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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대 내의 캐비티에 장착되기에 적합한 식기 세척기(200)가 개시된다. 식기 세척기는 섀시가 없고, 래퍼나 캐비넷을 포
함하지 않고, 캐비티에 직접 장착된다. 또한, 수납가능한 서랍식 세척 시스템의 뚜껑(217)을 폐쇄시키는 메카니즘과 관련
된 다수의 실시예와 식기 세척기의 뚜껑을 밀폐하는 다수의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색인어

개스킷, 클로우저, 캐비넷, 캠-종동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기 세척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러나 오로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원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공
개(WO93/12706)에 개시된 종류의 식기 세척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WO 93/12706에 개시된 식기 세척기는 도 1 및 도 2에 일반적으로 나타낸 형태와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은 설
비 옵션을 가진다. WO 93/12706에 개시된 식기 세척기는 세척실 및 관련된 세척 시스템이 캐비넷 안에 서랍 형태로 미끄
러져 움직일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으며, 세척실의 개방형 상부를 통해 적재가능하도록 세척실을 수평으로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식기 세척기와 구별된다. 세척실을 집어 넣을 때, 관련된 뚜껑이 세척실의 상부를 밀폐하며, 이로써 작동시
에 세척액을 함유할 수 있게 된다. WO 93/12706의 식기 세척기는 캐비넷 또는 래퍼(wrapper)(203)를 포함하는데, 여기
에 모든 작업 구성요소가 수용된다. 캐비넷은 섀시 및 하이 피니쉬 래퍼(high finish wrapper)로서 기능한다. 식기 세척기
는 통상 주방 가구류(kitchen joinery)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독립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용될 때 하이
피니쉬 래퍼의 존재는 과잉 요소가 되어 불필요한 제조비용을 구성한다.

  WO 93/12706에서 세척실 뚜껑은 캐비넷 상부에 이동가능하게 보유되어 집어 넣어질 때는 세척실에 의해 맞물리는 단일
구조를 가지며, 평행사변형의 결합 장치 및 캠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세척실 상부 위로 끌어 내리게 되어 있다. 실제로, 다
른 종류의 세척실 뚜껑이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더 나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O 98/33426은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식기 세척기를 개시한다. 한 바람직한 형태에서 이 식기 세척기는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질 때 팽창형 개스킷을 사용하여 서랍을 밀폐시킨다. 그러나, 이는 제조 신뢰도와 사용자 만족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스킷 팽창 및 수축 시간은 서랍을 중간에 개방할 때의 지연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고무 개스킷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식기 세척기를 제공하고, 적어도 대중에게 유용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첫번째 양태로서 본 발명은 캐비티 안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세척 기구로서, 이 세척 기구는

  (a) 상기 캐비티의 적어도 한 내면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이송 수단;

  (b) 상기 이송 수단에 슬라이딩식으로 장착됨으로써 사용시 상기 캐비티로부터 수평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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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c) 상기 캐비티 내부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상기 캐비티 안으로 상기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상기 세척실
의 개방형 상부를 덮는 세척실 클로우저를 포함하며,

  (d) 상기 클로우저는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질 때 상기 테두리 근처에서 상기 세척실의 상부와 통합됨으
로써 세척액이 세척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외연 수단을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송 수단은 상기 캐비티의 적어도 한 내면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고정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클로우저는 강성 뚜껑인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외연 수단은, 상기 뚜껑 밑면의 외연 둘레에 배치되어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
질 때 상기 세척실 테두리와 상호-맞물리도록 된 밀폐 부재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세척 기구는, 상기 캐비티 내부의 정지 지점에서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된 캠 표면, 상기 클로우저에 연
결되고 상기 캠 표면과 상호동작하도록 적합하게 된 캠-종동자, 그리고 상기 캠-종동자와 상기 캐비티 내부의 정지 지점
사이에서 압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탄성변형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으로 가
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
으로 이동시키는 캠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에서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며,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다.

  또 다르게는, 상기 세척 기구는, 각 부재의 한 단부는 상기 이송 수단에 경첩식으로 연결되고 각 부재의 나머지 단부는 상
기 클로우저에 경첩식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경첩식 연결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
하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
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결합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
에서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며,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
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다.

  또 다르게는, 상기 뚜껑은 캐비넷 상부 아래의 고정 위치에 장착되어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세척실 상부를 덮도록 배
열되며, 상기 세척실 테두리는 뒤쪽보다 앞쪽이 더 높도록 균등하게 경사져 있고, 상기 뚜껑은 앞쪽보다 뒤쪽이 더 높도록
깊이 있게 상응하여 경사진 외연 플랜지를 가지며, 탄력 있는 밀폐 부재가 상기 뚜껑 밑면의 외연 둘레에 배치되고, 그리고
상기 뚜껑의 수직 위치는 상기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밀폐 부재가 상기 세척실의 테두리에 의해 맞물려 압착되
도록 하는 위치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클로우저는, 상기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는 확장되어 상기 세척실의 개방형 상부를 덮고, 상기 세
척실이 꺼내질 때는 수축되어 상기 세척실의 개방형 상부를 열도록 된 가요성 부재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요성 부재는 한 단부에서 상기 테두리의 원단부에 고정되고 나머지 단부에서 스프링-하중식 롤러
상에 고정된 가요성 시트이며, 상기 롤러는 캐비넷의 앞쪽 개구 근처에서 상기 테두리의 근단부 위로 상기 캐비넷의 상부
에 장착되어, 세척실이 꺼내질 때 상기 가요성 부재의 실질적으로 전면적을 들어 올린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요성 부재는 콘서티나 형상이며, 한 단부에서 상기 테두리의 원단부에 고정되고 나머지 단부에서
상기 캐비넷 앞쪽 개구의 상부에 고정된다.

  두번째 양태로서 본 발명은

  (a) 수평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슬라이딩식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b) 세척실 클로우저, 및

  (c) 정지 지점에서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된 캠 표면, 상기 클로우저에 연결되고 상기 캠 표면과 상호동작하도록 적합하게
된 캠-종동자, 그리고 상기 캠-종동자와 정지 지점 사이에서 압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탄성변형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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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
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캠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고,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세척 기구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상기 탄성변형 부재에 의해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향한 힘이 상기
클로우저에 가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탄성변형 부재는 토션 스프링이다.
세번째 양태로서 본 발명은

  (a) 수평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슬라이딩식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b) 세척실 클로우저, 및

  (c) 각 부재의 한 단부는 정지식 피벗 지점에 경첩식으로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각 부재의 나머지 단부는 상기
클로우저에 경첩식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경첩식 연결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
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결합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고,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
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세척 기구이다.

  본 발명의 네번째 양태는 각각의 세척실을 위한 세척실 클로우저와 적어도 하나의 슬라이딩식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포
함하는 자동 식기 세척기용의 개스킷에 있어서,

  (a) 제1 원거리 엣지와 제1 근거리 엣지를 갖는 제1 하방으로 대면하는 가요성 플랜지로서, 상기 제1 근거리 엣지는 상기
클로우저의 바닥면에 대해 0°내지 90°사이의 각도에서 외연 둘레로 상기 바닥면에 부착되는, 상기 제1 하방으로 대면하는
플랜지; 및

  (b) 제2 원거리 엣지와 제2 근거리 엣지를 갖는 제2 하방으로 대면하는 가요성 플랜지로서, 상기 제 2근거리 엣지는 상기
제1 각도와 컨커런트하게 90°내지 180°사이의 제2 각도에서 상기 제1 플랜지의 제1 원거리 엣지에 부착되는, 상기 제2
하방으로 대면하는 플랜지를 포함하고,

  사용중에 상기 제1 및 제2 플랜지는 상기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의 개구와 완전히 맞물릴 때 상기 제1 원거리 엣지 및
상기 제2 원거리 엣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하를 받도록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식기 세척기용 개스킷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 각도는 45°

  바람직하게 상기 제2 각도는 135°

  바람직하게 상기 개스킷은 단면이 "L"자 형상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구성에서 많은 변화와 다양한 실시예와 응용이 첨부된 청구범위에 한정
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 개시된 내용은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고 결코 한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또한 다음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발명의 식기 세척기의 개략도이고,

  도 2 및 도 3은 식기 세척기의 배관 및 배선 시스템과 함께 세척실의 개방 위치와 폐쇄 위치를 각각 보여주는 개략도이고,

  도 4 내지 도 6은 WO 93/12706호의 발명과 본원 발명의 종류의 식기 세척기가 주방 시설에서 모듈 방식으로 장착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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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2-서랍형" 단일 캐비넷 식기 세척기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8은 도 7의 캐비넷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9는 서랍 정면 단면과 함께 진열대 아래에 장착된 세척 시스템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를 보여주는 정면
도이고,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세척 시스템의 상세도이고,

  도 11은 서랍 정면 단면과 함께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캐비넷 뚜껑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의 정면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에서 서랍을 끌어 내었을 때의 측면도이고,

  도 14는 강성 뚜껑을 사용하여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추가의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5는 가요성 클로우저 부재를 사용하여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6 및 도 17은 가요성 클로우저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8 및 도 19는 강성 뚜껑으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추가의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0 및 도 21은 팽창형 개스킷을 사용하여 강성 뚜껑으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수단의 개략도이고,

  도 22는 도 20 및 도 21에 도시된 밀폐 방법을 구현한 식기 세척기의 부분도이고,

  도 23 및 도 24는 강성 뚜껑으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5 및 도 26은 강성 뚜껑으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추가의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7은 경첩식 암을 사용하는 클로우저 개방 메카니즘의 측면도이고,

  도 28은 도 27에서 따로 분리한 결합 장치의 상세도이고,

  도 29는 따로 분리한 뚜껑 개스킷의 측면도이고,

  도 30은 롤러와 캠을 사용하는 클로우저 개방 메카니즘의 측면도이고,

  도 31은 도 30에서 따로 분리한,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의 결합 장치의 상세도이고,

  도 32는 도 30에서 따로 분리한, 세척실이 부분적으로 꺼내질 때의 결합 장치의 상세도이고,

  도 38은 고정식 뚜껑이 사용된 경우 세척실을 폐쇄하기 위한 다른 구성의 개략도이고,

  도 39는 이동식 밀폐 지지 캐리어를 사용함에 의한 고정식 뚜껑이 사용된 경우에 세척실을 폐쇄하기 위한 다른 구성의 개
략도이고,

  도 40은 세척실 및 축적된 스프링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끌어 내려져 세척실을 폐쇄하는 관련된 뚜껑의 단면 개략도이고,

  도 41은 도 40에 예시된 메카니즘의 등축 단면도이고,

  도 42는 무한 벨트를 사용하는 세척실용 클로우저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고,

  도 43 및 도 44는 세척실 클로우저의 보충 밀폐 부재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5 내지 도 47은 스프링-하중 캠과 캠-종동자 뚜껑 하향 메카니즘을 채용하고 있는 세척실 클로우저 시스템의 개략도
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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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식기 세척기(200)는 도 1에 도시된 종류의 것이다. 정면 패널(202)과 함께 고정된 세척실(201)(모든 세척 시
스템 구성요소를 가짐)은 '서랍'식 배열로 캐비넷(203) 내부에 슬라이딩식으로 장착되어 있다. 세척실은 개방형 상부를 가
지며, 식기를 넣고 뺄 수 있도록 캐비넷으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꺼내질 수 있고, 세척하는 동안에는 캐비넷(203) 안으로
집어 넣어질 수 있다. 모터와 펌프를 포함하는 세척 및 배수 시스템이 세척실(201) 내부에 고정된다. 가요성의 연결 배선
및 배관(228)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방식으로 캐비넷 내부의 관련된 종점에 세척실을 연결시킨다. 식기 세척기 제어기
는 캐비넷이나 또는 슬라이딩식 세척 시스템 내에 장착될 수 있다.

  본 식기 세척기는 종래의 정면에서 적재하는 가정용 식기 세척기의 약 절반 정도의 높이를 갖도록 구성된다. 이 형태에서
식기 세척기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다수의 그러한 식기 세척기 중 하나로서, 더 통상적으로는 한 쌍의 식기
세척기 중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6은 이러한 모듈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식기 세척기를 사용
하는 설치 개념을 보여준다. 도 4에서 이러한 2개의 식기 세척기(200)는 전형적으로 바닥면으로부터 850 내지 900mm 위
에 있는 싱크대(1) 밑에서 하나가 나머지 하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5에서 2개의 식기 세척기(200)는 싱
크대(1)의 개수통 형성부의 측면에 하나씩 장착되어 있다. 도 6에서는 1개의 식기 세척기(200)가 싱크대(1) 밑에 있다. 감
소된 높이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식기 세척기는 또한 진열대 장착될 수도 있다.

  도 4로부터, 2개의 모듈형 식기 세척기 유닛(200)이 하나가 나머지 하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종래의 식기 세척기의 외부 치수와 유사하다. 도 5에서와 같이 진열대 상부의 바로 아래에 나란히 설치된 2개의 모듈형 유
닛(200)은 종래의 식기 세척기와 동일한 용량을 제공하지만 식기 세척기의 아래쪽 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몸을
굽혀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설치시 2개의 개별 모듈을 한 쌍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쌍 배열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상하' 구조
로 된 2개의 식기 세척기가 단일의 외부 싸개 또는 캐비넷 안에 제조되어 설치시 단일 기계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2-
서랍형 기계가 도 7에 도시되며, 이것은 2-서랍형 세척실(202a 및 202b)을 수용하고 있는 단일 캐비넷(203)을 포함한다.
서랍 정면에는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계기판이 각각 제공된다.

  이 종류의 2-서랍형 기계는 작동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허락한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1개의 모듈이 작동하거나, 또는 잡다한 식기들에 대해 2개의 모듈이 동시에 작동한다. 각 모듈은 가장 큰 품목의 식기
를 수용할 수 있고, 이 개념은 큰 품목들을 위한 증가된 용량을 제공한다.

  2. 1개 또는 2개 모듈의 작동, 그러나 동시일 필요는 없으며, 각 모듈은 약간 더럽거나 또는 아주 더러운 식기 중 어느 한
쪽을 가지고, 적합한 세척 프로그램이 각 모듈에 적합하도록 설정된다.

  3. 1개의 모듈은 더러운 식기로 점차 채워지고, 반면 두번째 모듈은 깨끗한 식기가 다시 사용됨에 따라서 비워진다. 위생
상의 이유 때문에 이것은 단일 식기 세척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

  4. 1개의 모듈은 약간 더러운 식기에 대해 프로그램되고, 나머지 한 모듈은 아주 더러운 식기에 대해 프로그램된다.

  5. 1개의 모듈은 더러운 식기들로 채워지자 마자 스위치가 켜진다. 즉, 더 적은 식기가 효과적으로 세척될 수 있다.

  기본 모듈

  서랍형 식기세척기의 이전 버전이 캐비넷과 섀시를 포함했던 반면,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의
개선점은, 가구류에 직접 고정되고 캐비넷이나 섀시를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본 모듈
(300)은 캐비티(310) 내부의 인접한 수직 부재(302)에 볼트나 나무 나사 같은 어떤 적합한 고정 수단(301)에 의해 부착될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기본 모듈(300)은, 세척실(308)이 꺼내질 때, 진열대(304)의 수직 부재(302)에 의해서 어떤 심한
힘도 견딜 것이다.

  세척실(308)은 기본 모듈(300)과 일체로 된 슬라이딩 레일(306)에 의해 캐비티(310)의 안팎으로 미끄러져 움직인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기본 모듈(300)은 효과적으로는 슬라이딩 레일(310)과 수직 부재(302) 사이의 밑받침과 물
의 공급 및 폐기를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앞서 설명된 이런 방식에서, 2개의 이러한 세척 모듈은 동일한 캐비티 안에 상하
구조로 위치될 수도 있거나, 또는 인접한 캐비티 안에 나란히 위치할 수도 있다.

  서랍 클로우저

  여기 제안된 세척 기계에서, 세척실이 슬라이딩식 서랍으로 장착되는 경우, 세척 사이클 시작 전의 세척실의 폐쇄는 종래
의 정면 적재형 또는 또는 진열대 위 상부 적재형 기계보다 더 복잡하다. 확장된 '서랍'을 캐비넷 뒤로 밀어 넣기 전에 사용
자가 손으로 문을 닫아서 개방형 상부 세척실을 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척실을 캐비넷 뒤로 집어 넣는 동작에
의해서 작동되는 클로우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 세척실(201)의 개방형 상부를 폐쇄하기 위해 캐비넷(203)의 상부에 장착되는 강성 클로우저 또는 뚜껑(217)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세척실이 캐비넷(203) 안으로 집어 넣어짐에 따라 세척실(1)의 테두리 위에 아래쪽으로 기계적 힘
이 가해지도록 뚜껑을 장착함에 의해서 폐쇄가 행해진다. 이러한 종류의 밀폐 동작을 달성하는 한 수단이 WO93/12706호
에 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행사변형 방식의 결합 장치를 이용하여 세척실이 이동하는 마지막 부분 동안 서랍을 밀폐한
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은 캐비넷 또는 섀시가 없으므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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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도 9 내지 도 11)에서, 뚜껑(320)은 받침대(326)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폐쇄되었을
때는 서랍 상부 위를 효과적으로 둥글게 감싸고, 그것의 기부에서 기본 모듈(300)에 장착된다. '폐쇄 위치'의 서랍 뚜껑
(320)이 도 9 및 도 10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 때는 개스킷(322)이 세척실(308)의 뚜껑(320)와 테두리(324) 사이에 압착
된다. 절단면을 나타내는 도 12에서, 상승된 위치의 뚜껑(320)이 도시되며, 이 때는 개스킷(322)과 세척실의 맞물림이 해
제되어 세척실(308)이 캐비티(310)로부터 자유롭게 꺼내질 수 있게 된다.

  도 29에 더 상세히 도시된 개스킷(322)은 단면이 "L"자 형으로 되어있다. 두개의 밀폐 엣지가 있는데, (그 주변근처에 뻗
어있는 홈(406) 주변에 뚜껑에 부착된) 제1 플랜지(408)의 끝에 있는 하나의 엣지(402), 및 (제1 플랜지의 끝에 부착된)
제2 플랜지(410)의 끝에 있는 두번째 엣지(404)이다. 뚜껑이 적절하게 닫히면 양 플랜지가 변형되고, 각 밀폐 엣지가 대략
같은 부하를 지탱한다. 이것은, 각각의 가장자리가 보통 동일한 부하를 지탱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일하지 않은 밀폐 효과
를 갖는 종래기술의 이중 가장자리 밀폐에 비해 장점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개스킷의 단면이 L 형상이지만, 제
1 플랜지의 각(α)이 90°보다 작고 제2 플랜지의 각(β)이 90°이상 180°이하인 경우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다.

  더 개선된 점으로서, 서랍이 꺼내질 때 어떤 과잉의 증기가 캐비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로우저
의 외연 둘레에 습기후드(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한다. 이 캐비티는 전형적으로 목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잔존 습기가 소량
인 경우라도 해로울 것이다. 후드는 정면쪽에 외부 통풍구를 포함함으로써 증기를 캐비티 밖으로 보낼 수 있다.

  또는 달리,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뚜껑(330)이 기본 모듈(334) 및 세척실(336)과는 별개로 캐비티(332) 내부에 별
도로 설치될 수 있다.

  클로우저 메카니즘

  이미 설명하였 듯, 서랍을 닫는 기계적 동작으로 서랍 클로우저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
예에서 이것은 클로우저와 기본 모듈을 연결한 기계 배열에 의해 달성된다.

  이제 도 27 및 도 28을 참조하면, 폐쇄되었을 때 클로우저를 세척실 위에 고정시키는 제 1의 기계 배열이 예시된다. 경첩
식 링크 또는 암(350)(기본 모듈의 어느 한쪽)은 한 단부(352)에서 기본 모듈(도 9, 300)에 경첩식으로 부착되고, 나머지
단부(354)에서 요크(326)에 경첩식으로 부착된다. 요크(326)는 기본 모듈에 독립적이며, 완전히 집어 넣어졌을 때 세척실
(도 9, 308)의 상부 위를 둥글게 감싼다. 클로우저(320)는 요크(326) 최상부(356) 아래쪽에 부착된다. 스프링(358)(기본
모듈의 어느 한쪽)은 한 단부(360)에서 기본 모듈(경첩식 부재가 부착된 상이한 지점에서)에 경첩식으로 부착되고, 나머지
단부(354)에서 요크(326)(경첩식 암이 부착된 동일한 지점에서)에 경첩식으로 부착된다.

  세척실 측면 상의 두 지점에 요크 상의 대응 접합부(364,368)와 협동하도록 설계된 접합부(362,366)가 있다. 세척실이
집어 넣어진 위치로 미끄러져 움직일 때, 세척실 접합부(362,366)는 요크 접합부(364,368) 상에 수평력을 가한다. 경첩식
부재(350)의 동작(도 28, 370)은 이 수평력을 수직성분과 수평성분 힘의 조합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세척실의 후퇴가
완료되는 것에 따라서 클로우저를 아래쪽 및 안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큰 규모에 맞춘 이런 방식에서는, 뚜껑이 끌어 내려
짐에 따라, 개스킷이 밀폐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어긋남 없이 세척실의 바깥 가장자리와 만나게 된다.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하부 세척실 접합부(366)는 요크와 완전히 맞물리게 된다. 세척실이 안쪽으로 미끄러져
움직임에 따라 요크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이로써 요크 상의 추가 접합부(369)가 하부 세척실 접합부(366) 뒤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세척실이 꺼내질 때, 하부 세척실 접합부(366)가 추가 접합부(369) 상에서 작동하게 되어 요크를
바깥쪽으로 밀게 된다. 경첩식 암의 동작은 하부 세척실 접합부(366)와 추가 접합부(369)가 맞물림 해제되어 세척실이 자
유롭게 꺼내질 수 있는 지점에서, 요크 상의 바깥방향 힘을 바깥방향과 위방향 성분으로 변형시킨다.

  더 이상의 바람직한 기계의 배열이 도 30 내지 도 32에 도시되는데, 여기서는 폐쇄되었을 때 클로우저가 세척실 위에 고
정된다. 다시, 이 클로우저(420)는 요크(422)의 최상부 아래쪽에 달려 있다. 롤러 또는 캠-종동자(424)가 요크(422)의 기
부에 부착되어 있고, 개방 및 폐쇄 과정 동안 기본 모듈에 부착된 캠(426)과 상호동작한다. 토션 스프링(428)은 기본 모듈
(421)과 캠-종동자(424) 사이에 연결되어 요크 상에 주로 아래방향 힘을 가한다.

  도 31에서는 집어 넣어진 위치에 있는 세척실을 볼 수 있다. 앞서와 같이, 요크 접합부(432) 상에서 동작하는 세척실 접
합부(430)는 요크를 안쪽으로(423) 밀고 스프링(428)이 요크를 아래쪽으로(425)으로 밀면, 캠-종동자(424)가 안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캠 표면(434)의 하방 경사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완전히 집어 넣어진 위치에서, 이전과 같이, 세척
실 접합부(430)가 요크와 완전히 맞물리면, 이제 추가 접합부(436)가 세척실 접합부(430)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세척실이 꺼내질 때, 세척실 접합부(430)는 추가 접합부(436) 상에서 동작하여 요크를 바깥쪽으로 밀게 된다. 표면(434)
의 경사는 세척실 접합부(430)와 추가 접합부(436)가 맞물림 해제되어 세척실이 자유롭게 꺼내질 수 있는 지점에서, 요크
상의 바깥방향 힘을 바깥방향과 위방향 성분으로 변형시킨다.

  스프링(428)의 원호(438)는 캠-종동자(434) 상의 중앙 지점에 중심이 있다. 따라서, 집어 넣어진 위치에서 스프링(428)
은 클로우저(420)를 아래쪽으로 세척실 위로 밀게 된다. 꺼내진 위치에서 스프링(428)은 클로우저(420)를 열린 공간인 세
척실 위쪽으로 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위치에서 클로우저는 세척실 접합부(430)에 의한 힘히 적용될 때까지 제자리
에 기계적으로 잠겨진 채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클로우저 메카니즘은 캐비넷이 없는 서랍형 식기 세척기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이 메카니즘이 일반적인 서랍
식 식기 세척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대안의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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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식기 세척기가 본 발명에서 설명되었지만, 이 식기 세척기를 밀폐하는 다수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것
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대안의 밀폐 장치의 예가 아래에 설명되었다.

  이러한 예의 첫번째가 도 20 내지 도 22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강성 뚜껑(217)이 상술된 바와 같이 사
용되었지만, 이 뚜껑은 폐쇄된 세척실 위의 위치에 고정되고, 세척실(210)의 테두리(19)와 수직 관계로 위치된 외연의 팽
창형 개스킷(18)에 맞게 된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개스킷(18)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팽창되어 테두리(19)와 밀폐식으로 맞물린다. 이 경우, 개스킷(18)은 밀폐 부재이지만,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안은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뚜껑과 밀폐 부재(251) 사이에 삽입진 밀폐 부재 캐리어(250)를 팽창시키는 것이다.

  이 구체예의 실제적인 구현이 도 22에 더 상세하게 도시된다. 세척실(201)은 플랜지가 있는 테두리(19)와 함께 형성되
며, 이것은 사용시 팽창형 개스킷(18)을 위한 자리를 제공한다. 도 22에서 세척통(201)이 완전히 집어 넣어지고, 이 때 개
스킷(18)은 테두리(19)와 밀폐식으로 맞물리도록 팽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삭제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강성 뚜껑(217)은 슬라이딩 레일의 정지형 운반대에 장착된 받침대(400)에 부착
된다. 뚜껑(217)은 필수적으로 진열대 캐비티 아래에 관하여 고정되어 있다. 뚜껑 밑면의 외연에 개스킷(18)을 보유하기
위한 채널(31)이 제공된다.

  개스킷(18)은 탄성 플라스틱 재료로 성형되며 무한대의 길이로서 형성된다. 가로보가 있는 확장부(32)는 개스킷의 상부
표면 위에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뚜껑(217)에 있는 채널(31)에서 맞물리며, 이로써 개스킷과 뚜껑이 맞물리게 된다.

  추가의 대안은 세척실(201)의 테두리(19) 및 뚜껑(217)이 그들의 측면을 따라 있는 상보적 경사형 엣지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이며, 이것이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탄력 있는 밀폐 부재가 뚜껑(17) 외연의 둘레에 배치된다. 세척실(201)이 캐비
넷(203)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세척실은 뚜껑과 세척실 테두리의 전후방 경사의 결과로서 생기는 쐐기식 동작으로
인하여 뚜껑(17)에 대하여 밀폐된다.

  또 다른 구조(도시되지 않음)에서는, 평평한 강성 뚜껑이 세척실 상의 수단과 협동하는 외연의 가요성 개스킷과 함께 제
공되며, 이로써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의 순수한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뚜껑과 세척실 사이의 확실한 밀폐가 달성되게
된다.

  도 15 내지 도 17은 강성 뚜껑을 사용하는 대신에 가요성 클로우저가 사용된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다. 도 15에서는 커튼
타입의 클로우저(24)는 엣지(25)를 따라 세척실 테두리(19)의 뒷부분(26)에 고정된다. 커튼(24)은 식기 세척기 캐비티의
상부 정면에 장착된 스프링-하중식 롤러(27)에 의해 집어 넣어질 수 있도록 보관된다. 세척실(201)이 꺼내질 때 커튼(24)
은 롤러(25)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반대로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커튼(24)은 롤러(25)로부터 발사되어 세척실(201)의
개방형 상부를 완전히 덮게 된다.

  도 16은 콘서티나 타입의 구조을 갖는 식기 세척기 캐비티의 상부 측면에 제공된 슬라이드에 장착된 가요성 클로우저
(27)를 도시한다. 세척실(201)이 도 17에 도시된 대로 꺼내질 때 클로우저(27)는 콘서티나 동작으로 인하여 접혀지고, 반
면에 세척실이 도 16에 도시된 대로 집어 넣어질 때는 클로우저(27)가 전개되어 세척실의 상부를 따라 평평하게 놓여지게
된다.

  세척실이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질 때 세척실의 상부 위에 있는 이동식 또는 확장식 밀폐 부재를 사용하는 것에 더하
여, 별도의 밀폐 지지 캐리어가 뚜껑의 외연과 밀폐 부재 사이에 삽입될 수 있으며, 이 때 폐쇄는 지지 캐리어를 끌어 내림
으로써 달성된다. 이것은 도 39에 도시되며, 여기서는 밀폐 지지 캐리어(252)가 확장형 스커트(253)에 의해 뚜껑(217)에
부착되어 있다. 상호 동작을 제공하는 다양한 작동기 수단이 밀폐 캐리어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가요성 클로우저 배열이 도 42에 도시되어 있다. 세척실의 폭과 동일한 폭을 가지고 롤러들 사이의 거리가 세척실
길이와 거의 동일한 롤러들(261) 상에 장착된 무한 벨트(260)가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세척실의 상부를 덮는다.

  롤러(261)는 식기 세척기 캐비티의 상부에 고정된 높이에서 장착된다. 세척실 뒷벽(262)의 상부 엣지가 벨트(260)에 고
정됨으로써, 세척실이 미끄러져 움직여닫혀짐에 따라 벨트가 회전되어 세척실과 동일한 선형 동작이 제공된다. 세척실에
대한 벨트의 밀폐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압력 패드(263)가 사용될 수 있으며, 벨트는 일련의 서로 떨어져 있는 횡단형 널에
의해 보강될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된 구체예에서, 클로우저(217)는 그것이 강성이든 가요성이든 상관 없이 필수적으로 캐비티 내부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된다. 다음의 구체예에서는, 클로우저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아래쪽으로 이동되어 세척실(201)의 개방형 상
부를 밀폐식으로 폐쇄한다.

  이러한 것의 제 1 구체예가 도 23 및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외연의 탄력 있는 밀폐 부재(20)가 뚜껑(217) 밑
면에 배치되는 한편, 팽창형 환형 부재(21)를 사용하여 뚜껑(217)을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밀어서 도 19에 도시된 대
로 세척실 테두리(19)에 대해 밀폐한다.

  추가의 구체예가 도 25 및 도 26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뚜껑(217)이 캐비티의 상부에 장착됨으로써 도 25에 도시
된 위치에서부터 도 26에 도시된 위치까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밀폐는 뚜껑의 엣지 둘레와 세척실 벽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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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플랜지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며, 이로써 닫혀질 때는, 도 26에 도시된 대로, 통과할 수 없는 미로식 유체 경로
(22)가 형성되어 효과적으로 세척실을 밀폐하게 된다. 뚜껑 및 세척실 플랜지 구조는 압력이 균등한 세척실을 형성하며,
이것은 세척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고히 한다. 이러한 뚜껑 구조는 또한, 만일 세척실 뒷벽이 감소된 높이를 가져서
세척실이 폐쇄 위치로 미끄러져 움직임에 따라서 뚜껑 플랜지를 위한 여유부분을 제공한다면 고정식 뚜껑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미로식 경로 구조에 더하여, 도 43에 도시된 가요성의 변형가능한 슬라이딩 부재(264)에 의해서 및/또는 도 44에 도시된
선형 브러시 부재(265)에 의해서 밀폐를 보조할 수 있다.

  강성 뚜껑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다른 수단이 도 40에 도시되어 있다. 압착 스프링(253)이 뚜껑(217)에 상승력을 가하여
뚜껑을 통상의 개방 위치에 유지시킨다. 인장 스프링(254)은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뚜껑에 폐쇄력을 가하기 위
해 사용된다.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지기 전에 캠 또는 램프(256) 위를 지나는 스프링의 한 단부에 부착된 롤러(255)
에 의해 장력이 가해진다. 래치(257)는 롤러가 캠(256) 위를 통과한 후에 스프링의 장력을 유지한다. 이것은 이후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때 해제된다. 제 2 래치(258)는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까지 확장된 스프링(254)으로
인한 하향력을 갖고 있고, 그후 부재(259)를 해제시켜 폐쇄력(하강력)이 뚜껑(217)에 가해지도록 한다.

  강성 뚜껑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또 다른 메카니즘이 도 45 내지 도 47에 도시되어 있다. 캠 및 캠-종동자 배열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뚜껑(217)은 수평 이동에 대하여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압착 스프링(270)에 의해 캐비티의 상부에 장착된
다. 세척실(201)에는 각 측벽의 외부에 캠 표면(266,267)이 제공되고, 이것은 세척실이 후퇴 위치까지 수평 이동됨에 따라
상응하는 롤러(268,269)와 맞물린다.표면(266)은 먼저 롤러(268)와 접촉하고, 도 46에 도시된 대로 뚜껑(217)의 정면이
들어 올려진다. 이와 유사하게, 표면(267)은 세척실이 더 집어 넣어짐에 따라 롤러(269)와 접촉하여 뚜껑(217)의 뒤쪽 단
부를 들어 올린다. 수평 이동이 종료되었을 때(도 47), 롤러는 스프링(270)의 영향하에 캠 표면(266,267)의 반원부분 안으
로 끌어 내려지며, 이로써 세척실 상부 위로 뚜껑(217)을 하강시켜 세척실을 폐쇄한다.

  이러한 캠 및 캠-종동자 기술은 뚜껑과 세척실 벽의 쐐기식 구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도 14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세척실을 캐비티 안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야기된 수평 성분에 더하여 수직력 성분을 제공함으로써 증가된 밀폐력
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캠 및 캠-종동자 배열은, 뚜껑의 정면이 캐비티 상부 정면에서 고정된 높이에 있는
횡단형 수평축 둘레에 피벗식 장착된 구조에서 뚜껑의 뒤쪽 단부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빌딩 구조체 또는 가구류 내의 캐비티 내부에 장착하기 위한 캐비넷 또는 래퍼를 갖지 않는 세척 기구로서,

  (a) 고정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캐비티의 적어도 한 내면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이송 수단,

  (b) 상기 이송 수단에 슬라이딩식으로 장착됨으로써 사용시 상기 캐비티로부터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c) 상기 캐비티 내부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상기 캐비티 안으로 상기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상기 세척실
의 개방형 상부를 덮는 세척실 클로우저를 포함하며,

  (d) 상기 클로우저는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질 때 상기 테두리 근처에서 상기 세척실의 상부와 통합됨으
로써 세척액이 세척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외연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에 있어서,

  상기 세척 기구는, 상기 캐비티 내부의 정지 지점에서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된 캠 표면, 상기 클로우저에 연결되고 상기
캠 표면과 상호동작하도록 적합하게 된 캠-종동자, 그리고 상기 캠-종동자와 상기 캐비티 내부의 정지 지점 사이에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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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탄성변형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
키는 캠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
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에서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며,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
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5.

  빌딩 구조체 또는 가구류 내의 캐비티 내부에 장착하기 위한 캐비넷 또는 래퍼를 갖지 않는 세척 기구로서,

  (a) 고정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캐비티의 적어도 한 내면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이송 수단,

  (b) 상기 이송 수단에 슬라이딩식으로 장착됨으로써 사용시 상기 캐비티로부터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c) 상기 캐비티 내부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상기 캐비티 안으로 상기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상기 세척실
의 개방형 상부를 덮는 세척실 클로우저를 포함하며,

  (d) 상기 클로우저는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집어 넣어질 때 상기 테두리 근처에서 상기 세척실의 상부와 통합됨으
로써 세척액이 세척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외연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에 있어서,

  상기 세척 기구는, 각 부재의 한 단부는 상기 이송 수단에 경첩식으로 연결되고 각 부재의 나머지 단부는 상기 클로우저
에 경첩식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경첩식 연결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
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결합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티 안에서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며,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
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6.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우저는 캐비넷 상부 아래의 고정 위치에 장착되어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 세척
실 상부를 덮도록 배열되며, 상기 세척실 테두리는 뒤쪽보다 앞쪽이 더 높도록 균등하게 경사져 있고, 상기 뚜껑은 앞쪽보
다 뒤쪽이 더 높도록 깊이 있게 상응하여 경사진 외연 플랜지를 가지며, 탄력 있는 밀폐 부재가 상기 뚜껑 밑면의 외연 둘
레에 배치되고, 그리고 상기 뚜껑의 수직 위치는 상기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밀폐 부재가 상기 세척실의 테두리
에 의해 맞물려 압착되도록 하는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7.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우저는, 상기 세척실이 집어 넣어질 때는 확장되어 상기 세척실의 개방형 상부를
덮고, 상기 세척실이 꺼내질 때는 수축되어 상기 세척실의 개방형 상부를 열도록 된 가요성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
척 기구.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는 한 단부에서 상기 테두리의 원단부에 고정되고 나머지 단부에서 스프링-하중식 롤
러상에 고정된 가요성 시트이며, 상기 롤러는 캐비넷의 앞쪽 개구 근처에서 상기 테두리의 근단부 위로 상기 캐비넷의 상
부에 장착되어, 세척실이 꺼내질 때 상기 가요성 부재의 실질적으로 전면적을 들어 올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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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는 콘서티나 형상이며, 한 단부에서 상기 테두리의 원단부에 고정되고 나머지 단부에
서 상기 캐비넷 앞쪽 개구의 상부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10.

  (a) 수평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슬라이딩식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b) 세척실 클로우저, 및

  (c) 정지 지점에서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된 캠 표면, 상기 클로우저에 연결되고 상기 캠 표면과 상호동작하도록 적합하게
된 캠-종동자, 그리고 상기 캠-종동자와 정지 지점 사이에서 압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탄성변형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
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캠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상기 캐비넷 안으로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고,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세척실이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 상기 탄성변형 부재에 의해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향한 힘이 상
기 클로우저에 가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변형 부재는 토션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13.

  (a) 수평으로 꺼내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슬라이딩식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세척 시스템, 상기 세척 시스템은

  (i) 세척될 품목을 수용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세척액이 순환되며 상부 외연 테두리를 갖는 개방형 상부
세척실;

  (ii) 상기 세척실 내부로 세척액을 도입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 및

  (iii) 상기 세척실로부터 세척액을 배출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고,

  (b) 상기 세척실 위에 장착된 세척실 클로우저,

  (c) 상기 클로우저의 측면에 부착되어 상기 세척실의 어느 한쪽 측면을 아래쪽으로 확장시키는 하방 확장 부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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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각 부재의 한 단부는 정지식 피벗 지점에 연결되고 각 부재의 나머지 단부는 각 하방 확장 부재에 피벗식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피벗식 연결 부재를 포함하며, 이로써 클로우저에 두 개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
기 클로우저를 안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상기 클로우저를 바깥쪽 및 위쪽으로 이동시키
는 결합 장치와, 상기 클로우저 및 상기 세척실에 제공된 상보형 접합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접합 수단은, 상기 세척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질 때와 상기 세척실이 처음 꺼내질 때 접합되고, 접합 후
상기 세척실을 계속 이동시켜 상기 클로우저에 폐쇄력 및 개방력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클로우저가 상기 세척실 개구로부
터 떨어져서 폐쇄되거나 개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기구.

청구항 14.

  제 4항, 제 5항 또는 제10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청구된 세척 기구에 따라서 구성된 식기 세척기.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03199

- 12 -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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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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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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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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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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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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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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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8

도면29

도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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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

도면32

도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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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9

도면40

도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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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2

도면43

도면44

도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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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6

도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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