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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 구조

요약

본 고안은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에 관한 것으로, 하우징의 일측에 하우징 내부로 실내 공기가 유입될 수 있
는 공기 유입구를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구를 통하여 하우징 내부로 유입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공기 유입구
에 인접하여 증발기를 설치하며, 유입된 공기를 송풍기에 의하여 실내로 다시 배출하는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있
어서, 압축기와 상기 증발기 사이에 방열콘덴서, 재열콘덴서 및 핫가스입력관을 병렬로 연결하고, 각 콘덴서의 냉매
입력관 및 핫가스입력관에 솔레노이브밸브를 구비하여 제어부에서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방열콘
덴서는 실외에 설치하고 별도의 냉각 장치를 부착한 후, 냉방 운전시 방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열어
방열콘덴서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고, 상기 재열콘덴서는 상기 증발기와 일정한 이격공간을
두고 하우징 내부에 나란히 설치하여 상기 공기 유입구를 통과한 공기가 증발기를 거친 후 다시 재열콘덴서를 거치
도록 하여, 제습 운전시 재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를 열어 재열콘덴서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
성되게 하며, 난방 운전시에는 상기 재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와 상기 핫가스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를
동시에 열어 재열콘덴서에서 응축된 액체 냉매와 압축기에서 직접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동시에 증발
기에 투입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항온항습기, 콘덴서, 증발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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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룸 내부에 설치한 상태에서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냉방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제습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난방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벽 3 : 천정

5 : 바닥 100 : 항온항습기

101 : 하우징 103 : 집진필터

104 : 공기유입구 105 : 온습센서

107 : 제어부 109 : 압축기

111, 115 : 압축기출력관 113 : 오일분리기

116, 117, 127 : 솔레노이드밸브 118 : 핫가스입력관

119 : 방열콘덴서입력관 121 : 방열콘덴서

123 : 냉각팬 125 : 방열콘덴서출력관

129 : 재열콘덴서입력관 131 : 재열콘덴서

133 : 재열콘덴서출력관 135 : 체크밸브

137 : 수액기입력관 139 : 수액기

141 : 증발기입력관 143 : 필터드라이어

145 : 팽창밸브 147 : 분배기

149 : 증발기 151 : 증발기출력관

155 : 압축기입력관 157 : 드레인팬

159 : 드레인 161 : 봉히터

163 : 호스 165 : 수도밸브

167 : 세디멘트필터 169 :프리카본필터

171 : 자외선살균램프 173 : 저수조

175 : 공압기 177, 179 : 노즐

178 : 이격공간 181 : 송풍기

200 : 공기가이드 201 : 덕트

203 : 송풍기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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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항온항습기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실내에 입식으로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흡입한 후 이를 설정
온도 또는 설정 습도에 따라 히티(heating), 칠링(chilling), 제습 또는 가습하고 이를 다시 실내에 내 보내 실내의 온
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관한 것이다.

항온항습기는 외기의 흡입여부, 방열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일체형과 분리형), 방열용 콘덴서의 냉각 방식(공냉식과
수냉식), 증발기와 다른 냉동 싸이클의 분리 여부, 룸과 관련한 설치 위치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가운데 본 고안은 특히, 룸(room) 바닥에 입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하우징(housing) 내부에 압축기
(compressor), 오일분리기(oil seperator), 수액기(receiver), 필터드라이어(filter drier), 팽창밸브(expansion
valve), 증발기(evaporator), 축압기(accumulator), 가열히터, 집진필터, 송풍기, 가습기 등 히트펌프사이클(heat
pump cycle)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구비하고, 실외에는 방열용 콘덴서(실외기)만을 구비하여, 실내 공기를 흡입한
후 이를 설정 온도 또는 설정 습도에 따라 히티(heating), 칠링(chilling), 제습 또는 가습하여 다시 실내에 내 보내는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온항습기는 핫 가스 콘트롤러(hot gas controller)를 구비하여 룸(room)의 온도 또는 습도가 설정 온
도 또는 설정 습도 보다 오차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냉방, 난방, 제습 또는 가습 운전을 하
게 된다.

항온항습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주로 전산실, 정밀 측정실, 엔진실험실,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전자기판생산실 등
주로 열을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설치된 룸이기 때문에 주로 냉방 운전, 제습 운전 및 가습 운전이 주를
이루지만 동절기에는 필요에 따라 난방 운전을 하기도 한다. 종래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서 난방 운전은 냉동 사이
클을 정지시키고 가열히터만을 동작킨 후 송풍기에 의하여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러나 이러한 가열히터식 난방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효율이 떨어져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단점이 있었다.

종래의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있어서, 냉방은 냉매를 통상의 냉동 싸이클에 따라 하우징 내부에 구비되고 가스 냉
매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압축기, 압축된 가스의 오일을 분리하여 압축기로 돌려 보내는 오일분리기, 실외에
구비되고 압축기에서 압축되어 인입되는 고온/고압의 가스 냉매를 상온 고압의 액체 냉매로 상 변화시켜 증발기로
유입시키는 방열용 콘덴서(실외기), 다시 하우징 내부에 구비되고 실외기에서 액체 상태로 상 변화한 냉매를 저장하
여 증발기 쪽으로 방출하는 수액기, 증발기에 유입되는 액체 냉매의 이물질을 걸러 주는 필터드라이어, 상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증발기에 보내기 전에 액체 냉매의 압력을 미리 떨어 뜨려 증발기에서 증발하기 쉬운 상온 저압의 액체
냉매로 바꾸는 팽창밸브, 팽창된 냉매를 증발기의 각 배관에 분배하는 분배기, 유입된 냉매를 기화시키면서 주변을
통과하는 공기의 잠열을 빼앗아 공기를 냉각시키는 증발기 및 기화되지 않은 냉매를 마저 기화시켜 압축기에 보내
는 축압기를 순차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송풍기에 의하여 실내 공기를 증발기에 유입시켜 열을 제거한 후 다시 실내
에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냉동 사이클의 구성 요소중 특히 콘데서와 증발기는 냉매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이러한 상태 변화는 모두 냉매관 내부의 냉매와 냉매관 밖의 외부공기간의 열교환에 의하여 이
루어지므로 이들을 열교환기라고도 한다. 콘덴서는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의 열을 주변 공기와 열
교환하게 하여, 상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만드는 기능을 하므로, 주변 공기를 가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있어서, 제습은 상술한 냉방 운전을 하면서 실내 공기가 증발기에서 냉각되어
노점 현상에 의하여 응결하도록 하고 이를 드레인팬(drain pan)에 모아 드레인(drain)을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이
용하는데, 이 때 공기 온도가 설정 실내 습도의 노점 온도 이하(통상 12℃내외)로 냉각되므로, 이를 다시 설정 실내
온도(통상 22℃ 내외)까지 재열(reheat)하여 실내에 내보내야 한다. 이 때 냉각되어 습기가 제거된 공기를 재열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별도의 전기 열선 히터, 증기 히터 등 가열히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공기 온도를
10 ℃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량이 필요하며, 따라서 가열히터에서 과도한 전력소모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종래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가 갖는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출된 본 고안은 난방 운전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설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의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제습 운전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의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넓은 면적에서 공기가 효율적으로 가열되게 하고, 항온항습기의 내부 구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히터를 채용한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 고안은

하우징의 일측에 하우징 내부로 실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공기 유입구를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구를 통하여
하우징 내부로 유입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공기 유입구에 인접하여 증발기를 설치하며, 유입된 공기를 송풍기에
의하여 실내로 다시 배출하는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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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와 상기 증발기 사이에 방열콘덴서, 재열콘덴서 및 핫가스입력관을 병렬로 연결하고, 각 콘덴서의 냉매 입력
관 및 핫가스입력관에 솔레노이브밸브를 구비하여 제어부에서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방열콘덴서는 실외에 설치하고 별도의 냉각 장치를 부착한 후, 냉방 운전시 방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
브를 열어 방열콘덴서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고,

상기 재열콘덴서는 상기 증발기와 일정한 이격공간을 두고 하우징 내부에 나란히 설치하여 상기 공기 유입구를 통
과한 공기가 증발기를 거친 후 다시 재열콘덴서를 거치도록 하여, 제습 운전시 재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
를 열어 재열콘덴서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며,

난방 운전시에는 상기 재열콘덴서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와 상기 핫가스입력관의 솔레노이드밸브를 동시에 열어
재열콘덴서에서 응축된 액체 냉매와 압축기에서 직접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동시에 증발기에 투입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룸 내부에 설치한 상태에서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냉방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 도 3
는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제습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고,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난방 운전시 제어 상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항온항습기(100)는 입식으로 제작되어 항온항습이 필요한 룸 내부 바닥에 설치된
다. 또한, 항온항습기(100)의 일측면 하부에는 실내 공기를 항온항습기의 하우징(101) 내부로 유입하기 위한 공기
유입구(104)가 형성되며, 상기 공기유입구 외측에는 집진필터(103)가 구비되어 공기 중의 부유물을 걸러 준다. 상
기 집진필터(103)는 하우징(101)에 일체로 부착할 수도 있으나, 공기유입구에 별도의 도어(도면 미도시)를 달고, 그
도어에 일체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우징(101) 상부에는 송풍기(181)를 구비하여 공기유입구(104)로 유입
된 공기를 하우징 상방으로 배출하게 하고, 송풍구(181)의 출구에는 송풍구로 부터 배출되는 공기 경로를 전방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도록, 덕트(201)와 송풍기(203)로 구성된 공기 가이드(20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입식 항온항습기는 실외기(121, 1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냉동싸이클 부
품을 하우징(101) 내부에 구비한다. 즉, 가스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켜 실외기의 방열콘덴서(121), 하우징 내
부의 재열콘덴서, 또는 콘덴서 및 팽창밸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발기(149)에 연결된 핫가스입력관(118)에 출력하
는 압축기(109), 상기 방열콘덴서(121) 또는 재열콘덴서(131)에서 응축된 상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증발기(149)에
보내기 전에 액체 냉매의 압력을 미리 떨어 뜨려 증발기(149)에서 증발하기 쉬운 상온 저압의 액체 냉매로 바꾸는
팽창밸브(145), 팽창된 상온 저압의 액체 냉매를 증발기의 각 배관에 분배하는 분배기(147), 유입된 냉매를 기화시
키면서 주변을 통과하는 공기의 잠열을 빼앗아 공기를 냉각시키는 증발기(149) 및 기화되지 않은 냉매를 마저 기화
시켜 압축기에 보내는 축압기(153) 등이 모두 하우징(101) 내부에 구비되는 것이다. 상기 하우징(101) 내부의 압축
기 출력관(111)에는 압축된 고온 고압 가스에서 오일을 분리한 후 복귀관(도면 미도시)을 통하여 압축기(109)로 돌
려 보내는 오일분리기(113)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하우징 내부에는 상기 실외기의 방열콘덴서(121)에서
액체 상태로 상 변화한 냉매를 방열콘덴서출력관(125)을 통하여 유입 받아 저장한 후 증발기(149) 쪽으로 방출하는
수액기(139)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증발기 입력관(141)에는 증발기(149)로 유입되는 액체 냉매의 이물질을
걸러 주는 필터드라이어(145)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증발기(149)는 상기 공기 유입구(104)를 통하여 하우징
(101) 내부로 유입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공기 유입구(104)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하우징(101)의 외부에는 현재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여 대응되는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온습센서(105)를 구비하고,
하우징 내에는 상기 온습센서(105)로 부터 입력 받은 현재 온도 및 습도를 설정 온도(통상 22℃) 및 습도(통상 50%)
와 비교하여 항온항습기의 각 부분을 제어하는 제어부(107)가 구비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특징은 압축기(109)와 상기 증발기(149) 사이에 2개의 콘덴서(121, 131)와 1개의
핫가스입력관(118)을 병렬로 연결하고, 각 콘덴서의 냉매 입력관(119, 129) 및 핫가스입력관(118)에 솔레노이브밸
브(117, 127, 116)를 구비하여 상기 제어부(107)에서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2개의 콘덴서 가운
데 방열콘덴서(121)는 실외에 설치하고 별도의 냉각팬(123)를 부착한 후, 냉방 운전시 방열콘덴서입력관(119)의
솔레노이드밸브(117)를 열어 방열콘덴서(121)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을이 형성되게 하고, 상기 2개의 콘덴
서 가운데 재열콘덴서(131)는 상기 증발기(149)와 일정한 이격공간(178)을 두고 하우징(101) 내부에 나란히 설치
하여 상기 공기 유입구(104)를 통과한 공기가 증발기(149)를 거친 후 다시 재열콘덴서(131)를 거치도록 하고, 제습
운전시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를 열어 재열콘덴서(131)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한데 있다. 이런 구성에 의하여, 재열콘덴서(131)의 방출열만으로도 제습과정에서 냉각된 공기를 설정 온
도까지 다시 재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은 난방 운전시 상기 재열콘데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 뿐만 아니라, 상기 핫가스
입력관(118)의 솔레노이드밸브(116)도 열어, 재열콘덴서(131)에서 방열하여 응축되고 팽창밸브(145)에서 압력 강
하한 상온저압의 액체 냉매와, 압축기(1)에서 핫가스입력관(118)을 통하여 바이패스(by-pass)되어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서로 혼합된 채로 증발기(149)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증발기의 증발압력을 상승시키고, 증발 온
도를 높여 주변을 통과하는 공기의 잠열을 빼앗는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킴으로써, 재열콘덴서(131)와 핫가스입
력관(118)을 경유하는 냉매 순환 과정에서 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난방 방법은 적은 소
모 전력으로 큰 열 효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설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
기 핫가스입력관(118)과 그 개폐에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116)는 압축기(109)의 출력 가스의 압력이 이상 고압
시 압력을 바이패스(by-pass)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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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의 또 다른 특징은 난방운전시 공기의 가열을 보조하기 위한 히터(heater)로 봉상(棒狀)의 전열히터(이하,
이를 "봉히터"라고 함)를 재열콘덴서(131)의 핀에 코일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 다수 삽입하여, 넓은 면적에서 공기가
효율적으로 가열되게 하고, 항온항습기의 내부 구조를 간편하게 한데 있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의 동작을 운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도 2는 냉방 운전시 제어부(107)에 의한 제어 상태를 나타낸다. 냉방 운전시는 송풍기(181), 압축기(109), 냉각팬
(123)을 구동함과 동시에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를 닫아 재열콘덴서(131)로 유입되는 냉
매를 차단하고, 방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17)를 열어 방열콘덴서(121)로만 냉매가 유입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압축기(109)->오일분리기(113)->방열콘덴서(121)->수액기(139)->필터드라이어(143)-
>팽창밸브(145)->분배기(147)->증발기(149)->축압기(153)->압축기(109)로의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공
기유입구(104)를 통하여 유입된 공기는 증발기(149)에서 냉각되어 송풍기(181)를 통하여 다시 실내(ROOM)에 배
출된다.

도 3은 제습 운전시의 제어부(107)에 의한 제어 상태를 나타낸다. 제습 운전시 송풍기(181)와 압축기(109)를 구동
함과 동시에 방열콘덴서입력관(119)의 솔레노이드밸브(117)를 닫아 방열콘덴서(121)로 유입되는 냉매를 차단하
고,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를 열어 재열콘덴서(131)로만 냉매가 유입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압축기(109)->오일분리기(113)->재열콘덴서(131)->수액기(139)->필터드라이어(143)->팽창밸브
(145)->분배기(147)->증발기(149)->축압기(153)->압축기(109)로의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도 3에서 부
호 135는 콘덴서(121, 131)로의 냉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이다. 공기유입구(104)를 통하여 유
입된 다습한 공기는 우선 증발기(149)에서 냉각되어 노점현상에 의하여 응결되어 증발기(149) 하부에 구비된 드레
임팬(157)에 고인 후 드레인(159)을 통하여 외부에 배출된다. 증발기(149)에서 냉각된 공기는 설정온도까지 가열
시킨 후 배출하여야 하는데, 그 가열은 재열콘덴서(131)를 통과하면서 이루어 진다. 재열콘덴서(131)에 의하여 설
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봉히터(161)를 작동시켜 부족한 열량을 보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우
적은 전력 소모에 의하여 제습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도 4는 난방 운전시 제어부(107)에 의한 제어 상태를 나타낸다. 난방 운전시에는 초기(실내온도 10℃ 미만)에는 봉
히터(161)와 송풍기(181)을 구동하여 난방을 하게 되나, 실내 온도를 16℃이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가열하기 위하
여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와 핫가스입력관(118)의 솔레
노이드밸브(116)를 열어, 압축기(109)->오일분리기(113)->재열콘덴서(131)->수액기(139)->필터드라이어
(143)->팽창밸브(145)->분배기(147)->증발기(149)->축압기(153)->압축기(109)로의 냉매 순환 사이클과, 압축
기(109)->오일분리기(113)->분배기(147)->증발기(149)->축압기(153)->압축기(109)로의 냉매 순환 사이클이
동시에 형성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송풍기(181)의 풍량을 저속으로 제어하여 재열콘덴서(131)의 응축압력을
22Kg/㎡까지 상승시키고, 토출 공기 온도를 38℃ 전후에 이르게 한다. 이로 인해 증발기(149)의 증발부에는 고온고
압의 기체 냉매와 비교적 높은 온도 및 압력의 액체 냉매가 혼합된 채 투입되게 되어 증발 압력 및 온도를 상승시키
고, 전체 냉매 순환 과정에서 유입공기를 가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면 1내지 도 4에서 부호 163은 가습기의 호스를, 부호 165는 가습기의 수도밸브를, 부호 167은 가습기의 세디멘
트필터를, 부호 169는 가습기의 프리카본필터를, 부호 171은 가습기의 자외선(UV)살균램프를, 부호 173은 가습기
의 공기압축기를, 부호 177 및 179는 가습기의 노즐을 각각 나타낸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의하면, 난방 운전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설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운전시에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의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봉히터
를 재열콘덴서와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넓은 면적에서 공기가 효율적으로 가열되게 하고, 항온항습기의 내부 구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 본 고안에 따른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를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에 의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고안의 보
호 범위를 이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의 보호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
여서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101)의 일측에 하우징 내부로 실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공기 유입구(104)를 형성하고, 상기 공기 유입구
(104)를 통하여 하우징(101) 내부로 유입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공기 유입구(104)에 인접하여 증발기(149)를 설
치하며, 유입된 공기를 송풍기(181)에 의하여 실내(ROOM)로 다시 배출하는 실내 입식 항온항습기에 있어서,

압축기(109)와 상기 증발기(149) 사이에 방열콘덴서(121), 재열콘덴서(131) 및 핫가스입력관(118)을 병렬로 연결
하고, 각 콘덴서의 냉매 입력관(119, 129) 및 핫가스입력관(118)에 솔레노이브밸브(117, 127, 116))를 구비하여
제어부(107)에서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방열콘덴서(121)는 실외에 설치하고 별도의 냉각 장치(123)를 부착한 후, 냉방 운전시 방열콘덴서입력관
(119)의 솔레노이드밸브(117)를 열어 방열콘덴서(121)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고,

상기 재열콘덴서(131)는 상기 증발기(149)와 일정한 이격공간(178)을 두고 하우징(101) 내부에 나란히 설치하여
상기 공기 유입구(104)를 통과한 공기가 증발기(149)를 거친 후 다시 재열콘덴서(131)를 거치도록 한 후, 제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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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를 열어 재열콘덴서(131)를 경유하는 냉매 순환 사이클이 형
성되게 하며,

난방 운전시에는 상기 재열콘덴서입력관(129)의 솔레노이드밸브(127)와 상기 핫가스입력관(118)의 솔레노이드밸
브(116)를 동시에 열어 재열콘덴서(131)에서 응축된 액체 냉매와 압축기(109)에서 직접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기
체 냉매가 동시에 증발기(149)에 투입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 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열콘덴서(131)에는 봉히터를 재열콘덴서(131)의 핀에 코일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 다수 삽입하여 난방운전
시 공기 가열을 보조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실내 입식 절전형 항온항습기 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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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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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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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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