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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공기정화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부품수를 줄이고 여과 및 정화성능을 가일층 향상시킨 공기정화

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케이스의 둘레면에 따라 5개 이상의 부분에 공기토출구를 형성하고, 케이스의 상단에 다수의 체

결구멍을 형성한 플랜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케이스와 결합되는 망사체는 표면에 광촉매를 코팅하고, 통공과 체결구멍

을 형성한 결합판을 내부 하단에 일체로 성형하여 체결부재를 통해 상기 플랜지와 결합되도록 하였다. 또한 망사체에 삽입

되는 필터부재는 프리필터, 울파(ULPA)필터, 탈취(DeMedia)필터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케이스와 망사체 및 커버가 조립되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부품수와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5개의 공

기토출구로 인하여 정화된 공기를 보다 원활하게 배기할 수 있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또한 망사체에 코팅된 광촉매로 인

하여 흡입되는 공기 중에 포함된 각종 세균이나 악취 등을 살균 및 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울파(ULPA)필터를 통해 0.1

미크론의 미세 이물질도 여과 및 정화하여 공기정화기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킨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공기정화기, 프리필터, 울파(ULPA)필터, 탈취(DeMedia)필터, 송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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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공기정화기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

도 2는 종래기술에 사용되는 필터부재의 구조를 나타낸 도 1의 A부 확대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공기정화기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공기정화기의 구조를 나타낸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공기정화기 200 : 케이스

210 : 공기토출구 220 : 플랜지

221, 312 : 체결구멍 230 : 송풍장치

240 : 볼륨스위치 250 : 전선

260 : 바퀴 300 : 망사체

310 : 결합판 311 : 통공

400 : 커버 500 : 필터부재

510 : 커버플레이트 520 : 프리필터

530 : 울파(ULPA)필터 540 : 탈취(DeMedia)필터

P : 패킹 S : 나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기정화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 먼지나 각종 곰팡이 및 유해물질을 여과

및 정화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산업화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많은 유해물질, 일 예로

먼지, 박테리아,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과 먼지 등은 인체에 장기간 흡입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과

각종 환경관련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정화기(또는 공기

청정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공기정화기에는 보다 향상된 여과 및 정화성능을 위하여 미세한 유해물질과 오염먼지까지도 걸러주는 헤파

필터(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가 적용되는데, 헤파필터란 특수 대전섬유인 석면 섬유로 제작된 여과지를

말한다.

이러한 헤파필터는 강한 흡착력으로 공기에 함유되어 인체에 해로운 집먼지, 진드기,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같은 유해물

질과 인체에 가장 해로운 미립자인 대략 0.3미크론(㎛) 크기의 오염먼지를 99.97%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여과 및 정화력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정화기는 오염된 공기를 일정한 수준까지 여과 및 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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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도 2는 상기한 헤파필터가 장착된 종래 공기정화기의 일 예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및 도 1의 A부 확대 단면도로서,

이러한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크게 바퀴(21)와 송풍장치(22) 및 커버결합편(23)이 설치된 베이스플레이트(20)와, 하나

의 볼륨스위치(31)와 4개의 공기토출구(32)를 갖는 케이스(30)와, 이러한 케이스(30)의 상부에 결합되는 케이스커버(40)

와, 하부커버(60)와 상부커버(70)가 결합되는 망사체(50)와, 상하 커버플레이트(81) 사이에 프리필터(82)와 헤파필터(83)

및 활성탄인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휘발성유기화합물)필터(84)가 설치되는 필터부재(80) 등으로 구성된

다.

따라서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베이스플레이트(20)에 설치된 송풍장치(22)의 가동에 의해 외부로부터 망사체(50) 측으

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며, 흡입되는 공기는 프리필터(82), 헤파필터(83), V.O.C.필터(84)로 이루어진 필터부재(80)에 의

해 여과 및 정화된다. 그리고 여과 및 정화된 공기는 송풍장치(22)의 송풍에 의해 케이스(30)의 공기토출구(32)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된다.

그러나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베이스플레이트(20), 케이스(30), 케이스커버(40), 망사체(50), 하부커버(60), 합성수지

인 상부커버(70)와 같이 다수의 부품이 나사(S)에 의해 조립되는 구조이므로 부품수의 증가에 따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특히 상기한 베이스플레이트(20), 케이스(30), 케이스커버(40), 망사체(50), 상부커버(70), 하부커버(60)와 같이 다수의

부품이 조립되는 공기정화기(10)는 그 구조의 특성상 기밀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기정화기(10)의 흡

기 및 정화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철판인 망사체(50)에 합성수지인 상부커버(70)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여름철이나 겨울철

과 같이 외부온도가 변화되는 경우에 상부커버(70)가 변형되어 망사체(50)와 상부커버(70) 사이에 틈이 발생되고, 이러한

틈 사이로 외부의 공기가 흡입되므로 흡기 및 공기정화기(10)의 정화성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육각체 형상의 케이스(30) 둘레면 중 4개의 면에 공기토출구(32)가 형성되고, 2개의 면

에는 볼륨스위치(31)와 전선(24)이 각각 설치되는 구조이므로 송풍장치(22)를 통해 송풍되는 정화된 공기는 4개의 공기토

출구(32)를 통해 제한적으로 배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화된 공기의 배기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

점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필터부재(80)가 프리필터(82), 헤파필터(83), V.O.C.필터(84)로 구성되므로 0.3미크론

보다 큰 먼지 등의 이물질을 99.97% 여과 및 정화할 수 있으나, 0.3미크론 보다 작은 미세 이물질은 여과 및 정화할 수 없

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미세 이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여과 및 정화할 수 없는 등 제품의 상

품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공기정화기의 부품

수를 크게 줄여 제품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기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케이스의 외측면에 보다 많은 수의 공기토출구를 형성하여 송풍장치를 통해 송풍되는 정화된 공기

의 배기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촉매 코팅을 통하여 살균 및 정화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0.3미크론 보다 작은 미세 먼지 등

의 각종 미세 이물질도 여과 및 정화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는 내부에 송풍장치를 설치하되 둘레면을 따라 5개 부분에 공기토

출구가 형성된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에 결합하되 표면에 광촉매가 코팅된 망사체와, 프리필터, 울파(ULPA)필터, 탈취

(DeMedia)필터로 이루어져 상기 망사체 내부에 삽입되는 필터부재와, 상기 망사체 위에 덮어지는 커버 등이 결합되어 외

부의 공기를 흡입 정화하여 배기하는 공기정화기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 상단에는 다수의 체결구멍을 형성한 플랜지를 형

성하고, 상기 플랜지는 케이스 상단에 일체로 성형하며, 상기 망사체는 체결부재를 통해 상기 플랜지와 결합되도록 통공과

체결구멍을 형성한 결합판을 내부 하단에 일체로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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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기정화기를 나타낸 분리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정화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 3의

종단면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100)는 크게 케이스(200), 망사체(300), 필터부재(500)로 이루어

진다.

먼저 케이스(200)는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상방이 개방된 대략 육각체로 성형한 것으로, 6개의 둘레면 중 5개의 면에 공

기토출구(210)를 형성하고, 나머지 하나의 둘레면에는 볼륨스위치(240)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케이스(200)의 상단에는

다수의 체결구멍(221)을 갖는 플랜지(220)를 일체로 성형하여 상기한 망사체(300)와 결합되도록 하고, 내부 바닥 면에는

송풍장치(230)를 설치하였다.

이때, 송풍장치(230) 및 볼륨스위치(240)와 연결되는 전선(250)은 케이스(200)의 바닥을 관통하여 외부로 인출되도록 하

였고, 케이스(200)의 저면에는 공기정화기(100)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다수의 바퀴(260)를 설치하였다.

육각체인 망사체(300)는 상기한 케이스(200)의 상부에 결합되는 것으로, 표면에는 광촉매를 코팅하여 공기 중에 포함된

세균과 유해가스를 살균 및 정화하고, 망사체(300)의 내부 하단에는 결합판(310)을 일체로 성형하였다. 이러한 결합판

(310)은 통공(311)과 다수의 체결구멍(312)을 형성하여 상기한 플랜지(220)의 체결구멍(221)과 체결부재의 일 예인 나사

(S) 체결에 의해 결합된다. 그리고 망사체(300)의 상부에는 금속판인 커버(400)가 나사(S)에 의해 체결 결합된다.

필터부재(500)는 상기한 망사체(300)의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 먼지 등의 각종 이

물질을 여과 및 정화하는 것으로, 상하 커버플레이트(510) 사이에 원통형의 프리필터(520), 울파(ULPA)필터(530), 탈취

(DeMedia)필터(540)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하 커버플레이트(510)의 상면과 저면에는 패킹(P)이 설치되어 커버(400)및 결합판(310)과 밀착되는데, 이러한

패킹(P)은 필터부재(500) 이외에 다른 부분이나 틈새를 통하여 외부의 공기가 케이스(200) 내부의 송풍장치(230) 측으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체결부재의 일 예로 나사(S)를 사용하였으나, 나사(S) 이외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육각체로 성형된 케이스(200)와 망사체(300)를 설명하였으나, 육각체 이외에 원

통형으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및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볼륨스위치(240)의 조작에 의해 송풍장치(230)가 가동시키면, 망사체(300)를 통해 외

부의 공기가 필터부재(500)의 내측으로 흡입되고, 이때 흡입되는 외부공기는 망사체(300)에 코팅된 광촉매 필터에 의해

우선적으로 살균 및 정화된다.

즉,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100)는 망사체(300) 표면에 광촉매 필터를 코팅하므로 흡입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담배냄새, 애

완동물 냄새, 화장실 냄새, 쓰레기 냄새 등을 탈취하고, 또한 각종 세균과 유해가스를 살균 및 정화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흡입되는 외부공기의 정화를 위하여 단순히 프리필터(82), 헤파필터(83), V.O.C.필터

(84)로 이루어진 필터부재(80)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필터들이 지니는 기능적 한계점으로 인해 각종 냄새나 악취를 효과적

으로 탈취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각종 세균과 유해가스를 살균 및 정화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의 공기정화기

(10)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를 공급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망사체(300)에 코팅된 광촉매 필터에 의해 살균 및 정화된 외부공기는 프리필터(520)와 울파(ULPA)필터(530) 및

탈취(DeMedia)필터(540)로 이루어진 필터부재(500)의 내부로 유입되면서 여과 및 정화된다.

이러한 프리필터(520)와 울파(ULPA)필터(530) 및 탈취(DeMedia)필터(540)의 기능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먼

저 프리필터(520)는 활성탄과 비석으로 구성된 것으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비듬, 큰 먼지, 냄새, 실 보무라지, 섬유

등의 비교적 큰 입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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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울파(ULPA)필터(530)는 0.1미크론(㎛) 크기의 미세 먼지 등 각종 미세 이물질을 99.9999%까지 여과 및 정화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비듬, 미세 먼지, 곰팡이, 꽃가루, 라돈(Radon) 세포에서 발생하는 붕양산물(崩壤産物), 각종

매연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게 된다.

특히 울파(ULPA)필터(530)는 공기정화기(100)의 성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헤파필터를 사용한 종래

의 공기정화기(10)는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일수록 여과되지 않고 인체의 호흡기 계통에 쉽게 침투되어 각종 호흡기 질환

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기정화기(100)의 성능은 보다 미세한 이물질을 어느 정도 여과 및 정화하

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울파(ULPA)필터(530)를 사용한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100)는 0.1미크론 크기의 미세 먼지나 각종 이물질을

99.9999%까지 정화하므로 헤파필터(83)를 사용한 종래의 공기정화기(10)로는 실현할 수 없는 보다 청정한 공기를 제공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기정화기(100)의 성능과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필터부재(500)를 구성하는 탈취(DeMedia)필터(540)는 산화알루미나, 금속산화물 및 알카리금속으로 이

루어진 구형의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지므로, 활성탄이 주된 성분인 종래의 V.O.C.필터(84)에 비하여 수명이 매우 길다. 따

라서 장시간 지속적인 여과 및 정화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탈취(DeMedia)필터(540)는 산화알루미나, 금속산화물 및 알카리금속 재질의 특성상 촉매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정화가 종래의 V.O.C.필터(84)에 비하여 탁월하고, 불연성인 장점과 함께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뛰어나다.

더욱이 종래의 공기정화기(10)에 사용된 V.O.C.필터(84)의 경우, 활성탄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탈착가스가 발생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제공하는 반면, 본 발명에 적용되는 탈취(DeMedia)필터(540)는 산화알루미

나, 금속산화물 및 알카리금속의 특성상 탈착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탈취(DeMedia)필터(540)는 상기한 여과 및 정화기능 이외에도 울파(ULPA)필터(530)를 통과한 공기 중에 포함된

염소, 클로라민, 페놀, 디오스민, 이소보르네올 등의 맛과 냄새와 관련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납, 라돈, 라돈부페물, 수은 등

의 무기화학물질과 관련된 화학물질과, 녹, 물때(Scale), 침전물 ,석면 등의 탁도(濁度)물질을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람블편모충, 크립토스포리디움, 마이크로스포리디움 등의 수인성기생충과, 소독부산물, 제초제, 살충제, 산업

화학물질, 가솔린, 등유, 디젤유, 다이옥신, 타르, 오존(O3),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인화수소(PH3), 비소화수소

(AsH3) 등의 유기화학물질을 정화하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울파(ULPA)필터(530)와 탈취(DeMedia)필터(540)를 내장한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100)는 종래의 공기정화기

(10)에서 실현할 수 없는 보다 향상된 여과기능과 정화기능을 지니므로 인체에 유익한 청정 공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한 필터부재(500)를 통해 여과 및 정화된 공기는 결합판(310)의 통공(311)을 통하여 송풍장치(230) 측으로 유

입된 이후, 송풍장치(230)의 송풍에 의해 케이스(200)에 형성된 5개 부분의 공기토출구(210)를 통하여 원활하게 배기된

다.

이와 같이 정화된 공기의 원활한 배기는 공기정화기(100)라는 제품의 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정화된 공

기가 원활하게 케이스(200) 외부로 배기되지 않는 경우에 필터부재(500)를 통한 외부공기의 흡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공기정화기(100)의 정화성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공기정화기(10)는 케이스(30)의 둘레면에 4개의 공기토출구(32)가 형성되므로 송풍장치(22)를 통해 송풍

되는 정화된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기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필터부재(80)를 통한 외부공기의 흡입률도 저하되

어 전체적인 공기정화기(10)의 성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본 발명은 볼륨스위치(240)가 설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케이스(200)의 나머지 둘레면을 따라 5개 부분에 공기토

출구(210)가 형성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공기의 배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필터부재(500)를 통한 외부공기의 흡

입도 크게 향상되어 공기정화기(100)의 여과 및 정화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게 된다.

등록특허 10-0543225

- 5 -



더욱이 케이스(200)의 둘레면에 형성된 5개의 공기토출구(210)는 배기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이

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품의 향상된 성능을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케이스(200)와 망사체(300)가 플랜지(220)와 결합판(310)의 나사(S) 체결에 의해 직접 결합되는 구조이

므로 종래에서와 같이 베이스플레이트(20), 커버결합편(23), 케이스커버(40), 하부커버(60) 등과 같이 많은 부품이 불필요

하다. 따라서 공기정화기(100)의 부품수를 크게 줄이고, 조립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원가를 획기적

으로 줄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선점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커버(400)가 망사체(300)와 같은 금속판 재질이므로 하절기나 동절기와 같이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커버(400)의 변형에 따른 틈새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필터부재(500)를 통한 외부공기의

흡입효율을 증대시키고, 공기정화기(100)의 여과 및 정화효율을 가일층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일 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적용범위는 이와 같은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사상의 범주 내에서 적절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케이스, 망사체, 필터부재 그리고 커버가 조립되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공기정화기의 부품수를

크게 줄이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기정화기의 기밀성을 향상시켜 필터부재를 통한 흡기 효율을 높이

는 등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킨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는 케이스의 둘레면 중 5개 면에 공기토출구를 형성하므로 송풍장치를 통해 송풍되는 정화된

공기의 배기 효율을 보다 향상시켜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보다 원활하게 배기시킬 수 있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공기정화기는 망사체의 표면에 광촉매를 코팅하므로 공기 중에 포함된 각종 세균이나 악취 등을 살균 및

정화하고, 또한 울파(ULPA)필터와 탈취(DeMedia)필터를 통하여 0.1미크론의 미세 이물질도 여과 및 정화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의 헤파필터와 V.O.C.필터로 실현할 수 없었던 공기정화기의 여과 및 정화성능을 월등하게 향상

시킨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내부에 송풍장치를 설치하되 둘레면을 따라 5개 부분에 공기토출구가 형성된 케이스와, 상기 케이스에 결합하되 표면에

광촉매가 코팅된 망사체와, 프리필터, 울파(ULPA)필터, 탈취(DeMedia)필터로 이루어져 상기 망사체 내부에 삽입되는 필

터부재와, 상기 망사체 위에 덮어지는 커버 등이 결합되어 외부의 공기를 흡입 정화하여 배기하는 공기정화기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200) 상단에는 다수의 체결구멍(221)을 형성한 플랜지(220)를 형성하고, 상기 플랜지(220)는 케이스(200)

상단에 일체로 성형하며, 상기 망사체(300)는 체결부재를 통해 상기 플랜지(220)와 결합되도록 통공(311)과 체결구멍

(312)을 형성한 결합판(310)을 내부 하단에 일체로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정화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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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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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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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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