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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서랍 배면에 축냉제를 부착하여 서랍 내부 저장실의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고 냉장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랍이 개시되어 있다. 케이스는 전방부, 하부, 좌측부, 우측부, 및 후방부를 포함하여 내부에 상향 개구된 저장실

을 형성한다. 도어는 상기 케이스의 전방부에 설치되어 상기 저장실을 개폐한다. 냉기 공급 부재는 상기 케이스의 후방부

에 설치되어, 상기 도어의 개폐에 따라 냉기를 제공하는 증발기가 설치된 증발기 플레이트로부터 이격되거나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에 근접하여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케이스의 저장실으로의 냉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방부, 하부, 좌측부, 우측부, 및 후방부를 포함하여 내부에 상향 개구된 저장실을 형성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전방부에 설치되어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도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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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스의 후방부에 설치되어, 상기 도어의 개폐에 따라 냉기를 제공하는 증발기가 설치된 증발기 플레이트로부터 이

격되거나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에 근접하여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케이스의 저장실으로의 냉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냉기 공급 부재를 포함하는 김치 냉장고용 서랍.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가 개방되면, 상기 케이스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로부터 이격되어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케

이스의 저장실으로의 냉기가 차단되고, 상기 도어가 폐쇄되면, 상기 케이스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에 근접하여 상기 증발

기로부터 상기 저장실으로의 냉기가 공급하는 김치 냉장고용 서랍.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후방부는 좌측부 및 우측부를 포함하고, 상기 냉기 공급 부재는 상기 좌측부와 상기 우측

부 사이에 형성되며, 중앙에 적어도 하나의 제 1 개구부를 형성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밀착 고정되는 축냉제; 및

상기 축냉제를 지지하고, 적어도 하나의 제 2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 부재를 포함하는 김치 냉장고용 서랍.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축냉제는 에틸렌 그리콜을 포함하는 김치 냉장고용 서랍.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김치 냉장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냉기 공급 기능을 갖는 축냉제가 부착된 김치 냉장고용 서랍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치 냉장고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물을 적절히 숙성 보관하여 양질의 맛을 갖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의 김

치 냉장고는 예로부터 사용되어졌던 김치독의 김치 숙성 시간 및 숙성 온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에 묻어둔 김치독과 같이 0

~ 7 ℃의 온도로 저온 숙성되게 하고 0℃ 전후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치 냉장고는 외부의 영향없이 직접적으로 고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직냉식과 팬에 의해 간접적으로 냉각시키는

간냉식의 냉각 방식으로 구동되며, 또한 인출 방식에 따라 문이 서랍 형태로 이루어진 서랍식과 문이 상면에 부착되어 있

는 상부 개폐식으로 나뉘어지며 다수개의 보관실 구조를 갖으나,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

종래의 서랍방 증발기가 서랍방 상단면과 배면에 부착되어 있고, 증발기가 상단에 부착하면 상단에 이슬이 발생하여 서랍

실의 식품 위로 낙하하여 음식물이 손상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배면에 증발기만 부착시 서랍방의 내용적으로 대비하여

증발기의 냉각 성능이 저하되어 낮은 온도의 식품 보관이 난이해지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소비 전력이 상승되는 문제가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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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서랍 배면에 축냉제를 부착

하여 내부 저장실의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고 냉장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랍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방부, 하부, 좌측부, 우측부, 및 후방부를 포함하여 내부에 상향 개구된 저장실

을 형성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의 전방부에 설치되어 상기 저장실을 개폐하는 도어; 및 상기 케이스의 후방부에 설치되

어, 상기 도어의 개폐에 따라 냉기를 제공하는 증발기가 설치된 증발기 플레이트로부터 이격되거나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

에 근접하여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케이스의 저장실으로의 냉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냉기 공급 부재를 포함하는 김

치 냉장고용 서랍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도어가 개방되면, 상기 케이스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로부터 이격되어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케이

스의 저장실으로의 냉기가 차단되고, 상기 도어가 폐쇄되면, 상기 케이스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에 근접하여 상기 증발기

로부터 상기 저장실으로의 냉기가 공급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케이스의 후방부는 좌측부 및 우측부를 포함하고, 상기 냉기 공급 부재는 상기 좌측부와 상기 우

측부 사이에 형성되며, 중앙에 적어도 하나의 제 1 개구부를 형성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밀착 고정되는 축냉제; 및 상

기 축냉제를 지지하고, 적어도 하나의 제 2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 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축냉제는 에틸렌 그리콜

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랍식 및 상향 여닫이식이 결합된 김치 냉장고(1)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랍식 및 상향 여닫이식이 결합된 김치 냉장고(1)는 본체(2)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상부 저장실

(3) 및 하부 저장실(4)이 별도로 형성되고, 상기 상부 저장실(3)의 상단부에는 저장물의 수납을 위한 도어(5)가 상하 방향

으로 회동 가능하게 형성되며, 상기 하부 저장실(4)에는 저장물의 인출과 개폐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으로 인출

되어 개폐되는 서랍(6)이 수납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김치 냉장고용 서랍(6)를 확대 도시한 확대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김치 냉장고용 서랍(6)는 케이스(210), 서랍 도어(220), 및 냉기 공급 부재(230)를 포함한다.

케이스(210)는 전방부(212), 하부(214), 좌측부(216), 우측부(218) 및 후방부(219)을 포함하여 내부에 상향 개구된 하부

저장실(4)을 형성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서랍(6)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

(210)의 후방부(219)은 좌측부(310) 및 우측부(320)를 포함한다.

서랍 도어(220)는 상기 케이스(210)의 전방부(212)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스(210)에 의해 형성된 상기 하부 저장실(4)을

개폐한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서랍으로부터 축냉제(420)를 분리한 상태를 나타내는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410)은 상기 케이스(210)의 후방부(219)의 좌측부(310)와 우측부(320) 사이에 형성되

며, 프레임(410)의 중앙에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개구부(440)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 1 개구부(440)는 상기 증발기로부

터의 냉기를 축냉제(420)가 흡수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서랍의 지지부재(430)를 나타낸 도면이다. 지지 부재(430)는 축냉제(420)가 프레임(410)으로부터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지지하며, 적어도 하나의 제 2 개구부(450)가 지지 부재(430)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2 개구부

(450)는 상기 축냉제(420)가 흡수한 냉기를 상기 저장실(4)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도 5에는 제 2 개구부(450)가 4

개 도시되어 있지만, 하나 이상이면 무방하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김치 냉장고의 증발기가 설치되는 증발기 플레이트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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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기 공급 부재(230)는 상기 케이스(210)의 후방부(219)에 설치되어, 상기 서랍 도어(220)의 개폐에 따라 냉기를 제공하

는 증발기(도시안됨)가 설치된 증발기 플레이트(610)로부터 이격되거나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610)에 근접하여 상기 증

발기로부터 하부 저장실(4)로의 냉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냉기 공급 부재(230)는 프레임(410), 축

냉제(420), 및 지지 부재(43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서랍 도어(220)가 개방되면, 상기 케이스(210)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610)로부터 이

격되어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하부 저장실(4)로의 냉기가 차단되고, 상기 서랍 도어(220)가 폐쇄되면, 상기 케이스(210)

가 상기 증발기 플레이트(610)에 근접하여 상기 냉기 공급 부재(230)에 의해 상기 증발기로부터 상기 저장실(4)로 냉기가

공급된다.

상기 축냉제(420)는 상기 프레임(410)에 밀착 고정된다. 상기 축냉제(420)는 빙점이 -4℃인 에틸렌 그리콜인 것이 바람

직하다.

동작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랍 도어(220)를 닫게 되면, 냉기 공급 부재(230)가 증발기 플레이트(610)와 근접하게 되어, 상

기 냉기 공급 부재(230)의 축냉제(420)는 증발기 플레이트(610)의 냉각에 의하여 결빙되고, 서랍(6) 내부, 즉 하부w저장

실(4)을 축냉제 효과에 의하여 냉장시키고 보냉하는 효과를 갖는다. 한편, 서랍 도어(220)를 개방하면 냉기 공급 부재

(230)가 증발기 플레이트(610)로부터 이탈되어, 상기 축냉제(420)에 의해 냉장 기능이 제거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

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

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서랍실의 축냉제를 이용하여 서랍실 내부 내장 성능 및 보온 성능 유지을 유지하고,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랍식 및 상향 여닫이식이 결합된 김치 냉장고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김치 냉장고용 서랍을 확대 도시한 확대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서랍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서랍으로부터 축냉제를 분리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지지부재를 나타낸 확대도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김치 냉장고의 증발기가 설치되는 증발기 플레이트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 김치 냉장고 2: 본체

3: 상부 저장실 4: 하부 저장실

5: 도어 6: 서랍

210: 케이스 212: 전방부

214: 하부 216: 좌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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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우측부 219: 후방부

220: 서랍 도어 230: 냉기 공급 부재

310: 좌측부 320: 우측부

410: 프레임 420: 축냉제

430: 지지 부재 440: 제 1 개구부

450: 제 2 개구부 610: 증발기 플레이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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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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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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