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실용 20-033169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7

A47K 3/2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11월01일

20-0331696

2003년10월20일

(21) 출원번호 20-2003-0026295

(22) 출원일자 2003년08월14일

(73) 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새턴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6-14

(72) 고안자 정인환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0번지신대림아파트511동1101호

김승환

경기도용인시수지읍죽전2동893-8번지한솔노블리지105동302호

최윤철

경기도구리시인창동주공아파트412동304호

민경식

서울특별시도봉구창2동624-15호

최명희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264-13번지

(74) 대리인 정병호

이철순

기초적요건 심사관 : 김진영

기술평가청구 : 없음

(54)좌욕 겸용 샤워캐비넷용 샤워컬럼

요약

본 고안은 좌욕을 겸용할 수 있는 샤워캐비넷용 샤워컬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고안은 부스내의 공간 일측에 좌석부(2) 상부를 따라 다수의 제트노즐(7)을 형성하는 샤워컬럼(5)의 상기 

좌석부(2)에 스팀공(10)을 형성하여 물샘방지 뚜껑(12)으로 개폐가능게 설치하고, 상기 스팀공(10)에는 스팀발생기(

20)와 연결호스(25)로 연결하되, 상기 연결호스(25)에는 내부에 약재를 수납할 수 있는 약재수납통(30)을 연결 구성

하므로서, 제트노즐의 물 분사에 의해 샤워 및 안마를 행함은 물론 선택적으로 스팀발생기에 의해 스팀을 발생시켜 

좌욕을 행하되, 상기 스팀이 별도의 약재수납통에 수납되는 약재를 증숙한 약재 스팀으로 공급되므로 위생적이면서도

더욱 효과적인 좌욕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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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샤워캐비넷, 샤워컬럼, 좌석부, 좌욕, 스팀발생기, 약재, 스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측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요부 확대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좌석부 5: 샤워컬럼

7: 제트노즐 12: 스팀공

15: 물샘방지 뚜껑

20: 스팀발생기 25: 연결호스

30: 약재수납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소형 부스 내부에서 제트노즐에 의한 물 분사로 전신 샤워 및 안마기능을 행하는 샤워캐비넷용 샤워컬럼(S

HOWER COLUMN)에 좌욕기를 집약 구성하여 좌욕을 부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좌욕 겸용 샤워캐비넷용 샤

워컬럼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산업, 경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욕실문화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샤워캐비넷을 마련하여 제트노즐에 의한 물 분사로 샤워는 물론 안마 등을 행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샤워캐비넷은 본 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실용신안 제2003-6640,6642호에서와 같이 소형 부스에 의해 작은

내부 공간을 형성하고, 이 공간에는 바닥판과, 그 일측에 수직으로 샤워컬럼을 구성하되, 상기 샤워컬럼에는 하부의 

좌석부 상방향을 따라 다수의 제트노즐을 구비하여 강한 물 분사로 샤워는 물론 안마를 행할 수 있도록 이루는 것이

다.

한편, 성병, 방광염, 치질, 낭습이나 각종 부인병 등을 치료하는 건강보조기구로서 좌욕기 등이 알려진바 있다.

이러한 좌욕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용기의 내부에 물을 저장하여 이를 가열하여 스팀을 발생하므로 찜질효과를 얻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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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용기내에 쑥과 같은 약재를 내장하여 약재 스팀을 발생하므로 이에 의해 찜질효과를 더욱 우수하게 행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좌욕기는 사용자가 이를 별도 구비하여 좌욕기 전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한 좌욕기는 용기내부에 쑥과 같은 약재를 내장하므로 용기내부가 지저분해져 좌욕을 행함에 있어 비 위생

적인 단점과, 이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 좌욕기에서 발생되는 스팀에 의해 사용자의 옷이나 실내가 젖거나 약재 

냄새 등으로 실내가 오염될 수 있어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종래 기술이 갖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샤워캐비넷용 샤워컬럼에 좌욕기를 

집약 구성하여 샤워 및 안마는 물론 좌욕을 선택적으로 행하도록 하므로서 사용상의 신뢰도향상은 물론 경제성을 우

수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고안은 약재를 별도의 수납통에 수납하여 증숙하도록 하여 위생적이며, 샤워캐비넷 부스안에서 좌욕을 행하

기 때문에 옷이나 실내가 스팀에 젖거나 약재 냄새 등에 실내가 오염되는 문제를 방지하므로 사용상의 편리성을 극대

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고안의 목적은 부스내의 공간 일측에 좌석부 상부를 따라 다수의 제트노즐을 형성하는 샤워컬럼의 상기 좌

석부에 스팀공을 형성하여 물샘방지 뚜껑으로 개폐가능게 설치하고, 상기 스팀공에는 스팀발생기와 연결호스로 연결

하되, 상기 연결호스에는 내부에 약재를 수납할 수 있는 약재수납통을 연결 구성한 것에 의해 달성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한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즉, 본 고안은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스내의 공간 일측에 좌석부(2)를 형성하는 샤워컬럼(5)의 상방향으로 다수의 제트노즐(6)을 구비한 샤워캐비넷에 

있어서,

상기 샤워컬럼(5)의 좌석부(2)에는 스팀공(10)을 형성하여 물샘방지 뚜껑(12)으로 개폐가능게 설치하고,

상기 스팀공(10)에는 스팀발생기(20)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안내하는 연결호스(25)로 연결하되, 상기 연결호스(25)상

에는 내부에 약재를 수납할 수 있는 약재수납통(30)을 연결하여 스팀이 약재를 증숙하여 공급하도록 이루어진다.

미설명부호로서, 7은 제트노즐, 8은 원적외선 돌판, 21은 스팀발생기(20)를 지지하는 지지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동 및 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고안은 먼저 사용자가 부스(미도시)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선 상태나 좌석부(2)에 앉은 상태로 제트노즐(

7)에서 나오는 물 분사로 기본적으로 샤워는 물론 장시간 안마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좌욕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석부(2) 상의 물샘방지 뚜껑(15)을 개방하고, 스팀발생기(20)를 작

동시킨 상태로 앉아서 스팀공(15)을 통해공급되는 스팀에 의한 좌욕을 행하게 된다.

이때, 상기 스팀발생기(20)에서 발생되는 스팀은 연결호스(25)를 통해 공급되는데, 상기 스팀은 약재수납통(30)을 거

치면서 약재수납통(30)내의 약재(예를 들면 쑥)를 증숙한 상태의 약재 스팀을 공급하여 좌욕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하

게된다.

더우기, 상기 약재는 약재수납통(30)내에 별도 수납되어 있어 증숙과정에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므로 더욱 

위생적이게 되고, 상기 약재수납통(30)내의 약재는 계속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하게 됨은 물론 사용자에 따라 약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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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하여 좌욕을 위한 사용이 끝나면, 상기 좌석부(2)의 스팀공(12)에는 물샘방지 뚜껑(15)을 덮어 스팀공(12)

을 통해 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본 고안에서 상기 스팀발생기(20)를 이용하여 미도시된 부스내부에 스팀을 충분히 공급하므로 스팀욕을 행할 

수도 있게 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샤워캐비넷 부스내부에서 제트노즐에 의한 물 분사로 샤워 및 안마를 행함은 

물론 선택으로 스팀발생기에서 공급되는 스팀에 의해 좌욕을 행하되, 상기 스팀은 약재수납통에 별도 수납된 약재를 

증숙한 약재 스팀을 공급하므로 위생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좌욕을 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은 사용자가 샤워캐비넷 부스안에서 좌욕을 행하기 때문에 종래 좌욕기를 사용하면서 옷이나 실내가 스

팀에 젖거나 약재 냄새 등에 오염되는 문제를 방지하므로 사용상의 편리성도 부수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스내의 공간 일측에 좌석부(2)를 형성하는 샤워컬럼(5)의 상방향으로 다수의 제트노즐(6)을 구비한 샤워캐비넷에 

있어서,

상기 샤워컬럼(5)의 좌석부(2)에는 스팀공(10)을 형성하여 물샘방지 뚜껑(12)으로 개폐가능게 설치하고,

상기 스팀공(10)에는 스팀발생기(20)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안내하는 연결호스(25)로 연결하되, 상기 연결호스(25)상

에는 내부에 약재를 수납할 수 있는 약재수납통(30)을 연결하여 스팀이 약재를 증숙하여 공급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좌욕 겸용 샤워캐비넷용 샤워컬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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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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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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