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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기능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형상을 갖는 마사지기 몸체(10) 상면에 표면을 세라믹코팅 처리한

마시지판(20)을 구성하고, 상기 마사지판(20) 저면으로, 적외선이 발생되는 냉온고정판(30) 저면 양측에 형성된 판상

의 열전도체(31)를 형성하고, 그 저면으로 방습용인서트삽입공(41)이 형성된 단열재(40)를 구성하며, 열전소자(50)

가 결합된 방습용인서트(60)를 결합하며, 상기 열전소자(50) 하측에 다수개의 방열핀(71)이 나사(72)로 체결되어 있

는 방열판(70)을 형성하며, 방열판(70)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송풍팬(73)이 일측에 형성된 냉온양도체(

80)를 구성하여, 상기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하는 송풍팬(73)과 열전소자(50)를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회로기판(90)

과 연결하고, 회로기판(90)을 마사지기 몸체(10) 외부에 형성된 전원스위치(91)와 온도조절스위치(92)와 냉온전환스

위치(93)등과 연결 설치하여 이들의 스위치 조작으로 마사지기(100)를 작동하도록 구성한 다기능 마사지기에 있어서

,

상기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홈(32)을 형성하고, 홈(32)에 환상의 열전도체(33)가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냉온고정판

이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 따뜻한 온도나 찬 온도에서 신체의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도와주며, 냉온고정판의 엠보를

이용 인체구조의 반사점을 자극해 인체의 균형을 찾아주며, 스트레스와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몸의 피로를 풀고 

이완 상태를 만들어 주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수험생 및 사무실 업무 효율 증대와 피로를 회복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마사지기,몸체,마사지판,냉온고정판,열전도체,단열재,열전소자,방습용인서트,방열판,방열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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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된 냉온양도체의 분해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냉온양도체의 다른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나타낸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마사지기 몸체 20 : 마사지판

30 : 냉온고정판 31,33 : 열전도체

40 : 단열재 41 : 방습용인서트삽입공

50 : 열전소자 60 : 방습용인서트

70 : 방열판 71 : 방열핀

72 : 나사 73 : 송풍팬

80 : 냉온양도체 90 : 회로기판

91 : 전원스위치 92 : 온도조절스위치

93 : 냉온전환스위치 100 : 냉온마사지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기능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마사지기 몸체 상면에 형성되어 있는 마사지판이 겨울에는 신체부위 특히

,발이나 허리등을 따뜻하게 하여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기를 주어 사람의 쾌감을 증진시키고 인체의 균형과 피로를

회복을 도와 주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을 낮은 온도 상태에서 높은 온도 상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 또는 그와 반대로 높은 온도 상태에서 

낮은 온도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압축기(Compressor)나 히터(Heater)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해 왔다

.

그러나 이런 장치는 냉각이나 가열을 위해서는 각각의 장치가 필요로 하고 Compressor 장치는 이미 알려저 있는 공

해 문제는 물론이지만 주어진 공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큰 부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

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발명은 열전소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열전소자는 반도체와 금속의 접합면에 전류가 흐를 때 

줄(Joule)열 이외의 열을 발생하고 흡수하는 열전현상을 이용한 것으로서, 전류의 크기와 방향에 의하여 흡열과 발열

의 양과 방향 조절이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설치위치나 방향이 그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부하를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열전소자는 서로 다른 N형과 P형으로된 반도체소자로 구성된 모듈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면 펠티어효과에 의하여 소

자의 양단에 나타나는 흡열과 발열 현상을 이용하여 온도를 제어하는 고체냉각 방식이다.

이 열전냉각방식은 냉매순환 냉각방식과는 달리 기계적인 작동부분이 필요없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은 냉각방

법으로, 열전반도체 소자의 서로 다른 N,P형에 직류 전류를 가해주면 네가티브(-)로 대전된 금속과 반도체의 접점에

서는 주위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열전반도체 소자 내부로 이동하여 흡열이 일어나며, 포지티브(+)로 대전

된 금속과 반도체의 접점에서는 전자의 열에너지 방출에 의해서 발열리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펠티어(Peltier)효과라

고 한다.

따라서, 펠티어효과를 이용한 열전소자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에 의하여 흡열과 발열의 양과 방향조절이 가능하고, 기

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없어 설치 위치나 방향이 그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냉각이나 가열장

치를 만드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한 것으로,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냉기와

온기를 선택적으로 반복하여 사용 가능하여 인체의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도록 도와주며, 마사지기 몸체의 

마사지판을 특수 코팅하여 원적외선이 발산하도록 하여 마사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냉온고정판의 엠보를 

이용 인체구조의 반사점을 자극해 인체의 균형을 찾아주며, 스트레스와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몸의 피로를 풀고 

이완 상태를 만들 어 주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수험생 및 사무실 업무 효율 증대와 피로를 회복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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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의한 본 발명의 다기능 마사지기은, 다양한 형상을 갖는 마사지기 몸체(10) 상면에 표면을 세

라믹코팅 처리한 마시지판(20)을 구성하고, 상기 마사지판(20) 저면으로, 적외선이 발생되는 냉온고정판(30) 저면 양

측에 형성된 판상의 열전도체(31)를 형성하고, 그 저면으로 방습용인서트삽입공(41)이 형성된 단열재(40)를 구성하

며, 열전소자(50)가 결합된 방습용인서트(60)를 결합하며, 상기 열전소자(50) 하측에 다수개의 방열핀(71)이 나사(72

)로 체결되어 있는 방열판(70)을 형성하며, 방열판(70)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송풍팬(73)이 일측에 형

성된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하여, 상기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하는 송풍팬(73)과 열전소자(50)를 외부전원이 공급되

는 회로기판(90)과 연결하고, 회로기판(90)을 마사지기 몸체(10) 외부에 형성된 전원스위치(91)와 온도조절스위치(9

2)와 냉온전환스위치(93)등과 연결 설치하여 이들의 스위치 조작으로 마사지기(100)를 작동하도록 구성한 다기능 마

사지기에 있어서,

상기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홈(32)을 형성하고, 홈(32)에 환상의 열전도체(33)가 결합되도록 구성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냉온 조절이 가능한 다기능 마사지기를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첨부 도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에 적외선이 발생되는 냉온고 정판(30)을 형성하고, 냉온고정판(30) 저

면 양측으로 판상의 열전도체(31)를 형성하며, 그 저면으로 방습용인서트삽입공(41)이 형성된 단열재(40)를 구성한

다.

그런 다음 상기 방습용인서트삽입공(41)으로 열전소자(50)가 결합된 방습용인서트(60)를 결합하고, 열전소자(50) 하

측에 다수개의 방열핀(71)이 나사(72)로 체결되어 있는 방열판(70)을 형성하며, 방열판(70)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

로 배출하는 송풍팬(73)이 일측에 형성된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한다.

상기의 냉온양도체(80) 외주면 전체를 방수코팅 처리하여 땀이나 물등이 냉온양도체(80)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한다.

이때, 첨부 도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홈(32)을 형성하고, 상기 홈(32)에 환상의 열

전도체(33)가 결합한다.

상기와 같은 냉온양도체(80)를, 다양한 형상을 갖는 마사지기 몸체(10) 상면에 표면을 세라믹코팅 처리한 마시지판(2

0) 저면으로 설치한다.

이때, 상기 마사지판(20)을 상면이 만곡부로 형성되거나 평면으로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형상으로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첨부 도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하는 송풍팬(73)과 열전소자(50)를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회로기판(90)과 연결하고, 회로기판(90)을 마사지기 몸체(10) 외부에 형성된 전원스위치(91)와 온도조절스

위치(92)와 냉온전환스위치(93)등과 연결 설치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냉온마사지기(100)의 작동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사지기 몸체(10) 일측에 형성되어 있는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전원스위치(91)를 온(ON)한 다음에, 냉

온전환스위치(93)를 작동하여 냉온을 선택한다.

그리고, 온도조절스위치(92)를 조작하여 설정온도를 정한 후에 냉온마사지기(100)를 작동시킨다.

상기와 같이 냉온마사지기(100)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마사지기 몸체(10)의 내부에 구비된 회로기판(90)에 연결되

어 있는 열전소자(50)가 냉기나 열기를 발생한다.

상기의 열전소자(50)의 냉기나 열기는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형성된 판상의 열도체(31)에 전달되어 냉온고정판(30)

이 냉기나 열기를 발생하고, 마사기기 몸체(10)의 마사기판(20)으로 냉기나 열기를 전달한다.

이때,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형성된 홈(32)에 결합되어 있는 환상의 열도체(33)가 냉온고정판(30)에 더욱 효과적으

로 냉기나 열기를 전달한다.

상기와 같이 마사지기 몸체(10)에서 발생하는 열기는 열기는 송풍팬(73)이 외부로 방출한다.

또한, 첨부도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사지기 몸체(10)의 마사지판(20)에 발을 올려 놓고 냉온마사지를 하거나 

허리등을 마사지 할 수 있으며, 발이나 허리 이외의 신체의 허벅지나 종아리등에 냉온마사지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냉온고정판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온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마사지 효과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필

요시 냉찜질 및 온찜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본 발명은 냉온고정판이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 따뜻한 온도나 찬 온도에서 신체의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도

와주며, 냉온고정판의 엠보를 이용 인체구조의 반사점을 자극해 인체의 균형을 찾아주며, 스트레스와 공해에 찌든 현

대인들에게 몸의 피로를 풀고 이완 상태를 만들어 주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수험생 및 사무실 업무의 효율

을 증대시키며 피로를 회복시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등 매우 신규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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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다양한 형상을 갖는 마사지기 몸체(10) 상면에 표면을 세라믹코팅 처리한 마시지판(20)을 구성하고, 상기 마사지판(2

0) 저면으로, 적외선이 발생되는 냉온고정판(30) 저면 양측에 형성된 판상의 열전도체(31)를 형성하고, 그 저면으로 

방습용인서트삽입공(41)이 형성된 단열재(40)를 구성하며, 열전소자(50)가 결합된 방습용인서트(60)를 결합하며, 상

기 열전소자(50) 하측에 다수개의 방열핀(71)이 나사(72)로 체결되어 있는 방열판(70)을 형성하며, 방열판(70)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송풍팬(73)이 일측에 형성된 냉온양도체(80)를 구성하여, 상기 냉온양도체(80)를 구

성하는 송풍팬(73)과 열전소자(50)를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회로기판(90)과 연결하고, 회로기판(90)을 마사지기 몸체

(10) 외부에 형성된 전원스위치(91)와 온도조절스위치(92)와 냉온전환스위치(93)등과 연결 설치하여 이들의 스위치 

조작으로 마사지기(100)를 작동하도록 구성한 다기능 마사지기에 있어서,

상기 냉온고정판(30) 저면에 홈(32)을 형성하고, 홈(32)에 환상의 열전도체(33)가 결합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

는 다기능 마사지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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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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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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