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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손을 씻고 손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손건조기로써, 모타의 회전축에 원통솔을 장착하여 회전하는 

솔의 끝 부분이 손에 묻은 물기를 튕겨 나가게 하여 손을 건조토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원통솔, 모타, 급수관, 모타회전축, 케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는 회전원통솔 손건조기 사시도.

[도2] 는 케이스의 윗면을 제거한 상태의 회전원통솔 손건조기 사시도.

[도3] 는 회전원통솔 손건조기 구성품 조립도(모타와 원통솔의 조립상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케이스 일부와 급수관 

등은 생략됨)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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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케이스 (2)모타 (3)원통솔 (4)급수관 (5)케이스 좌측면

(6)베어링 (7)너트 (8)와샤 (9)케이스 우측면 (10)베어링

(11)모타 회전축 (12)나사 (13)손주입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손을 씻은 후 손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는 손건조기에 관한 것으로써, 모타의 회전축에 원통솔을 장착하여 

젖은 손을 회전하는 솔에 접촉시키면 솔 끝의 회전력에 의해 손의 물기를 튕겨내어 손을 건조시키도록 한 것이다.

종래는 손을 씻은 후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건이나 종이로 닦거나 열풍건조기로 건조시키는 방법 또는 공

기분사식 방법 등이 있으나 수건 사용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공동 사용은 불결하여 비위생적이며 종

이 사용 은 자원의 낭비가 많고 열풍기 건조 방법은 물이 쉽게 건조되지 않아 별 효과가 없으며 공기분사방법은 고압

의 공기가 필요하며 공기고압발생장치의 설치로 인한 고가의 비용으로 실용화 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모타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에 원통솔을 장착하여 원통솔의 회전력과 원

심력으로 쉽고 간편하며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젖은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모타의 회전력으로 회전

하는 원통솔은 원심력에 의해 솔에 스며있는 물기가 비산되어 자연 탈수되므로 솔은 회전과 동시 건조 상태이며 이때

젖은 손을 회전하는 솔에 접촉시키면 솔 끝의 회전력에 의해 손의 물기를 튕겨내어 손을 쉽게 건조시키도록 한 것이

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모타(2)의 회전축(11)에 원통솔(3)을 장착하고 물이 비산 되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케이스(1)을 설치하며 솔과 케이

스(1)내부의 청소를 위해 케이스(1)내의 급수관(4)을 내설한다. 본 고안의 구성요소간 결합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 

케이스 우측면(9)에 베어링(10)을 가설하여 모타회전축(11)이 관통되어 모타(2)가 케이스우측면(9)에 나사(12)로 장

착하고 모타회전축(11)에 와샤(8), 원통솔(3), 와샤(8)의 순서로 조립하여 너트(7)로 조여 회전축과 원통솔이 일체되

게한다. 다음 케이스좌측면(5)에 베어링(6)을 설치하여 회전축 끝이 지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스는 통상의 방법으로

원통솔(3)의 외곽에 설치하며 케이스(1)의 위·아래·좌·우·앞·뒷면은 밋밋한 판넬로 구성하고 밑면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되게 하고 케이스 앞면에는 손을 주입할 수 있는 손주입구(13)을 형성하여 손이 회전하는 원통솔에 

용이하게 닿도록 형성한다. 케이스(1)내부 원통솔 부근에 급수관(4)을 설치하여 회전솔을 청소하는데 용이토록한다. 

이렇게 구성된 회전원통솔 손건조기는 모타가 회전하면 원통솔이 회전하고 회전하는 원통솔은 원심력에 의해 자연 

탈수되어 건조되고 여기에 젖은 손을 손주입구(13)을 통해 솔에 접촉시키면 솔 끝의 회전력에 의해 손의 물이 비산되

어 손이 건조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 회전하는 솔 끝에 젖은 손을 접촉하기만 하면 손의 물이 비산되어 손이 건조되므로 종래의 건조기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건조시간도 훨씬 단축되며 솔을 수시로 씻어가며 사용 가능하므로 위생적이고 또한 종래의 열풍건

조기의 열발생장치와 공기분사건조기의 공기고압발생장치 등의 설치 및 운용 비용에 비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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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모타(2)의 모타회전축(11)에 원통솔(3)을 장착하고 원통솔(3)의 외곽에 케이스(1)을 설치하여 케이스 앞면에는 손의 

주입이 용이토록 손주입구(13)를 형성하고 케이스(1)내부에 급수관(4)을 내설하여 모타의 회전력에 의해 원통솔이 

회전하여 회전하는 원통솔 끝에 의해 손의 물기가 비산되어 손이 건조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건조기.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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