
 도면13 28
 도면14 29
 도면15 29
 도면16 30
 도면17 30
 도면18a 31
 도면18b 31
 도면19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