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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전기 온수 보일러에 관하여, 온수통(1)의 상.하부에 내.외부로 관통되는 환수관(6)과 배출관(5)이 설치되고, 
환기관(9) 및 보충수 탱크(12)를 갖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통(1)내부에는 하방으로 히터(4)를 장착하여 설치한 열매체통(2)을설치하되, 열매체통(2)의 중앙상부로 열
팽창관(3)을 입설하여 상기 환기관(9)에 관통되게 하였으며, 상기 열매체통(2)의 내부 중앙 하방으로부터 열팽창관(
3)의 둘레부에 이르는 다수의 히트 파이프(8)를 입설시켜 고정설치한 구성으로 하여 열매체통(2)과 온수통(1)내의 온
수의 열교환이 용이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높힐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기 온수 보일러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의 일부 절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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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의 단면도

도3은 종래 전기 온수 보일러의 1예의 단면도

※도면중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온수통 2 : 열매체통 3 : 팽창관

4 : 히터 5 : 온수 배출구 6 : 온수 회수구

7 : 온수 파이프 8 : 히트 파이프 9 : 환기관

10 : 보충수 주입구 11 : 조절밸브 12 : 보충수 탱크

13 : 뚜껑 14 : 지지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전기 온수 보일러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는, 온수통의 외부로 온수 배출구, 온수 회수구, 환기관 및 보충수 
탱크를 갖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통내에 히터를 장착한 열매체통과 팽창관을 갖추고, 상기 열매체통
에 다수의 히트파이프를 고정 설치한 구성으로 하여 열매체통과 온수통내의 온수의 열교환이 용이하여 보일러의 효율
을 높힐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기 온수 보일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전기나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고 가열된 온수를 파이프를 통해 수요처에 공급함
으로써 온방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일러의 열효율과 관련이 깊은 물의 가열방식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컨데, 공개특허공보 제92-12847호(1992.7.27)에는 열매체로서의 가열물을 특정화한 전기 온수 보일러가 개시되
어 있다.

도3은 상기 종래의 전기 온수 보일러의 단면도로서, 전기히터(32)로 온수 난방을 하는 전기 온수 보일러를 구성함에 
있어서, 세라믹 재질의 내부탱크(31)에 히터(32)를 설치하여 콜로이드겔 상태의 가열물(33)을 충진시키고, 내부탱크
(31)를 순환수 저장용 물탱크(34)의 내부에 설치한 전기 온수 보일러이다.

즉, 상기 종래의 전기 온수 보일러는, 열매체인 가열물(33)로서 규산소다 등의 통상의 열매체를 사용하여 온수를 생산
하는 시스템임을 알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성을 하여 전체적인 에너지의 효율이 높지 않았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온수통의 외부로 온수 배출구, 온수 회수구, 환기관 및 
보충수 탱크를 갖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통내에 히터를 장착한 열매체통과 팽창관을 갖추고, 상기 열
매체통에 다수의 히트파이프를 고정 설치한 구성으로 하여 열매체통과 온수통내의 온수의 열교환이 용이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높힐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기 온수 보일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통하여 본 고안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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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의 일부 절개 사시도, 도2는 단면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면에서,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는, 온수통(1)의 상.하부에 내.외부로 관통되는 환수관(6)과 배출관(5)이 설치
되고, 환기관(9) 및 보충수 탱크(12)를 갖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통(1)내부에는 하방으로 히터(4)를 장착하여 설치한 열매체통(2)을설치하되, 열매체통(2)의 중앙상부로 열
팽창관(3)을 입설하여 상기 환기관(9)에 관통되게 하였으며, 상기 열매체통(2)의 내부 중앙 하방으로부터 열팽창관(
3)의 둘레부에 이르는 다수의 히트 파이프(8)를 입설시켜 고정설치하였다.여기서, 상기 환기관(9)은 팽창관(3)을 통
한 일부의 수증기의 통로로서 열매체통(2) 내부에 보충수를 주입할 수 있는 보충수 주입구(10)와 조절밸브(11)를 갖
추고 있으며, 상기 보충수 탱크(12)의 뚜껑(13)을 열고 온수통(1)내에 물을 보충할 수 있다.
    

상기 구성을 좀더 살펴보면, 상기 온수통(1)은 내부에 열매체통(2)과 그 위에 원통형의 팽창관(3)을 갖추되, 이 팽창
관(3)의 선단은 상기 온수통(1)의 선단에 맞닿아 있으며, 상기 팽창관(3) 위에는 환기관(9)과 조절밸브(11)를 갖는 
보충수 주입구(10), 그리고 뚜껑이 있는 보충수 탱크(12)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열매체통(2)은 지지대(14)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온수통(1)의 저면 바닥과 분리되어 있는데, 저부에 가열
용 히터(4)를 내장하고, 상부로는 다수의 히트 파이프(8)를 장착하되, 히트 파이프(8)의 길이는 온수통(1)의 내부 깊
숙하게 신장하고 있으며, 이 히트 파이프(8)의 숫자는 30~40개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의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의 작동과정은, 우선, 히터(4)를 통하여 열매체통(2)의 내부가 가열되면, 열
이 팽창관(3)으로 전달되어 온수통(1) 내의 물과의 열교환이 일어나 온수가 생산되는데, 온수통(1)의 내부와 연결된 
다수의 히트 파이프(8)에 의하여 열매체통(2)과 온수통(1)내의 열교환이 더 활발하여 온수의 생산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데워진 온수통(1) 내의 온수가 온수 배출구(5)를 통하여 온수 파이프(7)로 공급된 다음, 다시 온
수 회수구(6)를 통하여 회수되는 반복 싸이클을 통해 작동되는 전기 온수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이 증대되게 되는 것이
다.

한편, 상기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는, 온수통(1)과 이 온수통(1) 상부의 환기관(9), 보충수 탱크(12) 전체를 수
납할 수 있는 별도의 케이스(도시 생략)를 갖추어 최종 완성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전기 온수 보일러에 따르면, 온수통의 외부로 온수 배출구, 온수 회수구, 환기관 및 
보충수 탱크를 갖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상기 온수통내에 히터를 장착한 열매체통과 팽창관을 갖추고, 상기 열
매체통에 다수의 히트파이프를 고정 설치한 구성으로 하여 열매체통과 온수통내의 온수의 열교환이 용이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높힐 수 있어 관련 분야에의 이용 및 응용이 기대된다 하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수통(1)의 상.하부에 내.외부로 관통되는 환수관(6)과 배출관(5)이 설치되고, 환기관(9) 및 보충수 탱크(12)를 갖
춘 전기 온수 보일러에 있어서,

내부에 하방으로 히터(4)를 장착설치하며, 중앙 상부에는 열팽창관(3)을 입설하여 설치하되, 열매체통(2)의 내부 중
앙하방으로부터 열팽창관(3)의 둘레부로 입설되는 다수의 히트 파이프(8)를 고정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 전기 온수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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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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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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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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