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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냉난방 장치와 공기 정화 장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기 조화기에 관한 것
으로서, 특히 하단부와 상단부에 제1 흡입구 및 제1 토출구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제2 흡입구 및 제2 토
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캐비닛과;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서 제2 흡입구로 유입된 공기가 제2 토출구로 배출
될 수 있도록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의 유로와 분리하여 공기 정화실을 형성하는 유로 분리수단과; 
상기 캐비닛의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열교환시키는 제1 송풍 기구 및 열
교환기와; 상기 공기 정화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제2 송풍 기구 및 집진 장치와; 
상기 캐비닛의 전면 하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흡입구 및 제2 흡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키
는 흡입 도어와; 상기 캐비닛의 전면 상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토출구 및 제2 토출구를 선택
적으로 개폐시키는 토출 도어로 구성됨으로써 냉난방 효율 및 공기 정화 효율이 향상됨과 아울러 외부 미
관도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대표도

도4

색인어

흡입 도어, 토출 도어, 집진기, 자외선등, 촉매 필터, 송풍기, 열교환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공기 조화기의 개방상태 정면도 및 측면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공기 조화기의 닫힘 상태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를 냉방기로 사용할 때의 정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의 측면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를 정화기로 사용할 때의 정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1 : 캐비닛                          52 : 제1 흡입구 

53 : 제1 토출구                      54 : 제2 흡입구 

55 : 제2 토출구                      56 : 송풍 기구 

57 : 열교환기                        58 : 유로 분리막 

59 : 자외선 차단막                   60 : 흡입 도어 

65 : 토출 도어                       70 : 공기 정화실 

71 : 송풍팬                          72 : 유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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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집진기                          74 : 광촉매 필터 

75 : 자외선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기 조화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냉난방 장치와 공기 정화 장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구성된 공기 조화기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기 조화기는 난방기, 냉방기, 공기 정화기 등으로 실내를 냉난방시키거나 공기를 정화할 목
적으로 설치되어 인간에게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다.

최근의 공기 조화기는 냉난방은 물론 공기 정화기능까지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기 조화기가 널리 보급
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공기 조화기의 정면도 및 측면도이고, 도 2는 종래 기술의 공기 조화기의 닫힌 
상태의 측면 구성도이다.

종래 기술의 공기 조화기는 캐비닛(1)의 하측에 실내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2)가 형성되어 있고, 상측
에는 열교환되거나 정화된 공기를 다시 실내측에 토출하는 토출구(3)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상기 흡입구(2) 및 토출구(3)에는 내부를 보호하면서 공기는 통과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방
향으로 그릴(4)(5)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기 조화기의 흡입구(2)와 토출구(3)에는 도어(6)(7)가 설치되어 있는 바, 공기 조화기를 사
용할 때는 도 1에서와 같이 흡입 도어(6)와 토출 도어(7)를 하측 또는 상측으로 개방시켜 사용하게 되고, 
공기 조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입 도어(6)와 토출 도어(7)를 닫아 흡입구
(2)나 토출구(3)로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흡입 도어(6)와 토출 도어(7)는 캐비닛(1)의 외측에서 내부에 설치된 전동 장치에 의해 자동
으로 상측 또는 하측으로 슬라이딩되면서 흡입구(2) 및 토출구(3)를 열거나 닫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공기 조화기의 캐비닛(1)의 내부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내 공기를 강제 유
동시킬 수 있도록 송풍 기구(8)가 설치되고, 이 송풍 기구(8)의 상측에는 실내 냉방을 위해 열교환기(9)
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흡입 그릴(4) 측에는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집진 장치(10)가 설치되고, 상기 흡입 그릴
(4)에는 부피가 큰 이물질을 걸러내는 에어 필터(11)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집진 장치(10)는 상기한 공기 조화기를 냉방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서, 전기를 이용하여 상기 흡입 그릴(4)을 통해 유입된 공기중의 먼지를 이온화
시켜 깨끗한 공기로 정화한 다음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공기 조화기는 필요에 따라 송풍 기구(8) 및 열교환기(9)를 작동시켜 냉방 장
치로 사용하거나, 열교환기(9)는 사용하지 않고 집진 장치(10)만을 작동시켜 공기 정화기로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물론, 상기한 캐비닛(1) 내부의 공기 유로상에 전기 히터 등을 설치하게 되면 난방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공기 조화기는 하나의 송풍 기구를 이용하고 있고, 냉방 유로와 공기 
정화유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열교환기나 집진 장치가 공기 유동을 방
해하게 되어 에너지 소비가 커지게 되고, 열교환기나 송풍 기구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기 청정 기
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도어의 상하 이동에 따라 냉난방 장치와 
공기 정화장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냉난방 효율 및 공기 정화 효율이 향상됨과 
아울러 외부 미관도 향상되도록 하는 공기 조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는, 하단부와 상단부에 제1 흡입구 및 제1 토출
구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제2 흡입구 및 제2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캐비닛과;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서 
제2 흡입구로 유입된 공기가 제2 토출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의 유로와 분리
하여 공기 정화실을 형성하는 유로 분리수단과; 상기 캐비닛의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열교환시키는 제1 송풍 기구 및 열교환기와; 상기 공기 정화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
를 정화시키는 제2 송풍 기구 및 집진 장치와; 상기 캐비닛의 전면 하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흡입구 및 제2 흡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키는 흡입 도어와; 상기 캐비닛의 전면 상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토출구 및 제2 토출구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키는 토출 도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2

1019990006045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를 냉난방기로 사용할 때의 정면도 및 측면 구성도이고,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조화기를 공기 정화기로 사용할 때의 정면도이다.

본 발명의 공기 조화기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비닛(51)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실내 냉방시 실내 공
기가 흡입하고 토출할 수 있도록 제1 흡입구(51) 및 제2 토출구(53)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 흡입구
(52)와 제2 토출구(53) 사이에는 실내 공기 정화시 실내 공기를 흡입하고 토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2 
흡입구(54) 및 토출구(55)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51)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제1, 2흡입구(52)(54)와 제1, 2토출구(53)(55)를 개폐할 
수 있도록 흡입 도어(60) 및 토출 도어(65)가 설치되어 있는 바, 상기 흡입 도어(60)와 토출 도어(65)는 
캐비닛(51)의 전면에서 상하 방향으로 슬라이딩되면서 제1,2 흡토출구(52)(53)(54)(55)를 개폐하게 되어 
있다.

즉, 냉방기로 사용할 때는 도 3에서와 같이 흡입 도어(60) 및 토출 도어(65)가 상측과 하측으로 각각 이
동되어 제2 흡입구(54) 및 제2 토출구(55)는 닫고, 제1 흡입구(52) 및 제1 토출구(53)는 개방시킴으로써 
캐비닛(51) 내부의 송풍 기구(56)와 열교환기(57)를 통해 실내 난방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공기 정화기로 사용할 때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입 도어(60) 및 토출 도어(65)가 하측 또
는 상측으로 각각 이동되어 제1 흡입구(52)와 제1 토출구(53)는 닫고, 제2 흡입구(54)와 제2 토출구(55)
를 개방시킴으로써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기 흡입 도어(60)와 토출 도어(65)는 그 양측부가 캐비닛(51)에 상하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가이드 홈(51a)(51b)의 내측에 삽입되어 상하 이동하게 되고, 캐비닛(51)의 내부에는 상기 도어(60)(65)
를 자동으로 상하 이동시킬 수 있는 도어 구동 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와 같은 공기 조화기의 내부 구조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냉방 유로와 공기 정화유로가 분
리될 수 있도록 캐비닛(51)의 내부에 별도의 공기 정화실(70)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제1 흡입구(52)와 제1 토출구(53) 사이에는 송풍 기구(56)와 열교환기(57)가 각각 구비되어 실
내 냉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냉방 유로를 형성하게 되고, 상기 공기 정화실(70)은 상기 냉방 유로와 유로 
분리막(58)을 통해 차단되어 형성되며, 상기 캐비닛(51)의 중앙부에 형성된 제2 흡입구(54) 및 제2 토출
구(55)를 통해 실내 공기를 흡입한 다음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기 공기 정화실(70)의 내부에는 상기 제2 흡입구(54) 및 제2 토출구(55)를 통해 공기 정화유
로로 실내 공기를 강제 유동시키는 송풍 팬(71)과, 상기 송풍 팬(71)에 의해 유동하는 실내 공기를 정화
하는 집진기(73)가 설치된다.

여기서, 상기 송풍팬(71)은 공기 정화실(70)의 상부인 상기 제2 토출구(55)의 내측에 설치되며, 이와 같
이 설치된 송풍팬(71)의 둘레에는 송풍 효율이 향상되도록 공기 유동을 안내하는 송풍 가이드(72)가 설치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집진기(73)는 공기 정화실(70)의 하부인 상기 제2 흡입구(54)의 내측에 설치되며, 상기 제2 
흡입구(54)와 집진기(73) 사이에는 실내 공기를 살균하는 자외선등(75)이 설치되어 있다.

즉, 상기 집진기(73)는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중의 먼지를 이온화시켜 깨끗한 공기로 정화하는 장치로서, 
그 외측면에는 실내 공기의 냄새를 탈취하는 망형의 광촉매 필터(74)가 설치되고, 상기 자외선등(75)은 
상기 광촉매 필터(74)와 제2 흡입구(54)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광촉매 필터(74)에 빛을 조사하여 광촉매
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시 광선으로 공기를 살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상기 제2 흡입구(54)에는 상기 자외선등(75)에서 발사되는 빛이 실내로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
단막(59)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상기 냉난방 유로 상에 히트 펌프식 열교환기를 구비하거나 전기 히터 등을 설치하면 실내 난방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공기 조화기는 흡입 도어와 토출도어를 상측 또는 하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냉난방 장치와 공기 정화장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 효율 및 공기 
정화 효율이 향상되는 동시에 공기 조화기의 외부 미관도 더욱 향상되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단부와 상단부에 제1 흡입구 및 제1 토출구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제2 흡입구 및 제2 토출구가 형성되
어 있는 캐비닛과; 상기 캐비닛의 내측에서 제2 흡입구로 유입된 공기가 제2 토출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의 유로와 분리하여 공기 정화실을 형성하는 유로 분리수단과; 상기 캐비닛
의 제1 흡입구와 제1 토출구사이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열교환시키는 제1 송풍 기구 및 열교환기와; 상
기 공기 정화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제2 송풍 기구 및 집진 장치와; 상기 캐비닛
의 전면 하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흡입구 및 제2 흡입구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키는 흡입 도어
와; 상기 캐비닛의 전면 상측에 설치되어 상하 이동되면서 제1 토출구 및 제2 토출구를 선택적으로 개폐
시키는 토출 도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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