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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시멘트콘크리트와 벽돌로 축조된 오피스빌딩,주택,아파트등의 실내 바닥과 벽면 및 천장에 대나무숯을 몰

탈(MORTAR)처럼 발라서 대나무숯에서 발산되는 원적외선등의 효능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체의 건강유지

에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도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게르마늄등의 분말을 몰탈에 혼합하여 바르거나 황토 또는 황토와 원적외선방사물질

을 섞어 실내의 바닥과 벽면등에 일정두께로 발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체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가 여러종류 공지되어 있으나 이는 원적외선의 방사량이 매우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인체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지못한 문제가 따르게 되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이온효과,전자파차단 및 공기정화효과,정수정화탈취작용,항균 및 해독효과,습도조절효과,집먼지진드기제거효과,피

부병치료효과,원적외선 방사효과등 여러가지로 많은 효능을 지닌 대나무숯분말(1)에 일라이트와 접착제를 섞어 실내

의 바닥(2)이나 벽면(3)또는 천장(3)에 종래의 몰탈을 바르듯이 발라 실내의 미장을 구성함으로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의 발생과 실내공기의 정화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질병발생을 방지하고 질병의 

치료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체의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건물실내의 미장구조,대나무숯.



등록실용 20-0373408

- 2 -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고안의 예시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대나무숯분말

2 : 바닥

3 : 벽면

4 : 천장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시멘트콘크리트와 벽돌로 축조된 오피스빌딩,주택,아파트등의 실내 바닥과 벽면 및 천장에 대나무숯을 몰

탈(MORTAR)처럼 발라서 대나무숯에서 발산되는 원적외선등의 효능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체의 건강유지

에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도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게르마늄등의 분말을 몰탈에 혼합하여 바르거나 황토 또는 황토와 원적외선방사물질

을 섞어 실내의 바닥과 벽면등에 일정두께로 발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체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가 여러종류 공지되어 있으나 이는 원적외선의 방사량이 매우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인체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지못한 문제가 따르게 되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이온효과,전자파차단 및 공기정화효과,정수정화탈취작용,항균 및 해독효과,습도조절효과,집먼지진드기제거효과,피

부병치료효과,원적외선 방사효과등 여러가지로 많은 효능을 지닌 대나무숯분말(1)에 일라이트와 접착제를 섞어 실내

의 바닥(2)이나 벽면(3)또는 천장(3)에 종래의 몰탈을 바르듯이 발라 실내의 미장을 구성함으로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의 발생과 실내공기의 정화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질병발생을 방지하고 질병의 

치료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체 의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한 건물실내의 미장구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을 첨부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고안의 예시단면도로서

도1에 도시된 바와같이

일라이트(ILLITE)와 접착제를 섞은 대나무숯분말(1)을 건물의 바닥(2).벽면(3),천장(4)에 발라서된 것을 특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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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같은 본 고안은 시멘트몰탈을 바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반죽한 대나무숯분말(1)을 도1에 도시된 바와같이 바

닥(2)이나 벽면(3)또는 천장(4)에 바르게 되는 것으로서 바른 상태에서는 대나무숯불말(1)에서 발휘되는 산화방지 및

환원작용,알칼리화,음이온효과,원적외선방사효과,전자파차단 및 공기정화효과,정수정화탈취작용,항균 및 해독효과,

습도조절효과,집먼지진드기제거효과,피부병치료효과등에 의하여 실내의 공기는 맑아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음

과 아울러 균의 소멸과 혈액순환의 촉진 등에 의하여 질병을 방지하여 건강을 양호히 유지시킬 수 있으면서 질환이 

있는 자는 치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나무숯분말(1)의 단열 및 방사되는 원적외선등에 의하여 겨울에 

실내온도가 약5℃ 상승하게 됨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이와같은 본 고안은 여러 효능이 발휘되는 대나무숯분말(1)을 실내의 바닥(2)이나 벽면(3)또는 천장(4)에 발라서 된 

것이므로 실내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중화하 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맑은 공기로 정화시켜주게 됨과 

아울러 혈액순환의 촉진 등에 의하여 질병을 방지하여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고 질병의 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라인트와 접착제를 섞은 대나무숯분말(1)을 건물의 바닥92),벽면(3),천장(4)에 발라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한 건물실

내의 미장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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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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