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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소 부화(富化) 공기를 생성하는 산소 부화 수단(2)과, 상기 산소 부화 수단(2)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
는 토출 수단(5)을 구비하고, 상기 산소 부화 수단은 25% 내지 35%의 산소 농도를 가진 산소 부화 공기를 생성하는
구성으로 한 것으로, 장치 전체의 소형화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산소 농도의 산소 부
화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 선뜻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산소 부화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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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산소 부화 장치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내는 일부 절결 사시도,
도 2는 동일 내부 구성의 다른 형태를 도시한 부분 사시도,
도 3은 산소 부화 장치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한 일부 절결 사시도,
도 4a 및 도 4b는 각각 동일 산소 부화 장치에 사용하는 토출 수단을 도시하는 사시도 및 단면도,
도 5는 산소 부화 장치의 제 3 실시예를 도시한 일부 절결 사시도,
도 6은 산소 부화 장치의 제 4 실시예를 도시한 측면에서 본 단면도,
도 7은 동일 본체의 배면에서 본 단면도,
도 8은 동일 본체의 상부면에서 본 단면도,
도 9는 동일 산소 부화 장치의 펌프 장착부를 도시한 단면도,
도 10a 내지 도 10d는 각각 동일 본체의 개관을 도시하는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및 평면도,
도 11은 동일 산소 부화 장치의 산소 부화막 유닛을 구성하는 모듈의 분해 사시도,
도 12a 및 도 12b는 동일 모듈을 도시한 도면으로, 도 12a는 복수개를 늘어놓은 상태의 외관 사시도, 도 12b는 모듈
에 의해 구성되는 산소 부화막 유닛의 외관 사시도,
도 13은 동일 산소 부화 장치의 토출 수단인 헤드 셋을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14는 동일 헤드 셋 유닛에 있어서의 토출구부를 상세하게 도시한 단면도,
도 15는 동일 산소 부화 장치의 공기 공급 경로의 주요부를 도시한 개략 구성도,
도 16 내지 도 26은 산소 부화 장치의 제 5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16은 제 1 사례의 블럭도,
도 17은 제 2 사례의 블럭도,
도 18은 제 3 사례의 블럭도,
도 19는 제 3 사례의 동작 설명도,
도 20은 제 4 사례의 동작 설명도,
도 21은 제 5 사례의 동작 설명도,
도 22는 제 6 사례의 블럭도,
도 23은 제 7 사례의 블럭도,
도 24는 제 8 사례의 설명도,
도 25는 제 9 사례의 동작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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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제 9 사례의 설명도,
도 27은 제 9 사례의 블럭도,
도 28은 산소 부화 장치의 제 6 실시예를 도시한 자동 승차부내에서의 사용 상태를 도시한 부분 단면도,
도 29는 동일 구동 회로의 블럭 구성도,
도 30은 동일 다른 구동 회로의 블럭 구성도,
도 31은 동일 또 다른 구동 회로의 블럭 구성도,
도 32는 동일 자동 승차부내에서의 다른 사용 상태를 도시한 부분 단면도,
도 33은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의 사용 형태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34는 동일 다른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의 사용 형태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35는 동일 또 다른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의 사용 형태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36은 동일 욕실내에서의 사용 상태를 도시한 부분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산소 부화기 본체 2: 산소 부화막
3: 흡인 펌프 5: 토출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산소 부화(富化)된 공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산소 부화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산소 부화 장치로서는 옛날부터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는 산소 농도를 높은 정밀도로 제어해야 하며, 상당히 고가의 것으로 됨과 동시에 대형화되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
가 선뜻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반 사용자가 선뜻 사용할 수 있는 산소 부화기로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 1998-234836호에 개시된
것이 제안되어 있다. 즉, 이 산소 부화기는 본체내에 산소 부화막을 배치하고, 이 산소 부화막을 거쳐서 부화한 공기를
펌프로 흡인하며, 이 흡인한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구로부터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 산소 부화기는 공기 청정기를 겸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형화되고, 고액화되어, 사용자가 곁에
두고 선뜻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산소 농도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아, 공기 청정기의 토출 공기에 산소 부화된 공기를 혼합시켜 방출하여도,
산소는 희석되어 인체의 호흡공기내에 취입되는 산소 농도의 대폭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산소 부화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소 부화막이 산소와 함께 공기중의 수분도 투과시키기 쉽기 때문에, 산소 부
화 공기중의 수분이 결로(結露)하여 산소 부화 공기와 함께 결로수가 토출되어,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
한 제 올라이트를 사용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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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산소 부화 장치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소 부화 공기를 생성하는 산소 부화 수단과,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산소 부화 수단은 25% 내지 35%의 산소 농도를 갖는 산
소 부화 공기를 생성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장치 전체의 소형화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산소 농도를 갖는 산
소 부화 공기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선뜻 사용할 수 있는 산소 부화 장치로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산소 부화 수단을 갖는 본체와,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는 흡인 수단
과, 상기 흡인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과, 상기 흡인 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본체에는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으로부터 토출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마련한 구성으로 하고 있고, 무미 무취의 산소 부화 공기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사용자
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산소 부화 수단을 갖는 본체와,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 터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는 흡인 수단
과, 상기 흡인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과, 상기 흡인 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산소 부화 수단은 산소 부화막을 이용하여 구성하며, 또한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
화 공기를 토출 수단에 안내하는 공기 유로의 적소에 결로수 대책 수단을 실시한 구성으로 하고 있고, 산소 부화 공기
중의 수분이 결로되더라도 이것이 토출부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기 유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요성 연통관을 구비하고, 해당 연통관을 거쳐서 산소 부화 공기를 소정 장소에
안내하여 토출 수단으로부터 방출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유로운 자세, 예컨대 아무렇게나 드러누운 자
세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토출 수단에 마련되어 있는 토출구의 개구 면적은 연통관의 관로 단면적보다 작게 설정함으로써, 상기 흡인 수
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상기 토출 수단의 토출구로부터 가속하여 방출할 수 있어, 토출 수단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사용자는 확실히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한, 이하에서 나타내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구체화한 일례로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도 1에 있어서, 산소 부화기 본체(1)의 내부에는 대기가 통과함으로써 산소 부화 공기로 변환하는 산소 부화막(2)으로
이루어지는 산소 부화 수단과, 해당 막을 통과하여 대기를 흡인하는 흡인 펌프(3)로 이루어지는 흡인 수단, 흡인 펌프
(3)로부터 나온 공기의 맥동과 소음을 저감하는 사일런서(4), 본체로부터 산소 부화된 공기를 토출하는 토출구부(5)
와 같은 토출 수단을, 공기 유로로 되는 배관에 의해 연통시키고 있다. 전원 코드(6)로부터, 운전 스위치(7)를 조작하
면 방진재를 거쳐서 장착된 상기 흡인 펌프(3)에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수단(도시하지 않음)이 동작하여, 통전
램프(8)가 점등함과 동시에, 타이머(9)에 의해 설정한 시간동안 운전한다. 대기는 본체(1)에 마련한 흡기 구멍(10)으
로부터 흡인되어 산소 부화막(2)을 통과하고, 산소 부화된 공기로 되어 토출구(5)로부터 토출된다. 흡인 펌프(3)는 산
소 부화막(2)의 통과 압력 손실에 대항하여 공기의 유량을 많게하기 위해서 운전시의 압력이 높은 벨로우즈 펌프로서,
반송되는 공기의 맥동과 진동에 대하여 사일런서(4)와 방진재가 유효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산소 부화막(2)은 산소
의 투과 속도가 질소의 투과 속도보다 빠르고, 특히 본 실시예에서는 2배 이상이나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간단한
구성이며, 산소 부화 공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산소 부화 공기의 산소 농도는 25% 내지 35%이고, 공기량은 매분 1.
5L 이상이며, 통상 사용자의 호흡공기에 흡인되는 산소 농도를 21%에서 30로 할 수 있다.
도 2와 같이, 산소 부화막(2)을 통해서 나온 수분을 흡수하는 흡착재를 수납한 흡착부(11)는 산소 부화막의 공기 출구
(2a)와 흡인 펌프의 공기 입구(3a) 사이에 설치할 수도 있다. 산소 부화막(2)은 산소와 마찬가지로 수증기의 투과도가
질소보다 크고, 습도가 높은 분위기등에서 운전했을 때에 산소 부화막(2)의 공기 출구(2a)로부터 수분으로 되어 나오
기 때문에, 결로수 방지 대책으로서의 흡착부(11)에 의해 흡착되어 하류로 흐르는 것과 배관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한
다. 흡착재 대신에 건조제를 설치하여도 바람직하고, 수납부를 가열하는 히터를 흡착부의 안 또는 밖에 설치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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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사용자의 입가에 산소 부화된 공기와 함께 물방울이 비산하여 불쾌감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제 2 실시예를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에 있어서는, 산소 부화기 본체(12)에는 산소 부화막(2)과 함께, 흡인 펌프(3)의 하류에 펌프 출력 배관단부(13)
를 삽입한 수조(14)를 설치한다. 수조(14)의 수면상으로부터 출력 배관(15)에 의해 본체의 토출구(16)에 접속되고,
또한 튜브(17)에 의해서 헤드폰 타입의 헤드 밴드(18)에 설치한 토출 수단으로 되는 토출구(19)에 접속되어 사용자의
입가에 산소 부화된 공기를 공급한다. 수조(14)내의 펌프 출력 배관단부(13)에는 수중에 토출되는 산소 부화된 공기
가 수중에서 미세 기포로 분산하는 필터(20)를 장착한다. 수조(14)는 균압 용기로서도 작용하며, 흡인 펌프(3)의 토출
공기의 맥동을 흡수하고, 나온 물방울도 내부에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수조에 아로마 효과가 있는 액체를 첨가하여도
바람직하다.
도 4a 및 도 4b는 상기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본체의 토출구(16)에서 먼저 접속하는 스탠드형 토출 수단을 도시한
다. 토출구 본체(21)는 스탠드(22)에 의해 지지된다. 스탠드(22)는 신축, 굴곡 가능한 구성이어도 바람직하다. 토출구
본체의 내부에는 튜브(17)에 접속되어 연통되는 토출 노즐(33) 주위에 대기가 화살표(b)와 같이 도입되는 공간(34)을
마련하고, 대기는 산소 부화된 토출 공기(c)와 혼합되어 함께 사용자에게 흡인된다. 참조부호(35)는 토출구 본체(21)
에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장착되고, 토출 노즐(33)의 유로를 향한 개구부를 갖는 수납부로서, 아로마 용액(36)을 넣
는 부분이다. 이들 구성에 의해, 본체의 토출구(16)로부터 나온 산소 부화된 공기는 토출 노즐의 선단으로부터 아로마
향기가 가해진 상태로 대기와 혼합되어 사용자의 입가에 공급된다.
다음에 제 3 실시예를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5에 있어서, 본체(37)에는 산소 부화막(도시하지 않음), 흡인 펌프(38), 전지(39)를 내장하고, 도 3과 마찬가지로
산소 부화 수단으로 되는 산소 부화막으로부터 발생된 산소 부화 공기는 흡인 펌프(38), 수조(40)를 거쳐서 토출구(4
1)로부터 토출된다. 스위치(7)를 조작함으로써 전지(39)를 전원으로 하여, 흡인 펌프(38)를 운전한다. 수조(40)는 본
체(37)의 축(軸)부(42)를 회전 중심으로 하여 참조부호(40)의 위치로부터 참조부호(43)의 위치로 이동될 수 있고, 참
조부호(43)의 위치에서는 수조를 화살표(d) 방향으로 장착 및 분리할 수 있다. 흡인 펌프(38)는 본체(37)의 측벽면에
방진구(44)을 거쳐서 장착되어 있다. 이들의 구성에 의해서 수조를 포함한 외관은 사용중에는 작아서 사용하기 좋고,
수조의 물을 교환할 때에는 인출되어서 취급하기 쉬운 것으로, 본체는 소형으로 되어 있어서 외 경이 작고 강성을 높
임으로써 펌프의 진동을 작게 억제하여 소음의 저감을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예에서 언급한 수조에
는 Zn 또는 Zn 화합물을 넣어(도시하지 않음), 물이 장기간 방치되어도 잡균이 내부에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음이온 발생기(도시하지 않음)를 설치하여, 상기 음이온 발생기에서 발생한 음이온을 산소 부화 공기와 혼합시
켜, 사용자가 흡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여, 릴렉스 효과를 확대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보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 4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 내지 도 15에 있어서, 본체(51)는 세로로 길게 슬림한 타입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산소의 농도를
높여서, 이른바 산소 부화 공기를 발생하는, 예컨대 산소 부화막 유닛 등의 산소 부화 수단(이하, “산소 부화막 유닛”
이라고 함)(52)을 설치한다. 상기 산소 부화막 유닛(52)은 유기 고분자의 평막으로 구성되고, 막을 통과하는 분자의
속도의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공기중의 질소에 비교하여 산소를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산소 농도의 이
른바 산소 부화 공기를 얻을 수 있다. 통상의 공기에 있어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질소 약 79%)이지만, 본
실시예의 산소 부화막 유닛(2)을 통과한 후의 산소 부화 공기에 있어서는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질소 약 7
0%)로 된다.
또한 상기 산소 부화막 유닛(52)은 도 11 및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 구조의 프레임(53)의 양측면에 대략 직
사각형의 산소 부화막(4)을 부착하여 양쪽 막 사이를 통로로 한 모듈(55)을 복수개 적층한 대략 직육면체의 유닛 구
조로 되어 있고, 프레임(53)의 통로내를 흡인함에 의해, 산소 부화막(54)의 주변을 흐르는 공기의 일부가 산소 부화막
(54)을 통과하여 프레임(53)의 통로내에 들어가서 산소 부화 공기를 얻을 수 있고, 이 얻어진 산소 부화 공기를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유일한 배출구인 유닛 배출구(56)로부터 집중 배기한다. 또한 상기 대략 직육면체 형상의 산소 부
화막 유닛(52)은 그 구성 부재인 상기 대략 직사각형의 산소 부화막(54)을 단변측(短邊側)이 공기의 진행 방향[본 실
시예에서는 본체(51)의 전후 방향]과 거의 나란하게, 장변측(長邊側)이 공기의 진행 방향과 거의 직각 방향으로 되도
록 본체(51)내에 마련된다.
또한 본체(51)의 내부에는, 본체(51)의 배면에 설치한 흡기구(57)로부터 본체(51)내에 외기를 흡인하여 산소 부화막
유닛(52)에 보낸 후, 산소 부화막(54)을 통과하여 프레임(53)의 통로내에 흡인된 공기를 제거한 외기를 본체(5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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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설치한 배기구(58)로부터 외부에 배출하기 위한 모터 팬 등의 송풍부(이하에 “팬”이라고 함)(59)를 갖는다.
또한 상기 팬(59)은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하류측에서 배기구(58)의 근방에 마련되어 있고, 팬(59)에 대하여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반대측에는 회로(60)를 기판이 프레임(53)과 평행한 방향으로 되도록 장착되어 있다.
참조부호(61)는 흡인 펌프 등의 흡인 수단(이하에 “펌프”라고 함)으로서, 본체(51)내의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하방
에 설치되고, 회전축의 양 단부에 냉각용 팬(61b)을 갖고,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주변의 공기를 산소 부화막(54)으
로부 터 프레임(53)의 통로내에 흡인하여 하류측으로 보낸다. 그리고 또한 이 펌프(61)는 산소 부화막(54)을 통과한
후의 산소 부화 공기를, 하류측의 소음 파이프(62)를 거쳐서 본체(51)의 측면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굴곡 관으로 이
루어지는 토출구부(63)에 보내고, 또한 토출구부(63)와 연결되는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 수단에 보낸다. 또한 상기 펌
프(61)에는 산소 부화막(54)의 통과 압력 손실에 대항하여 산소 부화 공기의 유량을 많게하기 위하여 운전시의 압력
이 높은 벨로우즈 펌프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기 소음 파이프(62)는 본체내의 펌프(61) 근방에 대략 수평으로 설치
하고, 그 내부에 물방울이 고이기 어렵게 하면서, 펌프(61)로부터 나온 산소 부화 공기의 맥동과 소음을 저감하는 것
으로, 소음 파이프(62)의 통로 단면적은 그 전후의 통로부의 단면적보다 크게 되어 있다.
또한 상기 펌프(61)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판금(64)에 장착되고, 방진재(65, 66)를 거쳐서 본체(51)의 저부 보스
에 끼워 맞추어 장착되어 있다. 보스로부터의 빠짐을 방지하는 워셔(67), 비스(68)에 의해 막혀 있다. 또한 본체(51)
는 방진 기능을 갖는 다리(69)를 저면에 설치한다. 펌프(61)의 구동원인 모터(61a)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 퓨즈(70)
는 쿠션(71)에 의해서 모터(61a)에 접촉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스되어 장착되어 있다.
참조부호(72)는 본체(51)의 손잡이로서, 회전축부(73)를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또한 도 7에 도시한 참조
부호(74, 75)는 내측 케이스 왼쪽, 내측 케이스 오른쪽으로, 산소 부화막 유닛(52)과 펌프(61)를 내장하는 내측 케이
스를 구성하며, 각각의 상방에 손잡이(72)의 회전축부(73)를 직접 받는 베어링부(76, 77)를 일체적으로 설치한다. 또
한 참조부호(78)는 후술하는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걸어서 유지해 놓기 위한 유지부로서,
그 외단부는 대경부로 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78)는 상기 손잡이(72)의 회전축부(73)와 일체로 설치되어 있고, 본체(
51)의 측면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손잡이(72)의 회전에 방해되지 않는다. 또한 회전축부(73)와 일체로 설치
되기 때문에, 외관의 디자인성도 위화감이 없어, 좋다.
또한 도 15는 결로수 대책 수단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고, 본체(51)내의 펌프(61)와 산소 부화막 유닛(52)
의 유닛 배출구(56) 사이의 경로에 외기 도입 전환용 전자 밸브(80)를 갖고, 운전 종료전에 약 1분간 전자 밸브(80)를
개방하여 산소 부화막 유닛(52)을 통과하지 않는 외기를 흡입하여 펌프(61)에 의해 하류측으로 보내는 송풍 운전을
실행함으로써, 배관내 등에 체류한 고습도의 공기를 환기하고, 물방울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액체 고임부」
까지 몰아내어, 중간의 경로가 건조되기 쉬운 구성으로 한다. 또한,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외기 도입 전환용 전
자 밸브(80)의 상류에는 HEPA 필터(81)가 설치되어 있고, 외기를 도입할 때에, 상기 HEPA 필터(61)에 의해, 0.3 미
크론의 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송풍 운전은 타이머에 의한 통상 운전의 종료후,
소정(이 실시예에서는 10초) 시간의 정지 상태를 거쳐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또한 타이머에 의한 통상 운전을 도중
에 정지하기 위한 오프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송풍 운전을 거쳐서 정지한다.
한편 도 13은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 수단을 도시하고, 이것은 본체(51) 측 면의 토출구부(63)에 보내여진 산소 부화
공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헤드 셋 유닛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상기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 수단(이
하에 “헤드 셋 유닛”이라고 함)(82)은 사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기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구멍을 갖는 토출
구체(83)를 갖고 있다. 또한, 본체(51)의 측면에 설치한 토출구부(62)와 헤드 셋 유닛(82) 사이의 경로에는 결로수 대
책 수단으로 되는 액체 고임부(84)와, 토출구부(63)와 상기 액체 고임부(84)를 접속하는 염화비닐 등의 유연한 투명
튜브로 이루어지는 제 1 연결관(85)과, 상기 액체 고임부(84)와 상기 헤드 셋 유닛(82)을 접속하는 염화비닐 등의 투
명 튜브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제 2 연결관(86)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연결관(85)과, 제 2 연결관(86)은
항균제나 대전 방지제 또는 그 양쪽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은 액체 고임부(84)에 의해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접속되
어 있다. 또한 상기 토출구체(83)의 총 개구 면적은 그것보다도 직전의 상류측의 공기 유로로 되는 상기 제 2 연결관(
86)의 관로 단면적보다 작고, 물론 흡인 수단으로부터 송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의 출구 단면적보다 작게 설정하여 산
소 부화 공기가 가속되어 방출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헤드 셋 유닛(82)은 좌측 귀걸이부(87)와, 우측 귀걸이부(88)과, 좌측 귀걸이부(87)와 우측 귀걸이부(88)
를 접속하는 헤드 밴드(89)와,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구체(83)와, 좌측 귀걸이부(87)의 저면(90)에 장착 및 분리 가능
하게 연결되고 상기 저면(90)과 토출구체(83)를 접속함과 동시에 절곡 가능하게 설치된 가요성 연결부(91)를 구비한
다. 또한, 액체 고임부(84)에 그 일 단부가 접속된 상 기 제 2 연결관(86)도, 상기 가요성 연결부(91)와 마찬가지로, 그
타 단부를 헤드 셋 유닛(86)의 좌측 귀걸이부(87)의 저면(90)에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토출구
체(83)는 토출구체(83)를 지지하는 가요성 연결부(91)를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토출구체(83) 자체를
가요성 연결부(91)로부터 장착 및 분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상기 액체 고임부(84)는 O링에 의해 기밀을 유지하면서, 나사 고정 방식 또는 가압 방식 등에 의해, 그 본체 부분이
참조부호(84a)와 참조부호(84b)의 2개로 분리 가능하게 설치되고, 본체 부분을 2개로 분리하여 내부에 고인 물방울

-6-

공개특허 10-2004-0034358
등을 배출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때에 나사 고정 방식으로는 1회전 이내의 나사 고정에 의해 분리 및 결합이 가
능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액체 고임부(84)와 제 1 연결관(85)과의 접속부, 및 상기 액체 고임부(84)와 제 2 연
결관(86)과의 접속부로부터 각각 상기 액체 고임부(84)내에 돌출된 관부(92), 관부(93)를 설치함과 동시에, 상기 관
부(92)와 관부(93)는 서로의 관의 중심축을 어긋나게 설치한다.
한편, 헤드 셋 유닛(82)에 설치한 상기 토출구체(83)는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토출구 본체(83a)와 덮개(83b)가
스프링 래치 등에 의해 개폐 가능하게 구성되고, 그 표면 근방의 상류측에 벌집모양 기재(基材)에 효소를 첨착한 바이
오 균 제거 필터 등의 제균 필터(94)를 갖고, 표면 근방의 하류측에 항균재 아메니톱의 HEPA 필터 등의 고포집 효율
필터(이하에 “HEPA 필터”라고 함)(95)를 갖고 있다. 또한, 방향제를 함침한 구상체(球狀體)(96)를 내장하고 있다. 그
리고, 상기 제균 필터(94)는 캐치한 균 등의 활동을 억제하고,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도 억제한다. 또한 상기 항균재 아
메니톱의 HEPA 필터(95)는 0.3 미크론의 입자를 99.7% 제거함과 동시에, 항균재 아메니톱의 활동으로 포집한 균,
곰팡이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고, 또한 구상체(96)는 토출 공기에 향을 첨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의 토출구체(83)에는 스폰지 형상의 커버(97)가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장착되어 있고, 사용자는 이
것을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커버(97)에도 제균, 항균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처리가 실시된다. 그리고 이
커버(97)에는 또한 빨강, 파랑, 검정, 흰색 등의 착색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구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 10에 도시한 참조부호(98)는 본체(51)의 상부면에 설치된 운전 스위치이고, 참조부호(99)는 마찬가지로 본
체(51)의 상부면에 설치되며, 선택된 타이머에 의한 운전 시간 또는 송풍 운전의 통전 상태를 표시하는 램프이다. 그
리고 참조부호(100)는 본체(51)의 전면에 마련되고, 고산소 농도의 이른바 산소 부화 공기를 공급하고 있을 때에만
점등 표시하는 표시 수단으로, LED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실시예에서는 녹색으로 비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상기 구성에 근거한 본 실시예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회로(60)에 포함되는 타이머(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운전 시간(10분, 20분, 30분중 어느 하나)을 설정하고, 운전 스
위치(98)를 조작하면, 방진재를 거쳐서 장착한 펌프(61)에 동작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수단(도시하지 않음)이 동작하
고, 통전 상태를 나타내는 램프(99)가 점등함과 동시에, 타이머에 의해 설정한 시간에 대응하여 펌프(61)가 운전하고,
또한 팬(59)이 작동한다. 그리고 팬(59)의 운전에 의해 본체(1)에 설치된 흡기구(57)로부터 외기가 흡인되고, 이 외기
는 산소 부화막 유닛(52)을 통과하여, 배기구(58)로부터 본체 밖으로 배출된다. 한편, 상기 산소 부화막 유닛(52)을
통과하는 외기는 이것을 통과할 때, 펌프(61)의 운전에 의해 공기가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프레임(53)내에 흡인되
고, 그 때에 산소가 통과하기 쉽게 되어 산소 부화 공기로 된다. 그리고 이 산소 부화 공기는 토출구체(83)에 송출되어
, 해당 토출구체(83)로부터 토출된다.
이 때, 본체(51)의 전면에 설치한 표시 수단(100)은 타이머가 설정되어 산소 부화 공기가 토출함에 의해 녹색으로 점
등한다. 이 녹색은 인간 공학적으로 볼 때에 안심과 편안함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것을 보고 릴렉스감을 얻
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사용자가 타이머 설정하지 않고 운전 스위치(98)를 온으로 조작한 것만으로는 팬(59)만이 동
작 개시하고, 산소 부화 공기는 공급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상기 표시 수단(100)이 점등하지 않는 것에 의해 이것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상기 표시 수단(100)은 산소 부화 공기가 토출하고 있을 때에만 점등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소 부화 공기가 토출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특히 이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시 수단은 펌프(61)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펌프와 펌프 운전 회로계의 고장과 이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운전시 팬(59)은 배기구(58) 근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팬(59)의 운전에 의해, 본체(51)내가 부압으로 되
고, 흡기구(57)로부터 외기가 흡인되어, 흡기구(57)와 배기구(58) 사이에 설치된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주변을 흐
르기 때 문에, 특히 본체(51)내에, 흡기구(57)로부터 산소 부화막 유닛(52) 주변을 통과하여 배기구(58)에 도달하는
흡기 통로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주변에 외기를 운반해 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1
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펌프(61)의 주변 외곽에 구멍(101)을 마련하여 놓으면, 팬(59)의 운전에 의해 본체(51)내가
부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멍(101)으로부터도 외기가 본체(51)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101) 주변의 펌프(
61)의 냉각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펌프(61)의 축에 설치한 팬(61b)에 의해, 펌프의 냉각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대략 직육면체형상의 산소 부화막 유닛(52)은, 그 구성부재인 대략 직사각형의 산소 부화막(54)의 단변측이 공
기의 진행 방향[본 실시예에서는 본체(51)의 전후 방향]과 대략 나란하게 되도록, 또한 대략 직사각형의 산소 부화막
(54)의 장변측이 공기의 진행 방향과 대략 직각 방향으로 되도록, 본체(51)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부화 공
기가 얻어지는 효율이 좋아진다. 즉, 가령 공기의 흐름 진행 방향과 산소 부화막(54)의 장변측이 거의 나란히 설치되
어 있다고 하면, 산소 부화막(54)의 측면을 지나는 공기의 산소 농도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여 갈수록,
도중에 산소 분자의 대부분이 산소 부화막(54)을 통과해 가기 때문에, 작아진다. 따라서 산소 부화막(54)을 산소 분자
가 통과하는 효율도 앞으로 진행하여 갈수록 나빠지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산소 부화막(54)의 단변측이 공기의 진행
방향[본 실시예에서는 본체(51)의 전후 방향]과 거의 나란히 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분자가 산소 부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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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을 통과하는 효율이 나빠지게 되지도 않 는다.
또한, 산소 부화 공기는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유닛 배출구(56)라고 하는 유일한 배출구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하
류의 펌프(61)와의 접속이 간단하게 된다. 그리고 펌프(61) 위에 산소 부화막 유닛(52)을 배치했기 때문에, 본체를 소
형이고 설치 면적을 절약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구성으로 할 수 있고, 산소 부화막 유닛(52)과 펌프(61)의 배관 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 또한, 회로(60)를 기판이 프레임(53)과 평행하게 되는 방향에 장착하였기 때문에, 팬(59)에 의한 냉
각 풍류를 이용하면서 전체를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펌프(61)에는 산소 부화막(54)의 통과 압력 손실에 대항하여 산소 부화 공기의 유량을 많게하도록, 운전시의 압
력이 높은 벨로우즈 펌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공기의 맥동과 진동에 대하여 소음 파이프(62)와 방진재
가 유효하게 작용한다. 소음 파이프(62)는 펌프(61) 근방에 대략 수평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 저하가 적고
습도가 높은 공기가 통과하여도 결로하기 어렵고 또한 물방울이 고이기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산소 부화막(54)은 산소의 투과 속도가 질소의 투과 속도보다 빠르고, 특히 본 실시예에서는 산소의 투과 속
도를 질소의 투과 속도의 2배 이상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간단한 구성으로 산소 부화 공기를 얻을 수 있다.
펌프(61)의 진동은 판금(64)을 사이에 끼운 방진재(65, 66)와 다리(69)의 방진 효과에 의해 안정되고, 쿠션(71)은 온
도 퓨즈(70)를 모터(61a)에 접촉시키면서 진동의 전파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한편, 산소 부화막 유닛(52)의 유닛 배출구(56)로부터 펌프(61)에 의해 송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는 제 1, 제 2 연결관
(85, 86)을 거쳐서 헤드 셋 유닛(82)의 토출구체(83)로부터 토출되지만, 토출구체(83)는 상하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연결관이 굴곡되어 공기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 산소 부화 공기내에 포함되는 수증기는
하류측의 소음 파이프(62), 토출구부(63)로부터 헤드 셋 유닛(82)의 토출구체(83)를 향하고, 또한 유닛 배출구(56)로
부터 헤드 셋 유닛(82)에 도달하는 경로의 중간[예컨대, 제 1 연결관(85)등]에 결로한 물방울도 헤드 셋 유닛(82)의
토출구체(83)를 향한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는, 본체(51)와 헤드 셋 유닛(82)을 연결하는 경로[제 1, 제 2 연결관(8
5, 86)] 중간에 액체 고임부(84)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되어 온 결로수의 대부분은 액체 고임부(84)내의 내벽
등에 충돌하여, 액체 고임부(84)내에 막혀 고이게 된다.
또한 액체 고임부(84)는 1회전 이내의 나사 고정 등에 의한 개폐를 위한 장착 및 분리가 쉽고, 내부에는 관부(92), 관
부(93)가 돌출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고임부(84)내에 결로수가 고이더라도 이 결로수는 액체 고임부(84)
로부터 제 2 연결관(86)등에 유출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상기 액체 고임부(84)내에 돌출된 관부(93)의 관부 중심축
은 관부(92)의 관부 중심축과 어긋나게 설치되기 때문에, 운반되어 온 수증기에 대해서도, 관부(92)로부터 관부(93)
에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관부 끼리의 기류의 충돌에 의한 소리도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
자의 입가에 산소 부화 공기와 함께 헤드 셋 유닛(82)의 토출구체(83)로부터 물방울이 비산하여 불쾌감을 부여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한, 제 1, 제 2 연결관은 항균제나 대전 방지제 또는 그 양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잡균의
번식과 먼지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소 부화막(54)은 산소와 마찬가지로 수증기의 투과도도 질소보다 크고, 습도가 높은 분위기 등에서 운전했을
때에는, 유닛 배출구(56)로부터 배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내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포함되게 되지만, 상기 액체 고임부
(84)에 의해, 멈추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산소 부화막(54) 등의 고분자막을 이용하는 방식의 산소 부화 수단에
는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본체(51)의 측면에 설치된 토출구부(63)로부터 토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는 제 1 연결관(85), 액체 고임부(84),
제 2 연결관(86)을 거쳐서, 좌측 귀걸이부(87)의 저면(90)에 보내어진다.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좌측 귀걸이부(87)
의 저면(90)에 장착되고, 상기 저면(90)과 토출구체(83)를 연결하는 절곡 가능한 가요성 연결부(91)를 움직여서, 토
출구체(83)를 사용자의 입과 코에 접근시킴으로써, 토출구체(83)로부터 토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를 입과 코로 흡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토출구체(83)는 그 총 개구 면적이 흡인 수단(61)으로부터 송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의 출구 단면적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출구체(83)로부터 방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는 유속이 증가되어 방출되게 되고, 그 결과 사용
자는 실감되게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출구체(83)는 그 표면 근방의 상류측에 벌집모양 기재에 효소를 첨착한 제균 필터(94)를 갖고, 표면 근방의
하류측에 항균재 아메니톱의 HEPA 필터(95)를 갖고 있으며, 상기 제균 필터(94)는 캐치한 균 등의 활동을 억제하고,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도 억제하며, 또한 상기 HEPA 필터(95)는 0.3 미크론의 입자를 99.7% 제거함과 동시에, 항균
재 아메니톱의 활동으로 포집한 균, 곰팡이의 활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경로 중간에 잡균 등이 발생하여도, 잡균 등을
산소 부화 공기와 함께 사용자가 흡입하는 것을, 사용자가 흡인하는 토출구체(83) 전의 최종 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다
. 또한 상기 토출구체(83)는 토출구 본체(83a)와 덮개(83b)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필터류와 구상체(96)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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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체(96)는 액체를 함침시켜 구성한 것으로, 액체와 비교하여 향료의 휘발량을
제한할 수 있고, 취급도 용이하며 주위의 수지의 열화에 대한 영향도 적다.
또한, 상기 토출구체(83)에는 장착 및 분리 가능한 커버(97)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커버(97)를 토출구
체(83)로부터 분리하여 자신 전용의 커버(97)로 교환할 수 있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커버(97)에는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상이한 색의 커버를 바꿔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의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덧붙여서 토출구체(83) 자체를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한 것에 있어서는 커버를 마련하지 않아도 이 토출구체(83) 자
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요성 연결부(91)는 좌측 귀걸이부(87)의 바닥면(90)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귀걸이부(87)의 벽면에
구속되는 일 없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다. 즉, 가요성 연결부(91)가 좌측 귀걸이부(87)의 측벽
에 마 련된 경우에, 그 벽면이 방해가 되어, 한쪽 방향으로 밖에 구부릴 수 없게 되어, 좌측 귀걸이부(87)를 사용자가
잘못하여 두부의 우측에 장착했을 때에, 사용자의 입이나 코의 가까이로 가요성 연결부(91)를 굽힐 수 없게 된다고 하
는 문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없어진다.
또한, 본체(51)와 헤드 셋 유닛(82)을 접속하는 제 1 연결관(85), 제 2 연결관(86)은 각각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설
치되기 때문에, 제 1 연결관(85), 제 2 연결관(86)의 관내가 더러워졌을 때에 분리하여 닦을 수 있고, 또한 제 1 연결
관(85), 제 2 연결관(86)의 길이 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사용 상태에 맞출 수 있게 되어, 사용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또한, 본체(51)내의 주요부품인 산소 부화막 유닛(52)과 펌프(61)를 내장하는 내부 케이스 좌측¡우측(74, 75)과, 각각
일체적으로 설치된 베어링부(76, 78)를 거쳐서, 이것과 끼워 맞추는 손잡이(72)의 회전축부(73)가 직접, 산소 부화막
유닛(52)과 펌프(61)를 내장하는 내부 케이스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본체(51)를 구성하는 다른 외곽부
품 등이 파손했다고 해도, 손잡이(72)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손잡이(72)를 들고 본체(51)를 운반하는 중에
, 손잡이(72)가 본체(51)로부터 빠져, 본체(1)가 사용자의 발 위로 낙하하는 일도 없어져, 안전성이 향상한다.
또한, 손잡이(72)에는 유지부(78)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 셋 유닛(82)을 사용하지 않을 때 등은 이 유지부(78)
에 염화비닐 등의 튜브로 이루어지는 제 1 연결관(85)과 제 2 연결관(86)을 감거나, 또는 이 유지부(78)에 헤드 셋 유
닛(82)의 헤드 밴드(head band)(89)를 걸어 둠으로써, 헤드 셋 유닛(82)이 방치되는 일도 없고, 콤팩트하게, 손잡이(
72)의 회전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수납할 수 있다. 헤드 셋 유닛(82)은 자루에 넣어 유지부(78)에 걸어 두면 장기 보
관하더라도 먼지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전원 코드도 걸 수 있다. 향료가 들어 있는 자루를 내린 경우에는 배기구(5
8)의 전면이 되기 때문에, 향의 확산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만일 염화비닐 등의 튜브로 이루어지는 제 2 연결관(86)으로부터 헤드 셋 유닛(82)으로 물방울이 운반되어 왔
다고 해도 제 2 연결관(86)이 헤드 셋 유닛(82)의 바닥면(90)에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2
연결관(86)을 바닥면(90)으로부터 장착 및 분리하는 것만으로, 바닥면(90)에 모여 고여있는 물방울을 용이하게 배수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산소 부화 장치에서는 통상 운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송풍 운전을 함으로써 우천시의 사용 등으로 기체내
및 배관 안에 높은 습도의 공기가 고이더라도 이것을 교체할 수 있어, 보관시에 잡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표시는 그들의 운전 상태와 일련 중에 있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고, 일시정지의 상태를 개재시키는 것에
덧붙여, 송풍 운전시의 풍량을 통상 운전시의 풍량의 두배 이상으로 하여 빨리 환기할 수 있도록 했을 때의 송풍음의
차이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알려 헤드 셋의 장착으로부터의 분리 등을 환기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다. 또한, 송
풍 운전시에 공기를 취입하는 부분에 HEPA 등의 고성능 필터를 설치함으로써 배관내에 잡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결로수 대책 수단의 일례로서 용기식의 액체 고임부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예컨대 산소 부화
공기의 공급 경로내의 도중 적소에, 실리콘 등의 발수(撥水) 기능을 갖는 필터를 마련하여 액체 고임부로 해도 무방하
고, 수증기가 이 필터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에는 발수 기능에 의해서 물방울로 되어 필터의 상류측에 고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통과를 방지할 수 있어, 앞의 실시예의 액체 고임부(84)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음이온 발생기(도시하지 않음)를 마련하여, 상기 음이온 발생기에서 발생한 음이온을, 산소 부화 공기와 혼합시
켜, 사용자가 흡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릴렉스 효과를 확대하여 얻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산소 부화 수단으로서, 고분자의 평막에 분자가 통과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하여 고농도
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발생시키는 방식(평막 방식)을 예시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공사(中空絲)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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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방식(중공사막 방식), 또는 제올라이트 등의 고체 표면에서의 기체의 흡탈착을 이용한 방식(PSA 방식), 또는
산소 발생제를 물에 반응시키는 등의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방식(화학 방식)등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헤드 셋(82)에 있어서, 좌측 귀걸이부(87)와 우측 귀걸이부(88)를 각각 귀에 대도록 마련했지만,
귀에 걸어 두도록 구성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또한, 좌측 귀걸이부(87) 또는 우측 귀걸이부(88) 중 어느 한 쪽만 구비
하고 있더라도 지장이 없고, 이 때 헤드 밴드(89)는 없어도 지장이 없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헤드 셋(82)에 있어서, 토출구체(83)를 그 선단에 갖는 가요성 연결부(91)를 좌측 귀걸이부(87)
에 접속했지만, 우측 귀걸이부(88)에 접속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또한, 상기 실시예의 헤드 셋(82)에 있어서, 액체 고임부(84)에 접속된 제 2 연결관(86)을, 좌측 귀걸이부(87)에 접속
했지만, 우측 귀걸이부(88)에 접속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토출 수단으로서, 사용자가 두부에 장착하는 헤드 셋 유닛(82)을 예시
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부 또는 어깨부에 거는 타입이라도 지장이 없고, 또한 팔의 일부와 동체의 일
부에 매직 테이프(등록상표)등으로 감는 타입이라도 지장이 없고, 또한 넥타이 등의 의복의 일부에 핀 등으로 고정하
는 타입이라도 지장이 없고, 물론 방진 마스크와 같이 귀 등을 사용하여 얼굴의 일부를 피복하는 타입이라도 지장이
없다.
또한, 액체 고임부(84)는 본체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체 부분은 일체물로 구성하여 장착 및 분리 가능한 배
수캡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의 물을 배출하는 구성으로 해도 무방하다.
또한, 액체 고임부는 토출구체(83)까지의 경로라면 어디에, 예컨대 좌측 귀걸이부(87)자체의 바닥면(90) 또는 가요성
이음부(91)의 도중 등에 마련해도 무방하다.
다음에 제 5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것은 상기 제 4 실시예에서도 서술한 것, 즉 결로 대책을 위해서 공기 유로중에 산
소 부화 공기이외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구성에 관한 것이고, 복수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한다.
우선, 제 1 예를 도 1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6에 있어서, 장치 본체(111)의 내부에는 산소 부화 수단(112)(본 실
시예의 경우는 산소 부화막 유닛)을 마련하고 있다. 상기 산소 부화 수단(112)은 앞의 제 4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산소 부화막 유닛[산소 부화 수단(112)]을 통과한 후의 산소 부화 공기에 있어서는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질소 약 70%)가 된다.
참조부호(113)는 흡인 수단으로, 산소 부화 수단(112)에서 생성되는 산소 부화 공기를, 제 4 연결관(114)과 공기 유
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관(116)을 경유하여 흡인하고,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2 연결관(1
17a)과 헤드 셋(119)을 경유하여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시킨다. 흡인 수단(113)은 운전시의 압력이 높은 벨로우
즈 펌프를 이용하고 있다. 상기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은 크로스 밸브를 이용하고 있어, 제어 수단(121)으로부터
의 구동 신호로 작동하고, 산소 부화 수단(112)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와 공기 취입부(122)로부터의 통상 공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치는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과 송풍 운전의 두 가지의 운전 모드를 구비한다. 이
와 같이, 헤드 셋(119)과 제 2 연결관(117a)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1 연결관(117)과 흡인 수단(113)과 제 3 연결
관(116)과 제 4 연결관(114)으로, 산소 부화 수단(112)으로부터 토출구체(120)에 이르는 공기 유로(123)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기 헤드 셋도 앞의 제 4 실시예와 동일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산소 부화 장치의 예에 있어서 그 동작을 설명한다.
산소 부화 공기 발생시의 운전시에는,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 단(115)을 제 4 연결관(114)과 제 3 연결
관(116)이 연통하도록 제어한 후 흡인 수단(113)을 구동한다. 산소 부화 수단(112)에서 생성되는 산소 부화 공기는
제 4 연결관(114)과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관(116)을 지나서 흡인 수단(113)에 의해서 흡인되고,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2 연결관(117a)과 헤드 셋(119)을 지나서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된다.
이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중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산소 부화 수단(112)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에 의해서, 제 4
연결관(114)과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관(116)과 흡인 수단(113)과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
5)와 제 2 연결관(117a)과 헤드 셋(119) 각 내면에 결로가 발생한다.
다음에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을 전환하여 제 3 연결관(116)이 공기 취입부(122)와 연통하도록
제어한 후 흡인 수단(113)을 구동한다. 통상 공기가 공기 취입부(122)로부터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
관(116)을 지나서 흡인 수단(113)에 의해서 흡인되고,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2 연결관(117a)과
헤드 셋(119)을 지나서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된다. 이 때에 산소 부화 공기 발생의 운전시에 발생¡부착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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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관(116)과 흡인 수단(113)과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2 연결관(
117a)과 헤드 셋(119)내면의 결로수를 건조함과 동시에, 공기 유로 전환 수단(115)과 제 3 연결관(116)과 흡인 수단
(113)과 제 1 연결관(117)내의 공기 유로내의 결로수를 액체 고임부(118)로 배출한다. 액체 고임부(118)는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고, 액체 고임부(118)에 고인 결로수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산소 부화기의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에 결로된 물방울을, 건조¡배출하여 사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
와 함께 흡인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에 제 2 예에 대하여 도 17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7은 블럭도이며, 앞의 제 1 예와 동일한 부분은 동일 번
호를 부기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참조부호(124)는 산소 부화 수단(112)에서 생성되
는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여 제 1 연결관(117)과 액체 고임부(118)와 제 2 연결관(117a)과 헤드 셋(119)으로 이루
어지는 제 2 공기 유로(125)를 경유하여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시키는 제 1 공기 유로이고, 참조부호(126)는 공
기 유로 전환 수단으로 전자밸브를 이용하고 있고, 제어 수단(121)으로부터의 구동 신호로 구동되고,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이 닫혀 있을 때에는, 흡인 수단(113)은 산소 부화 수단(112)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고,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이 개방하고 있을 때에는 산소 부화 수단(112)의 산소 부화막은 통과 압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인 수단(113)이 흡인하는 공기는 거의가 공기 취입부(122)로부터 흡인되는 통상 공기[산소 부화 수단(112)이외로
부터의 공기]가 된다.
이 예에서는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시에는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닫히도록 제어한 후, 흡
인 수단(113)을 구동한다. 이에 따라 산소 부화 수단(112)에서 생성되는 산소 부화 공기는 공기 유로(125)를 지나서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된다. 다음에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개방하도록 전환하여 제 1 공
기 유로(124)가 공기 취입부(122)와 연통하도록 제어 한 후 흡인 수단(113)을 구동한다. 이에 따라 통상 공기가 공기
취입부(122)로부터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과 제 1 공기 유로(124)를 지나서 흡인 수단(113)에 의해서 흡인되고,
제 2 공기 유로(125)를 지나서 토출구체(120)로부터 토출된다. 이 때에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시에 발생¡부착된,
제 1 공기 유로(124)와 흡인 수단(113)과 제 2 공기 유로(125)내면의 결로수를 건조함과 동시에 제 1 공기 유로(124)
와 흡인 수단(113)과 제 1 연결관(117)내의 공기 유로내의 결로수를 액체 고임부(118)로 배출한다. 액체 고임부(118
)는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고, 액체 고임부(118)에 고인 결로수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버릴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다음에 제 3 예에 대하여 도 18과 도 19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8은 블럭도, 도 19는 동작설명도로, 상기 제 2
예와 동일 기능 부위에는 동일 기호를 부여하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18에 있어서, 참조부호(127)는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조작 수단으로, 산소 부화 장치의 운전 개시 조작을 실
행한다. 제어 수단(121)은 조작 수단(127)에서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면,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
을 닫은 후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그러한 후에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개방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그러한 후에 산소 부화기를 정지한다. 그 운전 동작은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서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지면, 제어 수단(121)은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송풍 운전→ 운전 정지와 운전 모드를 전환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사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하면 반드시 송풍 운전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산
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시에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에 결로된 물방울을 송풍 운전에 의해서 건조¡배출하여 사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와 함께 흡인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에 제 4 예에 대하여 도 18과 도 20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0은 동작설명도로, 사용자가 조작 수단(127)을
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고,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한 후에,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는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친 후,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의 송풍 운전 후, 제어 수단(121)은 흡인 수단(113)
을 정지하여 장치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다.
그런데, 송풍 운전에서는 토출구체(120)로부터 나오는 공기는 단순한 통상 공기임과 동시에, 흡인 수단(113)에 있어
서 흡기 압력 손실이 적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으로부터 공기를 흡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출 풍량도 많아져
,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불쾌하게 느끼는 일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제어 동작의 운전 대기 공정에서는 토출구체(12
0)로부터의 공기 토출이 없어짐과 동시에, 흡인 수단(113)인 펌프의 운전도 일시 운전을 정지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토출 공기가 없어진 것을 피부로 느낌과 동시에, 펌프가 정지한 것을 귀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부화 공기 발
생 운전이 완료하여 운전 대기 공정이 된 것을 인식할 수 있 어, 사용자는 헤드 셋(119)을 빼어 예컨대 장치 본체(1)에
걸어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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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는 상기 운전 대기 공정의 시간을 약 5 내지 10초로 함으로써, 상술한 헤드 셋(119)의 수납시의 처리 시간
등으로서 너무 길어 기기의 고장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없고, 또한 너무 짧아서 수납도중에서 운전이 시작되어 조급한
생각을 하는 일도 없고, 우수한 사용 편리성의 장점을 발휘하는 제어가 된다.
다음에, 제 5 예에 대하여 도 18과 도 21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1은 동작설명도로, 사용자가 조작 수단(127)을
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여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종료후 또는 사
용자가 운전 오프 조작을 한 것을 제어 수단(121)이 검지하면,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
는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친 후,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의 송풍 운전 후, 제어 수단(121)은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여 장치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다.
상기 각 운전 모드의 동작천이는 도 21에 도시하는 동작설명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어 동작으로서,
1. 조작 수단(127)에 의해서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져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하면, 소정 시간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예컨대 제 1 타이머 운전) 완료 후, 약 5 내지 10초의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치고 나서 소정 시간 송풍
운전(예컨대 제 2 타이머 운전)을 하여 운전 정지한다.
2. 조작 수단(127)에 의해서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져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 후 운전 오프 조작이 이
루어지면, 소정의 시간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예컨대 제 1 타이머 운전)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약 5 내지 10
초의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치고 나서 소정 시간 송풍 운전(제 2 타이머 운전)을 하여 운전 정지한다.
이상의 2와 같은 제어 동작을 구비하여, 일단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하면 반드시 송풍 운전을 하고 나서 운
전 정지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에 결로한 물방울을 송풍 운전에 의해서 건조¡배출할 수 있어, 사
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와 함께 결로수를 흡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제 6 예에 대하여 도 22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2는 블럭도로, 상술된 각 실시예와 동일 기능부위에 있
어서는 동일 부호를 부여하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22에 있어서 참조부호(128)는 제어 수단(121)에 의해 구동 제어되어, 공기 취입부(122)로부터 흡인되는 통상 공
기를 가열하는 가열 수단으로, 가열된 고온¡건조 공기를 제 3 공기 유로(129)로 보낼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조작 수단(127)을 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고, 공기 유로 전
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종료후 또는 사용자가 운전 오프 조작을 한 것을 제어 수단(121)이 검지하면,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는 운 전 대기 공정을 거친 후,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열고 또한 가열 수단(128)
에 구동 신호를 보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소정 시간의 송풍 운전 후, 제어
수단(121)은 가열 수단(128)을 또한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여 장치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다.
이와 같이 송풍 운전시에는 공기 취입부(122)로부터 취입된 공기를 가열 수단(128)에서 가열¡건조하기 때문에,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에 결로된 물방울을 송풍 운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건조¡배출할 수 있다.
다음에 제 7 예에 대하여 도 23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3은 블럭도로, 상술하여 온 각 실시예와 동일 기능부위에
대해서는 동일 기호를 부여하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23에 있어서, 참조부호(130)는 습도 검지 수단으로, 공기중의 습도 정보 신호(H)를 제어 수단(121)으로 송신한다.
제어 수단(121)은 습도 검지 수단(130)으로부터의 정보(H)에 따라 송풍 운전시의 송풍 운전 시간(TS)을 변경 구동한
다.
이 예에서는 조작 수단(127)을 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고, 공기 유로 전
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이 때, 장치 본체(51)의
설치 환경 습도에 의해서, 기기의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의 결로수 발생량이 변화한다. 즉, 습도가 높은 경우는 많은
결로수가 발생하고, 또한 습도가 낮은 경우는 결로수의 발생량은 적어진다.
소정 시간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종료후 또는 사용자가 운전 오프 조 작을 한 것을 제어 수단(121)이 검지하면,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는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친 후,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여기서 제어 수단(121)은 습도 검지 수단(130)의 정보(
H)로부터 기기 설치 환경하의 습도를 관측하여 송풍 운전 시간(TS)을 결정한다. 즉, 습도가 높은 경우는 송풍 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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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TS)을 길게 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시에 산소 부화 공기 유로[제 1 공기 유로(124)와 흡인 수단(113)과 제
2 공기 유로(125)]안에 결로한 물방울을 확실하게 건조¡배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습도가 낮은 경우는 송풍 운전
시간(T)을 짧게 함으로써 결로수를 건조¡배출하면서 기기의 송풍 운전에 의한 전력 소비량을 저감하도록 제어(운전)
한다.
다음에 제 8 예에 대하여 도 23과 도 24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4는 설치 환경 습도(H)와 송풍 운전 시간(TS)과
가열 수단(128)의 구동율(D)과의 제어관계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사용자가 조작 수단(127)을 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고,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이 때, 장치 본체(51)의 설
치 환경 습도에 의해서, 기기의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의 결로수 발생량이 변화한다.
다음에 소정 시간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종료후 또는 사용자가 운전 오프 조작을 한 것을 제어 수단(121)이 검
지하면,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는 운전 대기 공정을 거친 후,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
)을 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한다.
여기서 제어 수단(121)은 습도 검지 수단(130)의 정보로부터 기기 설치 환경하의 습도를 관측하여, 송풍 운전 시간(T
S)과 가열 수단(128)의 구동율(소비 전력량)(D)을 0 내지 100%의 범위로 설정한다. 즉, 습도가 높은 경우는 송풍 운
전 시간(TS)을 길게함과 동시에 가열 수단(128)의 구동율(D)(발열량)을 크게(예컨대 100%)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
생 운전시에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에 결로한 물방울을 확실하게 건조¡배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습도가 낮은 경
우는 송풍 운전 시간(TS)을 짧게 함과 동시에 가열 수단(128)의 구동율을 작게(예컨대 0%)하여, 결로수를 건조¡배
銖玖庸 송풍 운전시에 기기가 소비하는 전력량을 저감하도록 제어¡운전한다.
도 24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송풍 운전시의 습도 검지 수단(130)으로부터의 정보(H)에 따른 가열 수단(128)의 구
동율(D)과 송풍 운전 시간(TS)과의 관계의 일례를 나타낸다. ① 습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구동율(D)은 0%이고
TS는 1분, ② 습도가 50 내지 60%의 경우에는 구동율(D)은 50%이고 TS는 1분, ③ 습도가 60 내지 70%인 경우에는
구동율(D)은 50%이고 TS는 2분, ④ 습도가 70 내지 80%인 경우에는 구동율(D)은 100%이고 TS는 2분, ⑤ 습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구동율(D)은 100%이고 TS는 3분으로 제어¡운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제 9 예에 대하여 도 25와 도 26과 도 27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25는 동작설명도, 도 26은 산소 부화 공
기 발생 운전 시간(TD)과 송풍 운전 시간(TS)과의 제어관계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7은 블럭도이다.
도 27에 있어서, 참조부호(131)는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시간을 관측하여 제어 수단으로 정보(TD)를 보내는 계
시(計時) 수단으로, 제어 수단(121)은 계시 수단(131)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송풍 운전 시간(TS)을 변경하여 운전한
다.
사용자가 조작 수단(127)을 조작[예컨대 운전 시간(TD)의 타이머 운전조작]하면, 제어 수단(121)은 운전 개시 조작
이 이루어진 것을 검지하고,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닫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구동하여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개시한다. 산소 부화 공기 유로내의 결로수 발생량은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시간에 대략 비례하기 때문에,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시간이 긴 경우는 많은 결로수가 발생하고, 또한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시간이 짧은 경
우는 약간의 결로수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조작 수단(127)에서 설정된 타이머 운전 시간(TD) 대로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종료후, 또는 사용자가 운전 오프 조작을 한 것을 제어 수단(121)이 검지하면, 제어 수단(121)은 소정 시간
흡인 수단(113)을 정지하는 운전 대기 공정을 실행한다. 여기서 제어 수단(121)은 계시 수단(131)의 정보로부터 실
제의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시간을 검지하여 이후의 송풍 운전 시간(TS)을 결정한다. 소정 시간의 운전 대기 공정
을 거친 후, 제어 수단(121)은 공기 유로 전환 수단(126)을 열고 나서 흡인 수단(113)을 다시 구동하여 송풍 운전을
개시하여 송풍 운전 시간(TS) 경과후에 기기를 정지한다.
도 26에는 본 예에 의한 TD와 TS와의 제어관계의 예를 나타내고 있고, 1. TD가 0 내지 10분일 때에는 TS는 1분, 2.
TD가 10 내지 20분일 때에는 TS는 2분, 3. TD가 20 내지 30분일 때에는 TS는 3분이 되도록 제어 수단에서 제어¡
樗徨磯
더욱 새로운 제 4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제 4 실시예의 산소 부화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도 2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산소
부화 장치 본체(133)를 자동차의 승차부내(134)로 반입하여, 자동차(135)를 운전하면서 산소 부화된 공기를 흡인하
면, 각성감(覺醒感)이 향상되어 졸음이 완전히 가시는 효과가 있다. 사용 방향으로서는, 상기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
단(136)을 두부에 장착하여 운전해도 무방하고, 또한 별도의 방법으로서, 상기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136)이 갖
는 토출구체(137)를, 운전석 근방의 승차부내(134)에 산소 부화 공기 배관(138)을 거쳐서 장착하고, 상기 토출구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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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를 운전차의 입가를 향하여 설치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는 승하차에 있어서도,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136)을
사용자가 장착 및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성이 특히 높다.
본체(133)를 구동하는 전원은 도 29와 같이 일반 주택내의 AC 전원 콘센트로부터 공급되어, 펌프(139) 등을 제어 회
로(140)를 거쳐서 운전한다. 도 30과 같이, 자동차(135)의 담배 라이터(141)로부터 취입한 DC 전원을, 가정용 AC 전
원에 가까운 상태로 변환하는 어댑터(142)를 거쳐서 공급할 수도 있다. 이 때, 커넥터(143)에서 분할¡접속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일반 주택내와 자동차(135)의 어느쪽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 토출구체(137)는 사용자가 입가에서 사용
하는 것으로, 자기의 토출구체(137)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주택내와 자동차(135)에서도
동일한 본체(1)를 사용할 수 있어, 2대의 본체(133)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도 31과 같이, 전원으로 사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이차전지(144)를 이용하고, 제어 회로(145)를 거쳐서 DC용 펌프(1
46)를 운전하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135)의 전원에는 커넥터(147)를 이용하여 접속하고, 일반 주택용 가정 전원에는
커넥터(143)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차전지(144)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차전지(144)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커넥터(147)의 접속을 뺀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도 32에서는 자동차의 승차부외측(148)에 내장한 본체(133)의 흡기구는 승차부외측(148)의 공기(외기)를 흡인하고,
산소 부화 공기 배관(138)을 통해서, 승차부내측(134)내로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136)의 토출구체를 배치하고 있
어, 자동차(27)의 주행에 의해서 흡기를 촉진할 수 있음과 동시에,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라도 승차부내측(134)내의
산소 농도의 저하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자동차(135)에 대하여 말했지만, 자동차(135)이외의 전
차나 비행기 등의 이동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다음에, 도 33 내지 도 36에 나타내는 것은 상기와 동일한 산소 부화기의 사용형태를 나타내고, 사용자가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기 위한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의 형태가 다르다.
도 33에 도시하는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은 사용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의 차양으로부터 내린 자루형상의 베
일인 공기 차단막(149)으로, 상기 공기 차단막(149)내와 산소 부화 공기 배관(138)을 연통하는 구성이다. 베일의 하
부를 적당하게 조임으로써, 베일 내부의 공기의 산소 농도를 특히 상승시킬 수 있다.
도 34에 도시하는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은 누운 사용자의 두부를 사방에서 둘러싸는 상자체(150)로, 상기 상자체
(150)내와 산소 부화 공기 배관(138)을 연통하는 구성이다. 상기 상자체(150)의 내부에 머리를 둠으로써 사용자의 호
흡기로 흡입되는 공기의 산소 농도를 특히 상승시킬 수 있다.
도 35에 도시하는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은 탁상에 놓여진, 사용자의 대략 전방을 덮는 접을 수 있는 칸막이 부재(
151)로, 상기 칸막이 부재(151)와 산소 부화 공기 배관(138)을 연통하는 구성이다. 상기 칸막이 부재(151)에 의해서
사용자의 안면을 향해서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함으로써, 사용자의 호흡공간의 산소 농도를 특히 상승시킬 수 있다.
실내로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구획된 좁은 공간으로의 고산소 농도 공기를 토출시킴으로써 사
용자 근방의 공간의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소형이더라도 산소 농도가 높은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산소 부화기가
된다.
도 36은 욕실에 이용한 경우를 도시하고, 욕실(152)의 내부(153)에 산소 부화 공기의 산소 부화 공기 토출 수단(136)
이 갖는 토출구체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신진 대사 효과가 높은 입욕 상태에서 흡입하는 욕실내의 공기의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대사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본체(1)는 욕실(23)의 내부(23a)로 반입해도 무방
하고, 또한 욕실(23)의 밖에 두었을 때에는 욕실(23)의 외부의 공기를 본체(1)내로 흡인하고, 상기 흡인한 공기를 산
소 부화 수단에 의해서 산소 농도를 높임으로써, 밀폐된 욕실내(23a)에서도 사용자에게 산소 부화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산소 부화 장치에 따르면, 장치 전체의 소형화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적절한 산소 농도의 산소 부
화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선뜻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소 부화 공기를 생성하는 산소 부화 수단과,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산소 부화 수단은 25% 내지 35%의 산소 농도의 산소 부화 공기를 생성하는 구성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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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
산소 부화 수단을 갖는 본체와,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는 흡인 수단과, 상기 흡인 수
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과, 상기 흡인 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본체에는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으로부터 토출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
을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
산소 부화 수단을 갖는 본체와,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산소 부화 공기를 흡인하는 흡인 수단과, 상기 흡인 수
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방출하는 토출 수단과, 상기 흡인 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산소 부화 수단은 산소 부화막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또한 상기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의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에 안내하는 공기 유로의 적소에 결로수 대책 수단을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의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에 안내하는 공기 유로의 일부를 가용성 연통관으로 구성하고,
상기 연통관을 거쳐서 산소 부화 공기를 소정 장소에 안내하여 토출 수단으로부터 방출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본체내에 팬을 설치하고, 이 팬에 의해 산소 부화막 주위에 공기를 공급하는 구성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막은 대략 직사각형으로 구성하고, 그 단변측이 공기의 진행 방향 과 거의 나란히 배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토출 수단은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토출 수단에는 장착 및 분리 가능한 커버를 마련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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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 수단에 제균 필터 및/또는 고포집 효율 필터를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0.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제어 수단은 산소 부화 공급 운전을 일정 시간으로 규제하는 타이머 기능을 갖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1.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공기량은 매분 1.5 L 이상임과 동시에, 타이머 기능에 의한 흡인 펌프의 동작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설정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2.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에 산소 부화 공기 이외의 공기를 유입 가능하게 하는 구성으로 하여 결로수 대책 수단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에 공기 유로 전환 수단을 거쳐서 공기 취입부를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제어 수단은, 운전 개시후,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으로부터 방출하는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을 소정 시간 실
행한 후, 산소 부화 공기 이외의 공기를 토출 수단으로부터 방출하는 송풍 운전을 소정 시간 실행하는 구성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과 송풍 운전 사이에 소정 시간 운전을 정지하는 운전 대기 공정을 마련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중에, 제어 수단에 운전 정지의 신호가 보내어지면, 상기 제어 수단은 운전 대기 공정 → 송
풍 운전 → 운전 정지로 순차적으로 운전 모드를 전환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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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 이외의 공기를 유입하는 유로에 가열 수단을 배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공기중의 습도를 검출하는 습도 검출 수단을 구비하고, 제어 수단은 상기 습도 검출 수단으로부터의 정보에 대응하여
송풍 운전 시간을 변경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 발생 운전 시간을 계측하는 계측 수단을 구비하고, 제어 수단은 상기 계측 수단의 정보에 대응하여 송
풍 운전 시간을 변경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0.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 중간에 액체 고임부를 설치하여 결로수 대책 수단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공기 유로의 일부를 구성하여 토출 수단에 연결되는 연통관을 구비하고, 또한 액체 고임부는 연통관에 설치함과 동시
에 분리 가능한 구성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액체 고임부는 복수의 본체 부분을 장착 및 분리 가능하게 결합하여 구성하고, 이 본체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내부의
물을 배출하는 구성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액체 고임부는 액체 고임부 내부에 돌출된 관부를 갖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 중간에 수분을 흡착하는 흡착재 또는 건조제를 배치하여 결로수 대책 수단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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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토출 수단에 토출구를 설치하고, 이 토출구의 개구 면적은 흡인 수단으로부터 송출되는 산소 부화 공기의 출구 단면
적보다 작게 설정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수단의 하류측의 공기 유로에 수조를 설치하고, 이 수조 통과후의 산소 부화 공기를 토출 수단으로부터 방
출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수조내에 Zn 또는 Zn 화합물로 형성된 물질을 배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 중간에 사일런서를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2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공기의 유로 중간에 향기를 혼입시키는 향기 공급 수단을 설치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0.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음이온 발생기를 구비하고, 상기 음이온 발생기에 의해 발생한 음이온을 산소 부화 공기와 혼합시켜 토출 수단으로부
터 방출시키는 구성으로 한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1.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소 부화 수단으로부터 토출 수단에 도달하는 경로에 항균제 또는 대전 방지제 또는 그 양자를 갖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2.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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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 수단의 구동 전원은 DC 전원으로부터 일단 AC 전원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3.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흡인 수단, 제어 수단 등의 전원으로서 이차 전지를 갖는
산소 부화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DC 전원과 이차 전지를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게 구성한
산소 부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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