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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itle: ELECTROSTATIC SPRAYING CYCLONE AIR PURIFIER

(54) 발명의 명칭 : 정전분무 싸이클론 공기청정기

(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n air purifier including a cyclone, which can effectively

remove fine dust using electrostatic spraying, has a relatively simple internal structure, and can b e manu¬

factured in a compact size. The present invention does not require a filter used in industrial and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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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urifiers, thus having an effect of reducing operation costs, discharges moisture in micro-droplet form

together with the purified air, thus having a humidifying effect, and generates a high-voltage charge in

water used for removing pollutants in the air, thus having an effect of preventing bacteria propagation in

the water.

(57) 요약서 : 본 발명은 정전분 무를 이용하여 미세분 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내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소형 제작이 가능한 사이클론을 구비한 공기청정기에 관한 것으로서 , 산업용
및 가정용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를 필요하지 않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 , 정화된
공기와 같이 미세 액적 형태의 수분이 같이 배출되므로 가습효과 및 공기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에 고전압 하전이 되므로 물 내의 세균번식이 불가능한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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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정전분무 싸이클론 공기청정기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사 이클론을 구비한 공기 청정기에 관한 것으로 , 보다 상세하게는

정전분무를 이용하여 미세분 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내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소 형 제작이 가능한 사 이클론을 구비한 공기청정기 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집진 방식 에는 중 력을 이용하여 공기가 이동하면서 자연적 으로 먼지를

침전시키는 중 력 집진 장치 , 공기 기류 방향을 급변시켜 전환점 부분에서 관성에
의하 여 먼지를 집진하는 관성 력 집진 장치，필터를 이용 한 여과 집진 방식 ,

가온을 이용한 세정 방식，그리고 원심 력을 이용한 원심 력 집진 장치，정전기를

이용한 전기 집진 방식 등 이 알려져 있다 . 또 한 공기 청정 방식으로는

U .V./광촉 매 방식 , 고온 플라즈마 방식 , 저온 플라즈마 방식 , 바이오 필터 방식 ,

필터와 플라즈마를 조합한 하 이브리드 방식 등 이 알려져 있다 .
[3] 이러한 집진 방식과 공기 청정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 을 달리하 여 취사

선택되고 있다 . 특히 , 사 이클론 (Cyclone)이란 유체의 선회류 ($定 : vortex

flow )에 의해서 생기는 원심 력을 이용하여 유 체 속 에 현탁해 있는 고 체입자나

액적 등을 그 비중의 차 이에 의해 분 리하는 원심 분 리 장치를 말하고 , 사 이클론

공기청정기는 그 러한 사 이클론 (Cycl이i e)이 장착되 어 이물질이 내포된 공기를

사 이클론에 의해 원심 분리하여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그 러나

사 이클론 방식의 집진기 의 경우 미세 분진 (<5 ^im)에 대한 집진율 이 급격히

저하되어 미세분진을 집진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 한편 미세 먼지의 경우

전기 집진 방식 이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그러나 , 상기와 같은 종래의 사 이클론 공기청정기 또는 사 이클론은 유체를

흡입하는 흡 입구 부분이 측면 부분에 덕트 형태로 되어 있어 유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마 찰저항에 의해 압력손실이 발생하고 , 또 종래의 사 이클론

공기청정기의 구조상 사 이클론은 공기 중 에 포함된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한계가 있는 문 제 점이 있다 .
[5] 사 이클론 방식을 적용한 집진기로 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W -0150707호는 도

1과 같 이 호 퍼 내부에 와이어 형태의 방전용 전극을 설치하여 호 퍼 내부에서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미세분 진을 이온화하여 이온화된 분진이 호 퍼 벽면

쪽으로 이동한 후 벽면에 부딪히 면서 자중에 의해 호 퍼 하단의 집진 통으로

수 집되게 구성하고 있다 .
[6] 그러나 호 퍼 내부에 와이어만 설치하여 코로나 방전을 발생시 킬 경우 코로나

방전이 주로 중심에 있는 배기관과 와이어 전극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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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발생 영역이 작고 또한 이온화된 분진 입자가 배기면 안쪽 면으로
이동해서 벽면에 부착되 는데 배기가스가 배기관의 위쪽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집진된 먼지가 효과적으로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여 집진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 또한 플라즈마 발생영역이 작아 ¥00 제거 능력 또한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
[7]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상기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0150707 호를 살펴보면 ,

사이클론 입구에 예비하 전장치를 추가로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미세분진을
대전시켜 사이클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사이클론 내부에서 전기 집진이

일어나도록 구성하였다 . 이 경우 예비하 전장치와 사이클론 내부의 전극 구조가

상이하게 달라 두 개의 전원공급 장치가 필요하며 , 플라즈마 발생영역이 작아
¥ 0 （：제거효율이 크지 않은 단점이 있다 .

[8]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4-0103627호에서는 흡입구 및 토출구를 갖는 케이스 ;

상기 케이스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케이스의 내부로 흡입시키거나 상기

케이스의 토출구를 통해 공기를 케이스의 외부로 토출하도록 하는 팬 ; 상기 팬의

가동과 더불어 상기 케이스 내의 공기를 내부로 인입하도록 돌출된

공기흡입 관을 가지며 , 이 공기흡입 관를 통해 인입된 공기로 부터 분진을
원심력에 의해 낙하시 키거나 정전기를 통해 제거한 후 공기토출관을 통해

배출하는 다수의 사이클론 ; 상기 각 사이클론으로 부터 제거된 분진을 포집하는

분진탱크 ; 및 상기 사이클론들의 공기토출관과 연결되어 상기 사이클론들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클론을
구비한 공기청정기를 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전분 무 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된 바

없다 .
[9] 이러한 종래의 사이클론은 유입관을 통해 혼합가스를 본체 내부로 유입하고 ,

유입된 혼합가스는 본체 내벽을 따라 선회하면서 하강하게 된다 . 이때 본체의

상부원통부 단면적은 상기 유입관의 단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유입된
혼합가스의 유속은 일시적으로 급감하게 되어 유속에 의해 이동되는

분진입자가 1차적으로 분리된다 . 또한 , 선회하면서 회전력에 의해 잔여 분진을
외측 방향 즉 , 본체 내벽으로 밀어내게 되어 기체로부터 분진을 분리하게 된다 .

분진을 분리한 기체는 선회된 중앙을 통해 재상승하여 배출관을 통해 배출되고 ,

분리된 분진은 본체 내벽을 따라 하강하여 포집챔버로 포집된다 .

[ 1이 종래의 사이클론 구성에서 혼합가스는 유입관을 통해 사이클론의 본체 내부로

유입될 때 유로의 단면적이 급속하게 확장되 고 , 하강 후 상승하여 나가는

배출관에서는 단면적이 급속하게 축소되 어 이송압력을 급감시키게 된다 .

[11] 이러한 이송압력의 감소는 단순 배기 중의 분진제거분 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

이송기체를 순환시켜 연속적으로 사용되 는 분야에 서는 급감되 는 압력만큼
보충해 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체로부터

분진의 분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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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따라서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소형으로

제작가 능하며 습식 집진장치의 단점인 폐수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운영비도 저감할 수 있는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적 과제
[13]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 정전 분무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냈2.5 이하의 작은 입자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전분 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과제 해결수단
[14]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정전분 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는 ,

공기가 흡입구 ( 나 0); 를 통해 유입되는 원통부 (200); 상기 원통부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가이드 부 (300); 및 상기 원통부의 중심부에 구비되어 반전상승하는

공기의 유출을 안내하는 유출부 (400);를 포함하고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에는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으로 하전된 물을 배출하여 정전분 무를 형성하는
복수개의 니들 (산 0); 을 포함하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를 포함한다 .

[15] 또한 , 이중관 형태의 상기 유출부 내부에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될 수 있다 .

[16] 또한 , 상기 유출부는 상단 일측에 형성된 액체 유입구 (41 1); 상기 액체 유입구와

연통되 며 상기 유출부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액체 수용부 (412); 상기 액체 수용부

일단을 통해 배출되 는 물을 소정량 수용 후 하부로 흐르게 하는 복수개 의
격벽 (413);을 포함할 수 있다 .

[17] 또한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 방향으로 상기 격벽에 니들이 형성될 수 있다 .

[18] 또한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상기 니들의 끝단과 상기 원통부의

내면 사이는 상기 니들에서 배출되는 물이 정전분무되기 위한 이격거리를 갖을

수 있다 .

[19] 또한 , 상기 격벽을 넘어서 흐른 물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유출부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액체 수용부 (414);를 포함할 수 있다 .

[2이 또한 , 상기 유로가 형성된 상기 유출부는 1개 또는 2 이상의 유로로 구획될 수

있다 .

[21] 또한 , 상기 가이드부의 하단은
[22] 상기 공기 내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전분무되어 미세액적화된 물과 접촉하여

배출되기 위해 형성된 배출구 (자 0); 가 형성되며 ,

[23] 상기 배출구와 연통되 어 상기 니들에서 배출된 물이 수집되는 베슬 (500);이

형성될 수 있다 .

[24] 또한 , 상기 베슬의 일단과 연결되며 물을 상기 유출부로 공급하기 위한

펌프 (600);가 형성될 수 있다 .

[25] 또한 , 상기 베슬의 일단과 연결되 어 물속의 이물질을 필터링하는 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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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다 .
[26] 또한 ,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방전판 (800);이 형성될 수 있다 .

[27] 또한 ,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내부에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된 가이드 베인(900);이 형성될

수 있다 .

[28] 또한 , 상기 가이드 부에는 선회유로를 유도하기 위한 선회유도부재 ;가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

[29] 상기 액적은 물 또는 물과 이온화 액을 혼합한 혼합액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발명의 효과
[3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에

따르면 ,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31] 기존 사이클론의 미세입자 제거 효율은 배가스 속도 혹은 입자크기 에 따라

좌우되 는 반면 ,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는 비교적 광범위한 운전
영역대에서 일정한 제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

[32] 종래에는 선회 기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으로는 P M 2.5 이하의 작은 입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 정전분 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내부에 정전 분무를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함께 제거하게 할 수 있어 제거효율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

[33] 또한 , 산업용 또는 가정용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 는 필터를 필요하지 않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34] 또한 , 정화된 공기와 같이 미세 액적 형태의 수분이 같이 배출되므로

가습효과가 있다 .

[35] 또한 , 공기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에 고전압 하전이 되므로 물 내의

세균번식이 불가능한 효과가 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36]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개략도 .

[37]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등각 단면도 .

[38]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상측부 확대도 .

[39]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상측부 확대도의 단면도 .

[4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유출부의 개략도 .

[41]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유출부의 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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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유줄부의 개략 단면도 .

도 8 및 9 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등각도 .

44] 도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측면도 .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를 첨부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참고로 , 이하에서 설명될 본 발명의 구성들 중 종래기 술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전술한 종래기 술을 참조하기로 한다 .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개략도이고 , 도 2 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등각 단면도이고 , 도 3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상측부 확대도 이고 ,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상측부 확대도의 단면도이고 , 도
5 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따른 유출부의 개략도이고 , 도 6 은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따른 유출부의 측면도이 고 , 도 7 은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에 따른 유출부의 개략 단면도이고 , 도 8 및 9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정전분무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등각도 이다 .

[48] 공기가 흡입구 ( :나0); 를 통해 유입되는 원통부 (200); 상기 원통부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가이드 부 (300); 및 상기 원통부의 중심부에 구비되어

반전상승하는 공기의 유출을 안내하는 유출부 (400); 를 포함하고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 에는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으로 하전된 물을 배출하여 정전분 무를

]]]]]]]
형성하는 복수개 의 니들 (신 0); 을 포함하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를 기술적

2790356

44444！시5 · 특징으로 한다 .

이중관 형태의 상기 유출부 내부에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될 수 있다 .

상기 유출부는 상단 일측에 형성된 액체 유입구 (411); 상기 액체 유입구와

연통되 며 상기 유출부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액체 수용부 (412); 상기 액체 수용부

일단을 통해 배출되 는 물을 소정량 수용 후 하부로 흐르게 하는 복수개 의
격벽 (413); 을 포함할 수 있다 .

5 1； 상기 유출부에 형성된 상기 상부 액체 수용부는 소정량의 물을 수용할 수 있다 .

5 2 ； 상기 상부 액체 수용부에 유입되는 물은 (-) 또는 (+) 로 하전 될 수 있다 .

53_ 상기 상부 액체 수용부에 공급되는 물이 넘쳐서 쇼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위조절 유닛이 형성될 수

있다 .

[54] 상기 수위조절 유닛은 수위조절 볼일 수 있으며 상기 수위조절 물의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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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따른 상하 이동에 따라 물의 공급 및 중단이 개계될 수 있다 .

[55] 상기 격벽은 흐르는 물을 일정량 수용할 수 있다면 그 형태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 바람직하게는 삼각형 ,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형태일 수 있다 .

[56]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는 원통체로 , 하단은 상광하협의 원추부로 형성되며 , 그

단부에 배출구가 장착된다 . 또한 , 밀폐된 상단 측면에는 공기를 유입하는
유입관과 연통설치되는 흡입구가 형성되는데 , 상기 흡입구는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중심에서 외각으로 편향된 부분에 위치하게 하여 유입되는
혼합가스 가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내벽면 을 따라 선회하도록 한다 .

[57] 이때 , 상기 흡입구의 단면적과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상부

단면적은 1대 1~3의 비율로 형성되며 , 혼합가스가 이동하는 유로의 단면적의
변경이 최소화되 도록 할 수 있다 . 상기 상부 단면적은 후술할 유출부의 단면적을

뺀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단면적이며 , 상기 흡입구의 단면적과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상부 단면적을 1대 1로 형성하여 유로 단면적의

변경 없이 공기의 이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

[58]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 방향으로 상기 격벽에 니들이 형성될 수 있다 .

[59] 상기 니들은 격벽이 일정량의 물을 수용하는 격벽수용부 부분에 형성되어

니들을 통하여 유출부의 외주면 방향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다 .

[6이 상기 니들은 상기 격벽수용부마다 형성될 수 있다 .

[61] 상기 니들은 상기 격벽수용부에 복수개 형성될 수 있다 .

[62] 물을 배출하는 상기 니들의 직경 및 길이는 운전조건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

[63] 기 유출부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상기 니들의 끝단과 상기 원통부의 내면

사이는 상기 니들에서 배줄되는 물이 정전분 무되기 위한 이격거리를 갖을 수

있다 .

[64] 상기 이격거리는 3 내지 50«
11
일 수 있다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

11
일 수

있으며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일 수 있다 . 상기 이격거리보다 짧으면
쇼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상기 이격거리보다 길면 정전분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65]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중간부분에는 내경협소 부가 형성될 수

있다 . 상기 내경협소 부는 상기 사이클론 본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내벽면 을
따라 환 형태로 돌출된다 . 상기 내경협소 부는 상기 흡입구가 형성된 상부로 부터
점차적으로 돌출되고 , 만곡부를 통과하면서 점차적으로 내입되 어 원래의 관체
내경으로 복귀한다 .

[66] 상기 격벽을 넘어서 흐른 물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유출부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액체 수용부 (414);를 포함할 수 있다 .

[67] 상기 하부 액체 수용부에는 유입된 물이 상부에 형성된 격벽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역류방지유닛 및 액체가 유출부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유출방지 유닛이 형성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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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기 역류방지유닛 및 유출방지 유닛은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장치여도 가능하다 .
[69] 상기 역류방지 유닛 및 유출방지 유닛은 바람직 하게는 니들일 수 있다 .상기

니들의 개수 , 직경은 물이 역류 및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설계변경 가능함은 자명하다 .

「이 이때 ,상기 내경협소 부의 만곡부 돌출높이를 상기 내경협소 부의 수직길이의
1/15에서 1/8 사이의 범위로 하여 완만하게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내경협소 부의 변곡에 의해 선회하는 공기의 유동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 또한 ,상기 내경협소 부가 상기 사이클론 본체의 중심축으로 돌출되는 길이도

상기 사이클론 본체의 반경에 대해 1/8에서 1/3 사이의 범위로 하여 상기
내경협소 부에 의해 상기 사이클론 본체의 직경에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 고체입자의 배출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

「2] 유출부는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내측 상면에서 길이방향 즉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중심축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상기 유출부의

돌출길이는 상기 흡입구의 수직길이를 커버할 수 있는 길이로 형성하여 상기

흡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상기 유출부와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본체의 내벽면 에 의해 안내되어 선회 이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
「3] 상기 유로가 형성된 상기 유출부는 1개 또는 2 이상의 유로로 구획될 수 있다 .
「4] 상기 유출부가 단일 유로가 형성된다면 실제 제작을 위한 가공이 어려울 수

있다 .
「5] 따라서 , 이중관 형태의 상기 유출부를 1개 이상으로 구획을 나눠서 복수개의

유로를 갖는 유출부로 설계할 수 있다 .
「6] 바람직하게는 이중관 형태의 상기 유출부를 4등분으로 구획하여 90도

간격으로 하나의 유로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하나의 유로가 형성된 상기

유출부에는 각각 상기 액체 유입부 ,상부 액체 수용부 , 격벽 , 하부 액체 수용부가

형성될 수 있다 .
「7] 상기 가이드부의 하단은 상기 공기 내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전분무되어

미세액적화된 물과 접촉하여 배출되기 위해 형성된 배출구 (자 0);가 형성되며 ,
상기 배출구와 연통되 어 상기 니들에서 배출된 물이 수집되는 베슬 (500); 이

형성될 수 있다 .
「 8] 상기 베슬에는 상기 공기에서 분리 포집된 오염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유닛이 형성될 수 있다 .
「9] 상기 분리유닛은 상기 오염물질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형태 및 재질에

제한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
[8이 바람직하게는 상기 분리유닛은 필터일 수 있다 .
[81] 상기 베슬의 일단과 연결되며 물을 상기 유출부로 공급하기 위한 펌프 (600);가

형성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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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기 펌프 및/또는 상기 베슬에는 공급되는 물에 하전을 걸기 위한 하전유닛이

연결될 수 있다 .
[83] 상기 하전유닛의 연결은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자명하다 .
[84] 바람직하게는 (-)은 물이 이동하는 유출부 , 베슬 및 펌프에 연결되고 (+)는

원통부 , 가이드 부 또는 본체에 연결될 수 있다 .
[85] 상기 유출부와 상기 원통부가 결합되는 부분에는 절연유 닛이 형성될 수 있다 .
[86] 상기 절연유 닛은 애자일 수 있다 .
[87] 추가적으로 상기 사이클론을 구성하는 구성품을 수용하기 위한 본체(700) ;가

있을 수 있다 .
[88] 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상기 흡입구가 통과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본체의

상부 일측에는 상기 유출구가 접할 수 있다 .
[89] 상기 유출구 및/또는 상기 흡입구에는 사이클론에 일정유속이상으로 공기를

유입하기 및/또는 유출시키기 위한 팬(기0;)이 형성될 수 있다 .
[9이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방전판 (800) ;이 형성될 수 있다 .
[91] 상기 방전판과 상기 니들의 끝단과는 상기 니들에서 배출되는 물이 정전분 무를

통해 미세액적화 되기 위한 소정의 이격거리를 갖을 수 있다 .상기 이격거리는 3

내지 50 일 수 있다 .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 일 수 있으며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11
일 수 있다 .상기 이격거리보다 짧으면 쇼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이격거리보다 길면 정전분 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92] 상기 방전판은 메쉬형태 일 수 있다 .
[93] 상기 방전판은 표면에 요철이 형성될 수 있다 .
[94]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내부에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된 가이드 베인(900) ;이 형성될 수 있다 .
[95] 상기 가이드 베인의 외주면 에는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및/또는 상기 방전판의

외주면 으로 하전된 물을 배출하여 정전분 무를 형성하는 복수개의 니들이

형성될 수 있다 .
[96] 상기 가이드베인의 상단 일측에 형성된 액체 유입구 ;상기 액체 유입구와

연통되 며 상기 유출부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액체 수용부 ;상기 액체 수용부
일단을 통해 배출되 는 물을 소정량 수용 후 하부로 흐르게 하는 복수개 의
격벽 ;을 포함할 수 있다 .

[97] 상기 가이드베인의 일단 또는 양단은 상기 공기의 흐름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

[98] 상기 가이드 부에는 선회유로를 유도하기 위한 선회유도부재 ;가 주가로 형성될

수 있다 .
[99] 상술한 바와 같이,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

해당기술분야의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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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10이 10: 사 이클론 공기 청정기

[101] 100: 흡 입구

[102] 200: 원통부

[103] 300: 가이드부

[104] 310: 배출구

[105] 400: 유출부

[106] 410: 니들

[107] 411: 액체유입 구

[108] 412: 상부 액체수용부

[109] 413: 격벽

[110] 414: 하부 액체수용부

[111] 500: 베슬

[112] 6 00: 펌프

[113] 700: 팬

[114] 800: 방전판

[115] 900: 가이드베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116] 이상과 같이 , 본 발명에 따른 사 이클론 공기 청정기는 , 특히 , 물을 사용하여

정전 반응을 일으켜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 청정기에 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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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공기가 흡입구 (100

) ;
를 통해 유입되는 원통부 (200

) ;

상기 원통부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가이드 부 (300
) ;
및

상기 원통부의 중심부에 구비되어 반전상승하는 공기의 유출을 안내하는
유출부 (400

) ;
를 포함하고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 에는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으로 하전된 물을
배출하여 정전분무를 형성하는 복수개의 니들 (신0

) ;
을 포함하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이중관 형태의 상기 유출부 내부에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유출부는 상단 일측에 형성된 액체 유입구 (411
) ;

상기 액체 유입구와 연통되 며 상기 유출부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액체
수용부 (412

) ;

상기 액체 수용부 일단을 통해 배출되 는 물을 소정량 수용 후 하부로
흐르게 하는 복수개의 격벽 (413

) ;
을 포함하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 방향으로 상기 격벽에 니들이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

상기 유출부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상기 니들의 끝단과 상기 원통부의
내면 사이는 상기 니들에서 배줄되는 물이 정전분 무되기 위한

이격거리를 갖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격벽을 넘어서 흐른 물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유출부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액체 수용부 (414

) ;
를 포함하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

상기 유로가 형성된 상기 유출부는 1개 또는 2 이상의 유로로 구획될 수

있는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가이드 부의 하단은

상기 공기 내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전분무되어 미세액적화된 물과
접촉하여 배출되기 위해 형성된 배출구 (자0

) ;
가 형성되며 ,

상기 배출구와 연통되 어 상기 니들에서 배출된 물이 수집되는
베슬 (500

) ;
이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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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슬의 일단과 연결되며 물을 상기 유출부로 공급하기 위한
펌프 (600

) ;
가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1이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방전판 (800
) ;
이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의 공기 처리 유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기

원통부의 내주면 과 상기 유출부 외주면 사이에 내부에 는 상부로 공급된
물이 계단형으로 하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유로가 형성된

가이드 베인(900
) ;
이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가이드 부에는 선회유로를 유도하기 위한 선회유도부재 ;가 주가로

형성된 사이클론 공기 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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