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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을 고르게 혼합시키고, 유기 미생물의 배양 환경을 최적화하여

유기 미생물의 활동성과 증식을 극대화 시키므로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효율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와 유

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의 자연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모여지는 가스집결실을 구비하고, 가스집결실

에는 탈취수단이 구비된 덕트를 하나 이상 구비하여 메탄가스 및 악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서 사용자에게 불

쾌감을 주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변공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칩, 미생물, 가스집결실, 탈취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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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측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평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탈취수단을 확대 도시한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배수장치를 확대 도시한 단면도.

도 6은 본 고안이 차량에 구비되어 이동되는 상태를 도시한 사용상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바이오칩 7: 음식물 쓰레기

100: 하우징 110: 투입구

111: 손잡이 120: 컨트롤부

130: 배출구 140: 캐스터

200: 수용부 210: 수납실

211: 바닥면 220:전열선

221: 외판 222:단열재

230: 가스집결실 240:전동팬

250: 탈취수단 251: 탈취히터

252: 탈취기 260: 덕트

261: 유입구 262: 배출구

270: 교반축 271: 상부날개

272: 하부날개 280: 호퍼

281: 압착분쇄롤러 282: 구동부

290: 배수장치 291: 걸름망

292: 배수구 293: 수조

294: 수위감지체 295: 히터

296: 가스이동관 300: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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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모터 320: 감속기

330: 밸트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효율적으

로 자연분해함과 동시에 그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음

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시 다량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박테리아와 같은 미

생물을 톱밥에 배양시킨 바이오칩(Bio chip)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 분해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에 적용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는 도 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유기 미생물을 배양시킨 톱밥인 바이오칩(1)이 일정한 높이로 채워진 수납실(2) 내부에 교반날개(3)가 회전

축 상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교반축(4)이 수평으로 설치되고, 상부에 뚜껑(6)이 힌지결합되어 상부로 음식물 쓰레기(7)

를 투입한 후 가동시키면 교반체(5)가 회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7)가 바이칩(1)과 혼합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교반체(5)의 교반날개(3)는 일정한 괘적을 그리면서 회전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와 바이오칩

(1)이 상하로만 이동하여 골고루 혼합되지 못하여 자연 분해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물론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송스크류(미도시됨)를 수평설치하여 회전시켜 음식물 쓰레기 및 바이오칩을 수평

으로 이동시키면서 혼합되게 하는 장치도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바닥에 접하는 면적이 많아져 공간활용성이 떨어지고, 이

송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바이오칩(1)이 상하로 골고루 혼합되지 못한채로 이동되어 음식물 쓰레기(7) 및 바이오칩(1)이

잘 혼합되지 못하므로 분해 효율의 저하 및 분해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편, 상기 유기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7)를 자연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및 악취가 발생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해 투입구를 열면 내부에 가득 차여 있던 메탄가스 및 악취가 열린 투입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되어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이 고르게 혼합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효율을 증대시키고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

해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바이오칩 내의 유기 미생물의 배양 환경을 최적화하고, 자연 분해시 발생 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는 음식물 쓰레기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와,

전원의 on/off 작동, 덕트가동 on/off, 작동유무상태 확인 및 타이머, 온도, 교반축 회동속도 등을 설정제어하는 컨트롤부

가 상부 일측에 구비되고, 하부측에는 배출구가 구비되며, 저면에는 다수개의 캐스터가 구비된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는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이 채워지는 수납실이 구비되고, 상기 수납실의 외주면에는 수납실내에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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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식 및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열선이 구비되며, 상기 수납실의 중앙에

는 수직으로 상하 양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교반축이 구비된 수용부와; 상기 수용부의 교반축에 회전력을 전달하

는 구동부; 로 구비된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의 수납실 상부 일측에는 미생물의 자연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모여지는 가스집결실을 구비하

고, 상기 가스집결실에 잔류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강제 흡입하여 제거하는 탈취수단을 갖춘 하나 이상의 이송덕트를 구

비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도면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측단면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평단면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의 탈취수단을 확대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고안의 배수장치를 확대

도시한 단면도이며, 도 6은 본 고안이 차량에 구비되어 이동되는 상태를 도시한 사용상태도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는 크게 외곽 하우징(100)과, 내부의 수용부(200)와, 구동부

(300)로 구성된다.

상기 하우징(100)은 상부 일측에 음식물 쓰레기(7)를 투입하는 투입구(110)를 구비하되, 상기 투입구(110)에는 손잡이

(111)가 구비되어 손잡이의 회전에 의해 투입구(110)가 잠기고 열리도록 하며, 투입구(110)의 외측 일면에는 전원의 on/

off 작동, 덕트가동 on/off, 작동유무상태 확인 및 타이머, 온도, 교반축 회동속도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부(120)를 구비하

여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모든 기능을 설정하고 제어하도록 한다.

상기 하우징(100)의 하부에는 약 6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바이오칩(1)을 배출시키는 배출구(130)를 구비하고, 하우징의 저

면에는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캐스터(140)를 구비한다.

상기 하우징(100)의 내부인 수용부(200)는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이 채워지는 수납실(210)을 구비하되, 상기

수납실(210)은 원형 통체로 이루어지며, 이의 외주면에는 수납실(210)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경우 50 내지 60℃의 온도

범위에서 활동성과 증식이 극대화되므로 그와 같은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전열선(220)을 배치하고 그 외부에 외판

(221)을 더 구비하여 그 사이에 단열재(222)를 채워 수납실(210)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한다.

여기에서, 상기 수납실(210)의 상부 일측에는 미생물의 자연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상승하여 모여지는 가스

집결실(230)을 구비하고, 상기 가스집결실(230)의 양측면과 상면에는 전동팬(240)에 의해 가스집결실(230)에 잔류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유입구(261)로 강제 흡입하여 탈취수단(250)에 의해 메탄가스 및 악취를 제거한 공기만 배출구(262)

를 통해 수납실(210)로 재유입하도록 형성한 덕트(260)를 구비한다.

상기의 탈취수단(250)은 덕트(260)내로 유입된 메탄가스 및 악취로 이루어진 공기가 탈취히터(251))를 통과하여 탈취 적

정온도인 250℃~350℃의 고열로 태워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백금촉매로 이루어진 탈취기(252)를 통과하면서 메탄가스

및 악취가 필터링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필터링 된 공기는 열과 함께 수납실(210)내로 재유입되어 미생물이 잘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도와주며, 약하게라

도 남아있는 악취는 재필터링 되므로 외부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게 된다.

상기 수용부(200)의 수납실(210) 상부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는 투입구(110)에 연결되는 호퍼(280)를 구비하고, 상

기 호퍼(280)의 하부에는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는 압착분쇄롤러(281)를 구비한다.

이때, 상기 압착분쇄롤러(281)는 수납실 외측에 구비된 구동부(282)에 의해 회전하는 구동롤러와 상기 구동롤러와 맞물려

구동롤러의 회전에 의해 함께 회전하는 피동롤러로 이루어지며, 상기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상기 수납실(210)의 중앙에는 수직으로 상하 양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교반축(270)이 구비되되, 상기 교반축(270)

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과 음식물 쓰레기(7)가 고르게 혼합되어 음식물 쓰레기(7)의 분해 효율을 증대시키

고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상부날개(271)와 하부날개(272)로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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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부날개(271)는 상하로 순환교반 되도록 사선방향의 경사면을 이루는 날개면과 이의 중심 일측면에 날개면를 지지

하는 지자바로 구성하여 교반축(270)에 수직으로 어긋나게 다수개 구비하되, 상기 양측 날개의 경사면이 서로 반대로 이

루어져 회전방향이 상하 일방향으로 순환되도록 한다.

상기 하부날개(272)는 수납실(210) 바닥부에 잔류하는 바이오칩(1)과 음식물쓰레기(7)가 상부로 이송되어 회전하면서 교

반되도록 날개면이 서로 반대로 경사져 대칭되게 한쌍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수납실(210)의 바닥면(211)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경사지게 형성하고, 상기 경사진 바닥면(211) 일측에는 하

나 이상의 배수장치(290)를 구비하되, 상기 배수장치(290)는 걸름망(291)이 갖춰진 배수구(292)와, 상기 배수구(292)에

서 배수된 물을 집수하는 수조(293)와, 상기 수조(293)의 수위 높낮이에 따라 배수구(292)를 자동개폐하는 수위감지체

(294)와, 상기 수조(293)의 집수된 물을 가열하는 히터(295)와, 상기 히터(295)에 가열된 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탈취수

단(250)의 일단부로 안내하는 가스이동관(296)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구동부(300)는 수납실(210)의 상부 외측에서 교반축(270)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동

모터(310)를 구비하고, 이에 수평으로 동력을 감속시키는 감속기(320)를 구비하며, 상기 구동모터(310)와 감속기(320)

그리고 감속기(320)와 교반축(270)에는 동력 전달용 체인이나 밸트(330)를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상기한 구동부(300)는 먼저, 구동모터(310)에 발생된 동력을 밸트(330)를 통하여 감속기(320)로 전달하여 동력을 감속시

키고, 감속된 동력은 밸트(330)를 통하여 교반축(270)으로 전달되어 교반축(270)을 서서히 회전시킨다.

상기 구동부(300)의 회전속도는 상기의 컨트롤부(120)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반축(270)이 회전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7)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은 상부날개(271)와 하부

날개(272)에 의해 전체적으로 상하 순환이 이루어져 고르게 혼합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효율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의 작동 상태를 상세히 설명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는 먼저, 투입구(110)를 개방시키기 전에 컨트롤부(120)의 덕트가동스위치를 누르면 수용

부(200) 내에 차여 있는 메탄가스 및 악취 특히 가스집결실(230)에 모여있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가스집결실(230)에 형성

된 세 곳의 덕트로 강제 흡입되어 탈취수단(250)을 통과하면서 고열로 태워져 필터링되어 메탄가스 및 악취가 제거된 공

기만 열과 함께 다시 수납실(210)내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메탄가스 및 악취를 제거시킨다. 이때 수납실(210)로 재유입되

는 따뜻한 공기는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도와주며, 약하게라도 남아있는 악취는 다시 수납실(210)로 유입되어

재필터링 되므로 외부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내지 10초동안 메탄가스 및 악취를 제거시킨 후 또는 투입구(110)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7)를 투입하는 동안

계속 악취가 제거 되도록 그 이상 시간으로 덕트가동 타이머를 조절한 후, 투입구(110)를 열고 수용부(210)내의 호퍼

(280)에 음식물 쓰레기(7)를 투입하고 투입구(110)를 닫은 다음, 최소 5 내지 10초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동시간을 조

절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처리장치를 작동시키면 호퍼(280)에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7)가 압착분쇄롤러(281)의 회전

에 분쇄되어 수납실(210) 내부로 떨어지고, 수납실(210) 내부의 음식물쓰레기(7)는 교반축(270)의 회전에 의해 유기 미생

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과 고르게 혼합된다.

이때, 교반축(270)에 형성된 상부날개(271)와 하부날개(272)에 의해 수납실(210)내로 방금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7)와

바닥부에 잔류하는 바이오칩(1)의 상하 순환으로 음식물 쓰레기(7)가 사방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

이오칩(1)과 고르게 혼합되는 것이다.

상기 교반축(270)의 회전은 모터(310)을 동작시키면 모터(310)의 구동축이 회전하게 되는데 그 회전력을 밸트(330)나 체

인을 통해 감속기(320)로 전달하여 전달된 회전력을 감속시킨다. 감속기(320)에 의해 감속된 회전력은 밸트(330)나 체인

으로 교반축(270)에 전달되어 교반축(270)을 회전시키는 것이다.

이때 수납실(210)내의 온도는 전열선(220)에 의해 미생물의 활동성과 증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정온도로 유지시켜

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7)는 염분을 최소화한 상태로 투입되어야 미생물의 활동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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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7)의 내용물, 쓰레기량과 처리장치의 용량 등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시간 이내에 자연분해되

고, 분해 과정을 통해 메탄가스 및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발생된 메탄가스 및 악취를 다음 음식물쓰레기(7)를 투입하기 위해 투입구를 개방하기 전에 덕트(260)내로 강제흡

입시켜 제거시킨 후 음식물쓰레기(7)를 투입시키므로서 메탄가스 및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주변공기의 오염을 방

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된 물은 수납실 바닥의 경사면을 타고 배수구로 배수되어 수조에 집수되되, 상기 수조의 물

이 가득차면 수위를 조절하는 수위감지체에 의해 배수관이 닫혀져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히터가 가동하여 물을 가열시

켜 증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는 가스이동관을 타고 탈취수단의 일단부로 유입되어 탈취수단(250)을 통

과하면서 메탄가스 및 악취가 제거된 공기만 열과 함께 다시 수납실(210)내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메탄가스 및 악취의 제

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조의 물이 증발되어 수위가 낮아지면 수위감지체에 의해 배수관이 열려 배수가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배수되는 물을 증발시킨다.

한편, 상기 수납실(210)의 내부에 채워지는 바이오칩(1)은 약 6개월 주기로 교체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해 처리장치는 소량 크기로 제작하여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량 크기로 제작하여 차량에 장착하고 이동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해 처리하므로 청결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고안의 실

시예와 실질적으로 균등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본 고안의 권리범위가 미친다.

고안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을 고르게 혼합시키고,

아울러 유기 미생물의 배양 환경을 최적화하여 유기 미생물의 활동성과 증식을 극대화 시키므로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의 자연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탈취수단에 의해 빠르

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서 메탄가스 및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주변공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식물 쓰레기(7)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110)와, 전원의 on/off 작동, 덕트가동 on/off, 작동유무상태 확인 및 타이머, 온

도, 교반축 회동속도 등을 설정제어하는 컨트롤부(120)가 상부 일측에 구비되고, 하부측에는 배출구(130)가 구비되며, 저

면에는 다수개의 캐스터(140)가 구비된 하우징(100)과;

상기 하우징(100)의 내부에는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이 채워지는 수납실(210)이 구비되고, 상기 수납실(210)

의 외주면에는 수납실(210)내에서 미생물의 증식 및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열선(220)이 구비되며, 상기 수납실(210)의 중앙에는 수직으로 상하 양단부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교반축(270)이

구비된 수용부(200)와;

상기 수용부(200)의 교반축(270)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구동부(300); 로 구비된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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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용부(200)의 수납실(210) 상부 일측에는 미생물의 자연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악취가 모여지는 가스집결실

(230)을 구비하고, 상기 가스집결실(230)에 잔류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강제 흡입하여 제거하는 탈취수단(250)을 갖춘

하나 이상의 덕트(260)를 구비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탈취수단(250)은 메탄가스 및 악취로 이루어진 공기를 탈취 적정온도인

250℃~350℃로 가온시키는 탈취히터(251)를 구비하고, 상기 탈취히터(251)에 의해 가온 된 공기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백금촉매로 이루어진 탈취기(252)를 구비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탈취수단(250)의 일단부에는 가스집결실(230)에 잔류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덕트(260)를 통하여 강제 흡입시키는

전동팬(240)을 더 구비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반축(270)은 유기 미생물이 포집된 바이오칩(1)과 음식물 쓰레기(7)가 상하로 순환 교반되도록 날개면이 사선방향

의 경사면을 이루는 다수개의 상부날개(271)와; 상기 수납실(210) 바닥부에 잔류하는 바이오칩(1)과 음식물 쓰레기(7)가

상부로 이송되어 회전하면서 교반되도록 서로 반대로 경사져 대칭되게 이루어진 한쌍의 하부날개(272);로 구비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 처리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200)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는 투입구(110)에 연결되는 호퍼(280)를 구비하고, 상기 호퍼(280)의 하부

에는 구동부(282)에 의해 회전하는 압착분쇄롤러(281)를 구비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처리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200)의 수납실(210)은 경사진 바닥면(211)을 이루고, 상기 경사진 바닥면(211) 일측에 하나 이상의 배수장

치(290)를 구비하되, 상기 배수장치(290)는 걸름망(291)이 갖춰진 배수구(292)와, 상기 배수구(292)에서 배수된 물을 집

수하는 수조(293)와, 상기 수조(293)의 수위 높낮이에 따라 배수구(292)를 자동개폐하는 수위감지체(294)와, 상기 수조

(293)의 집수된 물을 가열하는 히터(295)와, 상기 히터(295)에 가열된 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악취를 탈취수단

(250)의 일단부로 안내하는 가스이동관(296)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분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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