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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건조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건조기의 전면부를 용이하게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

라 전면부를 다양한 색깔로 장식 가능하도록 하는 건조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는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는 일측이 개방되는 캐비닛; 상기 캐비닛 내부에 수용되어 건조 대상물이

투입되는 건조 드럼; 상기 건조 드럼 내부로 열풍을 공급하기 위한 가열부 및 송풍팬; 상기 캐비닛에 장착되는 캐비닛 커

버; 상기 캐비닛 커버의 전면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아우터 커버; 상기 캐비닛 커버 및/또는 상기 아우터 커버의 테두

리부에 장착되는 프린지 프레임;이 포함되고, 상기 아우터 커버는 적어도 전면부가 소정의 색깔을 가지는 도료의 분사에

의하여 착색되고, 적어도 60 도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재질의 플라스틱 사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에 의하여, 건조기의 전면부 컬러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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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캐비닛 커버, 아우터 커버, 프린지 프레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사상이 적용되는 건조기를 보여주는 외관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건조기의 전면부를 보여주는 분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전면부를 구성하는 캐비닛 커버의 정면 사시도.

도 4는 상기 캐비닛 커버의 배면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전면부를 구성하는 아우터 커버의 정면 사시도.

도 6은 상기 아우터 커버의 배면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어퍼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

도 8은 상기 어퍼 프레임의 배면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사이드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

도 10은 상기 사이드 프레임의 배면 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로어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

도 12는 상기 프린지 프레임의 배면 사시도.

도 13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컨트롤 패널의 정면도.

도 14는 상기 컨트롤 패널의 배면 사시도.

도 15는 상기 컨트롤 패널의 저면 사시도.

도 16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런트 패널이 장착되는 캐비닛을 보여주는 사시도.

도 17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캐비닛 커버의 하단부가 로어 패널에 조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아우터 커버의 상단부가 캐비닛 커버에 조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 전면 패널 5 : 프린지 프레임 6 : 도어

7 : 컨트롤 패널 10 : 전면부 41 : 아우터 커버

42 : 캐비닛 커버 51 : 어퍼 프레임 52 : 사이드 프레임

53 : 로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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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조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건조기의 전면부를 용이하게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

라 전면부를 다양한 색깔로 장식 가능하도록 하는 건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조기라 함은 세탁이 끝난 젖은 세탁물을 건조 드럼에 투입하여 건조 드럼 내부로 열풍을 공급함으로써, 세

탁물에 스며 있는 수분이 증발하여 마르도록 하는 가전 기기이다. 그리고,상기 건조기는 건조 드럼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가 건조기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순환하는 응축식 건조기와, 건조 드럼 내부로 유입되어 세탁물에 스며 있는 수분을 흡수

한 다음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식 건조기로 대별된다.

상세히, 상기 건조기는 원통 형상의 건조 드럼 내부에 세탁물을 투입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건조 드럼 내부로 공기를 불

어 넣는 송풍팬과, 상기 송풍팬에 의하여 유입되는 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가열부가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건조

드럼 내부로 유입되는 고온 상태의 공기는 세탁물에 스며 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고온 다습한 상태로 변화된다. 그리고, 상

기 고온 다습한 상태로 변화된 수증기는 건조 드럼을 빠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응축식 건조기의 경우 상기 건조 드럼을

빠져 나가는 공기는 순환하면서 응축기를 거치게 되고, 응축기에서 실내 공기와 열교환하여 저온 상태로 변화된다. 그리

고, 순환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은 응축된다. 반면에, 배기식 건조기의 경우는 고온 다습한 상태로 건조 드럼을 빠져 나가

서 실내로 다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종래의 일반적인 드럼 건조기는 세탁물이 수용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외형을 이루는 캐비닛

과, 상기 드럼을 구동하는 구동 모터와, 상기 상기 캐비닛의 전면에 장착되는 전면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전면부에

는 각종 버튼들이 구비된 컨트롤 패널과, 세탁물을 투입하기 위한 개구부를 개폐하는 도어 및 상기 도어가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캐비닛의 전면부를 막는 프런트 패널이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전면부를 이루는 프런트 패널과, 도어와, 컨

트롤 패널이 체결 부재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된다.

그러나, 종래의 건조기의 경우 상기 전면부는 제품 출하시 특정의 색깔로 고정된다. 즉, 캐비닛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로 전

면부가 도장된다. 그리고, 상기 프런트 패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제품 전체를 분해하거나, 제품 자체를 교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건조기의 경우 프런트 패널이 금속 판재로 형성되므로, 교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

비자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소비자가 건조기의 전면부 컬러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용이하게 전면부의 컬러를 교체하여 실내 인테리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조

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는 일측이 개방되는 캐비닛; 상기 캐비닛 내부에 수용되어

건조 대상물이 투입되는 건조 드럼; 상기 건조 드럼 내부로 열풍을 공급하기 위한 가열부 및 송풍팬; 상기 캐비닛에 장착되

는 캐비닛 커버; 상기 캐비닛 커버의 전면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아우터 커버; 상기 캐비닛 커버 및/또는 상기 아우터

커버의 테두리부에 장착되는 프린지 프레임;이 포함되고, 상기 아우터 커버는 적어도 전면부가 소정의 색깔을 가지는 도료

의 분사에 의하여 착색되고, 적어도 60 도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재질의 플라스틱 사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건조기의 전면부 컬러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체 비용

이 저렴하게 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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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건조기의 전면부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제품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사상이 제시되는 실시

예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다른 구성요소의 추가, 변경, 삭제등에 의해서, 퇴보적인 다른 발명이나 본 발명 사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사상이 적용되는 건조기를 보여주는 외관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전면부 구조가 구비된 건조기(1)는 외형을 이루고, 전방이 개방된 캐비닛(2)과, 상기 캐

비닛의 상부면을 덮는 탑커버(3)와, 상기 캐비닛(2)의 개방된 전방에 장착되는 전면부(10)가 포함된다.

상세히, 상기 전면부(10))는 프런트 패널(4)과, 상기 프런트 패널(4)의 대략 중심부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세탁물 투입

구를 개폐하는 도어(6)와, 상기 프런트 패널(4)의 상측부에 안착되며, 세탁 조건을 입력하는 각종 버튼과 전원 버튼 등으로

이루어진 컨트롤 패널(7) 및 상기 프런트 패널(4)과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외곽 테두리를 감싸는 프린지 프레임(5)이 포

함된다. 그리고,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일측 가장자리에는 응축수를 저장하기 위한 드로어(8)가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2) 내부에는 세탁물이 수용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을 구동하는 구동 모터와, 상기 드럼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가

열하는 가열부 및 가열된 공기를 송풍하는 송풍팬이 장착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건조기(1)의 전면부(10) 구조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건조기의 전면부를 보여주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1)의 전면부(10)는 프런트 상기 캐비닛(2)의 개방된 전면을 막는 대략 직사각형

형상의 프런트 패널(4)과, 상기 프런트 패널(4)의 상측부에 안착되는 컨트롤 패널(7)과, 상기 프런트 패널(4)과 상기 컨트

롤 패널(7)의 테두리부에 둘러지는 프린지 프레임(5)이 포함된다.

상세히, 상기 프런트 패널(4)은 배면 테두리부가 상기 캐비닛(2)의 테두리부에 장착되는 캐비닛 커버(42)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에 장착되어 건조기(1)의 외관을 형성하는 아우터 커버(41)로 이루어진다. 더욱 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

(42)는 배면 테두리부가 상기 캐비닛(2)의 전면부 테두리에 체결 부재에 의하여 결합됨으로써, 상기 캐비닛(2)이 찌그러지

지 않고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보강 소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특정 컬러의 색

깔이 도포된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건조기(1)의 전면 외관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하는 인테리어 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

고,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상기 상기 캐비닛 커버(42)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구성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

에 맞게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성형되어, 상

기 캐비닛 커버(42)에 비해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어 교체시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편, 상기 상기 프린지 프레임(5)은 상기 프런트 패널(4)의 하단부에 장착되는 로어 프레임(53)과, 상기 프런트 패널(5)의

양측면에 장착되는 사이드 프레임(52) 및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상측부 테두리에 장착되는 어프 프레임(51)이 포함된다.

상세히, 상기 프린지 프레임(5)은 상술한 바와 같이 4부분이 각각 상기 프런트 패널(4) 및 상기 컨트롤 패널(7)의 테두리부

에 장착될 수도 있는 반면, 상기 사이드 프레임(52)과 상기 로어 프레임(53)이 대략 U 자 형상으로 일체로 성형되어 2부분

으로 형성될 수 도 있다. 또는 상기 어퍼 프레임(51)과 상기 사이드 프레임(52) 및 상기 로어 프레임(53)이 직사각형 형상

으로 일체로 성형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기 프린지 프레임(5)의 형상 또는 결합 조각의 개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다양한 형상과 개수로 조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사상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여기서, 상기 프

린지 프레임(5)은 상기 프런트 패널(4)과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외곽 테두리부에 장착됨으로써,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아우터 커버(41)가 만나는 부분 측 외곽 테두리 부분이 가려지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전면부(10)가 상기 프린지 프레임

(5)에 의하여 테두리부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전면부(10)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와 결합 방식 및 결합 순서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

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전면부를 구성하는 캐비닛 커버의 정면 사시도이고, 도 4는 상기 캐비닛 커버의 배면 사시도

이다.

공개특허 10-2006-0112987

- 4 -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캐비닛 커버(4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캐비닛(2)의 전방 개구면에 장착된다.

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42)는 네 측 테두리부가 후방으로 절곡되며, 다시 대략 90도 방향으로 절곡되어 가이드 리브를

형성한다. 더욱 상세히, 상기 가이드 리브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중심으로부터 상측 방향으로 절곡되는 상부 가이드

리브(424)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양 측면에 형성되어 중심 방향으로 절곡되는 측면 가이드 리브(429) 및 상기 캐비닛

커버의 하측면에 형성되어 중심 방향으로 절곡되는 하부 가이드 리브(428)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상부 가이드 리브

(424)는 상기 캐비닛(2)과 결합되도록 하는 체결부재가 관통하기 위한 볼팅홀(424a)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측면 가이

드 리브(429) 및 하부 가이드 리브(428)에도 체결 부재가 관통하기 위한 볼팅홀(429a, 428a)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상

부 가이드 리브(424)의 양측 끝단부에는 상기 프린지 프레임(5) 중 어퍼 프레임(51)과 결합되도록 하는 체결 부재가 관통

하기 위한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이 더 형성된다.

또한,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측부 절곡면에는 상기 컨트롤 패널(7)이 안착되고, 양 측방 절곡면에는 상기 사이드 프레

임(52)이 장착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부 절곡면에는 상기 로어 프레임(53)이 결합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양 측방 절곡면에는 상기 사이드 프레임(42)에 형성되는 후크가 끼워지기 위한 프레임 후크 삽입홀

(423)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측부 절곡면에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측부에 형성된 결합 리

브가 삽입되기 위한 어퍼 리브 삽입홀(426)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어퍼 리브 삽입홀(426)은 상기 캐비닛 커버

(42)의 수직 방향 중심선으로부터 대칭되는 거리에 형성된다.

또한, 상기 캐비닛 커버(42)는 전면부에 소정 깊이와 폭으로 함몰되는 도어 안착부(421)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도어 안

착부(421)는 도어의 형상과 일치되는 원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내측에는 세탁물을 투입하기 위한 개구홀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개구홀의 테두리부는 전방으로 절곡되며 그 끝단이 반경 방향으로 휘어지는 가스킷 장착 리브(432)를 형성

한다. 상세히, 상기 가스킷 장착 리브(432)가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됨으로써, 상기 가스킷이 상기 가스킷 장착 리브(432)

의 외주면에 끼워지면 빠지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도어 안착부(421)의 내측 테두리부에는 소정 간격을 두고 상기 내측 테두리부를 따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센터

후크 삽입홀(431)이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센터 후크 삽입홀(431)은 후술하게 될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배면으로 돌출

되는 다수 개의 후크가 삽입되기 위한 홀이다. 상기 센터 후크 삽입홀(431)에 상기 아우터 커버(41)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후크가 삽입됨으로써,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상기 아우터 커버(41)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된다.

또한, 상기 캐비닛 커버(42)는 내측면에 후방으로 소정 깊이 함몰되는 함몰부(422)가 다수 개가 형성된다. 이는 상기 아우

터 커버(41)의 배면으로 소정 길이 돌출되는 체결 보스(후술함)가 안착되도록 하여, 상기 아우터 커버(41)와 캐비닛 커버

(42)가 상기 체결 보스에 의하여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부 하단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로어 리브 삽입홀(430)이 소정 간격을 두고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로어 리브 삽입홀(430)에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배면 하단에 일정 간격으로 돌출되는 로어 리브(418 :

도 5 참조)가 관통 삽입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부 절곡면에는 볼팅홀(427)이 형성되어, 상기 로어 프레

임(53)과 체결 부재에 의하여 결합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부 절곡면에는 후술하게 될 로어 패널(22) 전

면에 돌출되는 서포팅 리브(221)가 삽입되기 위한 지지 슬롯(428c)이 소정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된다. 상기 지지 슬롯

(428c)에 상기 서포팅 리브가 삽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전면부를 구성하는 아우터 커버의 정면 사시도이고, 도 6은 상기 아우터 커버의 배면 사시도

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아우터 커버(41)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에 안착되며, 소정의 컬러를 가

지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이루어진다.

상세히,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 성형한 후, 그 전면에 도료를 스프레이 분사하고, 이를 건조함으로

써 제작된다.

더욱 상세히, 상기 플라스틱 수지는 도료에 의한 침식 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비교적 대형 금형에 의하여 제작되므로,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수

지는 사출시 흐름성이 좋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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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료에 의하여 상기 침식 작용이 일어나거나, 사출시 수지의 흐름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여 도

료를 도포할 경우 균일한 도포 두께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장용 ABS 수지(바스프 사의 GP35)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사출을 위한 금형에 있어서,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전면이 형성되도록 하는 부분은 경면

사상 처리되어,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전면부가 광택을 유지하고 도료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출 공정에 의하여 제작된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전면에 도색을 위하여 분사되는 도료는 아크릴 베이스 수지

(Acryle Base Resin)와 특정 색상을 구현하기 위한 안료로 구성된다. 특히, 광택을 내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에 금속 분말

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알루미늄 분말을 피그먼트(pigment)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량 생산

을 위해서는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는 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한 용재의 추가가 바람직하다. 상

기 용재는 이소프로필렌알콜이 양호하다.

이후, 건조 과정을 살펴 보면 상기 도료가 착색된 아우터 커버(41)는 소정의 온도에서 소정의 시간동안 건조된다.

상세히, 아우터 커버(41)는 대략 60도 ~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대략 40분 동안 건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60

도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되는 경우 도료가 착색된 부분이 외부의 접촉에 의하여 도료가 쉽게 벗겨지는 등 접착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되는 경우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형상이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아우터 커버(41) 또한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형상이 변형되지 않는 내열성 소재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세히, 상기 아우터 커버(41)는 전면부에 도어(6)가 안착되기 위한 도어 안착부(411)가 소정 깊이로 함몰된다. 그리고, 상

기 도어 안착부(411)의 내측에는 세탁물이 투입되기 위한 개구홀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개구홀의 가장자리부 배면에

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에 형성된 상기 센터 후크 삽입홀(431)에 끼워지기 위한 센터 후크(417)가 다수 개 돌출 형성된

다. 그리고, 양 측면에는 상기 사이드 프레임(52)과 결합되기 위한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414)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414) 사이에는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내측면에 돌출되는 프레임 리브(526 : 도 9 참조)가 삽입

되기 위한 프레임 리브 삽입홀(413)이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측면에는 상기 컨트

롤 패널(7)의 배면에 형성되는 아우터 커버 고정 리브(75 : 도 15 참조)가 삽입되기 위한 리브 삽입홀(412)이 소정의 간격

을 두고 형성된다.

한편, 상기 아우터 커버(41)도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같이 테두리부가 후방으로 소정 너비로 절곡되며, 상기 리브 삽입홀

(412)과, 상기 프레임 리브 삽입홀(413) 및 상기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414)이 상기 절곡면에 형성된다. 특히, 상기 절곡

면 중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측부에 형성되는 절곡면의 단부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퍼 리브(416)가 형성된다. 상

세히, 상기 어퍼 리브(416)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부면에 형성된 어퍼 리브 삽입홀(426)에 삽입된다.

또한,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배면에는 소정의 위치에 소정 높이로 돌출되는 체결 보스(415)가 다수 개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체결 보스(415)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부에 소정 깊이로 함몰되는 상기 함몰부(422)에 닿게 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배면으로부터 상기 함몰부(422)의 중심에 형성된 홀을 통하여 체결 부재가 관통 삽입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체결 부재는 상기 체결 보스(415)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아우터 커버(41)가 견고하게 결

합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하단에는 다수 개의 로어 리브(418)가 돌출되며, 상기

로어 리브(418)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에 형성된 로어 리브 삽입홀(430)에 삽입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어퍼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이고, 도 8은 상기 어퍼 프레임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5)의 구성 요소가 되는 어퍼 프레임(51)은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상부 및 양측면 테두리를 덮기 위하여 대략 n 자 형상을 이룬다.

상세히, 상기 어퍼 프레임(51)은 양 끝단 후면에 소정 길이로 연장되는 캐비닛 커버 체결단(511)과, 배면 상단부에 하측으

로 소정 길이 연장되는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과, 양 끝단부에 하측으로 소정 길이와 폭으로 연장되는 고정 리브(515)가

포함된다. 그리고,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수평 부분에는 하측으로 소정 길이 돌출되는 제 1 리브(516)와, 상기 제 1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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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로부터 소정 간격 이격된 곳에 돌출되는 제 2 리브(517)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 1 리브(516) 및 제 2 리브

(517)는 후술하게 될 어퍼 패널의 상부면에 형성되는 삽입구에 삽입되어, 상기 어퍼 프레임(51)이 상기 어퍼 패널에 고정

장착되도록 한다.

더욱 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 체결단(511)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측부에 절곡 형성되는 상부 가이드 리브(424)와

결합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상부 가이드 리브(424)의 양측 단부에 형성되는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과 상기 캐비

닛 커버 체결단(511)에 형성되는 체결홀(512)에 스크류와 같은 체결 부재가 관통 삽입된다.

또한, 상기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은 상기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 돌출되는 체결 보스(후술함)와 결합된다. 그리

고,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양측 하단부에 연장되는 상기 고정 리브(515)는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상부면에 형성된

고정 리브 삽입홀(524 : 도 9 참조)에 끼워진다. 즉, 상기와 같은 조립 과정에 의하여 상기 어퍼 프레임(51)은 상기 사이드

프레임(52)과 상기 컨트롤 패널(7) 및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측면(516), 보다 상세히, 세제 박스(8)가 장착되는 부위의 측면(516)은 전후 방향으로 소정

의 두께를 가지게 되어, 상기 세제 박스(8)가 삽입 또는 인출되는 과정에서 상기 세제 박스(8)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어퍼 프레임(51)이 장착됨으로써, 상기 캐비닛(2)의 상측부를 덮는 상기 탑커버(3)의 전면 테두리부는 상기 어

퍼 프레임(51)의 상측부 후면에 결합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사이드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이고, 도 10은 상기 사이드 프레임

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사이드 프레임(52)은 소정의 폭과 길이로 형성되어,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아

우터 커버(41)의 측면 테두리부를 덮는다. 따라서,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상기 아우터 커버(41)가 겹쳐지는 부분을 가려

줌으로써, 미관상 깔끔한 느낌을 주게 된다.

상세히,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은 대략 직사각형 형상의 프레임 바디(521)와, 상기 프레임 바디(521)의 전단으로부터 소

정 곡률로 만곡되는 프레임 프런트(522)와, 상단부에 수평하게 절곡되는 어퍼 프레임 안착단(523) 및 하단부에 소정 길이

로 연장되는 스탠딩 리브(527)가 포함된다.

더욱 상세히, 상기 어퍼 프레임 안착단(523)에는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하단에 형성된 고정 리브(515)가 삽입되기 위한

고정 리브 삽입홀(524)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프레임 프런트(522)의 단부에는 소정의 폭과 길이를 가지는 프레임 리브

(526)가 소정의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프레임 리브(526)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측면에 형성되는

프레임 리브 삽입홀(413)에 끼워진다.

또한, 상기 프레임 바디(521)의 후단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레임 후크(525)가 일정 간격으로 돌출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프레임 후크(525)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측면에 형성되는 프레임 후크 삽입홀(423)에 삽입된다.

한편, 상기 프레임 프런트(522)의 배면에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측면에 형성되는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414)이 삽입

되는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 삽입홈(528)이 형성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은 상단부은 상기 어퍼 프레임(51)과 결합되고, 하단부는 상기 로어 프

레임(453)과 결합되며, 측면부는 상기 아우터 커버(41) 및 캐비닛 커버(42)와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

기 사이드 프레임(52)은 상기 부재들과 스크류와 같은 별도의 부재가 필요 없이 결합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로어 프레임의 정면 사시도이고, 도 12는 상기 프린지 프레임의

배면 사시도이다.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프린지 프레임(5)을 구성하는 로어 프레임(53)은 상부면에 상기 아우터 커버

(41)가 안착되기 위한 아우터 커버 안착부(532)와, 상기 아우터 커버 안착부(532)의 후측에 소정 깊이로 함몰되는 캐비닛

커버 안착부(531)와, 양 단부 상측면에 상기 사이드 프레임의 스탠딩 리브(527)가 삽입되기 위한 스탠딩 리브 삽입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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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기 로어 프레임(53)의 후측 테두리부에는 전방으로 소정 깊이로 함몰되는 다수 개의 서포팅

리브 수용홈(535)이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서포팅 리브 수용홈(535)은 후술하게 될 로어 패널에 돌출되는 서포팅 리브가

상기 로어 프레임(53)과 간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 안착부(531) 상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볼팅홀(533)이 형성되어, 상기 로어 프레임(53)과 상기

캐비닛 커버(42)가 체결 부재에 의하여 결합된다. 따라서, 상기 로어 프레임(53)은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스크류와 같은

체결 부재에 의하여 결합되고, 양 단부가 상기 사이드 프레임과 조립됨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프런트 패널(4)과 상기 컨트롤 패널(7)의 테두리부를 감싸는 프렌지 프레임(5)에 의하여, 상기 프런트 패

널(4) 및 컨트롤 패널(7)이 외력에 의하여 파손되는 현상이 방지된다. 설령,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상기 프린지 프레임

(5)의 일부분이 파손될 것이며, 상기 프런트 패널(4)이 보호된다. 그리고, 파손된 프린지 프레임(5)만을 교체하도록 함으로

써, 제품의 수리가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컨트롤 패널의 정면도이고, 도 14는 상기 컨트롤 패널의 배면 사시도이며, 도 15는 상기 컨

트롤 패널의 저면 사시도이다.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다른 컨틀로 패널(7)은 상부면과 측면이 상기 어퍼 프레임(51)에 의하여 둘러지

고, 하단부가 상기 프런트 패널(4)의 상부면에 결합된다.

상세히, 상기 컨트롤 패널(7)은 일측에 각종 조작부가 구비된 입력부(71)와, 타측에 세제 박스가 삽입되기 위한 세제 박스

장착부(72)가 포함된다.

더욱 상세히, 상기 입력부(71)는 상기 전원 버튼(711)과, 세탁 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다이얼 놉 삽입홈(713)과, 작동 버튼

(712)과, 표시창(714) 및 세탁 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조건 입력 버튼(715) 등이 구비된다.

또한,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는 상기 입력부(71)를 통하여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고 제어되기 위한 제어부가 장착된

PCB 기판이 장착된다.

상세히,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는 상기 PCB 기판이 부착되도록 하는 PCB 기판 체결 보스(74)가 소정 길이로 돌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 상측에는 상기 어퍼 프레임(51)에 형성되는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과 결

합되는 어퍼 프레임 체결 보스(73)가 돌출 형성된다. 따라서, 스크류와 같은 체결 부재가 상기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에

형성된 체결홈(514)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관통 삽입된 다음,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 보스(73)에 삽입됨으로써, 상기 컨트

롤 패널(7)과 상기 어퍼 프레임(51)이 일체로 조립된다.

또한, 상기 컨트롤 패널(7)의 하단면에는 소정 길이의 아우터 커버 고정 리브(75)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고, 상기 아우터

커버 고정 리브(75)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부면에 형성되는 리브 삽입홀(412)에 삽입된다. 따라서, 상기 컨트롤 패

널(7)의 하단면은 상기 아우터 커버(41)에 안착 고정된다.

또한, 상기 컨트롤 패널(7)의 상측부 후면에는 패널 후크(76)가 형성되어 후술하게 될 어퍼 패널에 형성된 홀에 삽입됨으

로써, 상기 컨트롤 패널(7)이 상기 어퍼 패널로부터 요동하지 않도록 기능한다. 그리고,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는

디스펜서 체결 보스(77)가 돌출 형성되어, 캐비닛(2) 내부에 장착되어 세제 박스가 수용되도록 하는 디스펜서와 체결 부재

에 의하여 체결되도록 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프런트 패널이 장착되는 캐비닛을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캐비닛(2)은 대략 "ㄷ"자 형상으로 절곡되는 메인 바디(23)와, 상기 메인 바디(23)의 양

단부를 연결하는 어퍼 패널(21) 및 로어 패널(22)이 포함된다.

상세히, 상기 캐비닛(2)은 상기 프런트 패널(4)이 장착되는 전방이 개구되고, 측면 및 후방이 일체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프런트 패널(4)이 장착되는 전방과 측면이 일체로 이루어지고, 후방이 개구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측면을 연결하기 위하여 소정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패널 프레임(후술함)이 상측 및/또는 하측에 장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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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기 캐비닛(2)은 각각의 네 면이 별개의 부품으로 조립되고, 일측면에 세탁물을 투입하기 위한 개구부가 형성되며,

상기 개구부가 형성되는 면에 상기 프런트 패널(4)이 장착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빌트인(Built-in) 타입의 경우 측면 또는 후벽 캐비닛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캐비닛(2)의 형상은 상기에서 제시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다양한 형상의 캐비닛(2)이 제안 가능하

고, 이는 본 발명의 사상의 범위에 포함됨을 밝혀 둔다.

한편, 상기 메인 바디(23)의 전면부 상측에 장착되는 상기 어퍼 패널(21)은 일측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세제 박스가 삽입되

도록 하는 세제 박스 삽입홀(211)과, 대략 중앙부에 소정 크기로 절개되어 컨트롤 패널(7)에 연겨되는 전선이 통과하는 전

선 투입구(212)와, 상측 테두리부에 형성되어 상기 컨트롤 패널(7)에 형성되는 패널 후크(76)가 삽입되기 위한 후크 삽입

홀(213a) 및 상기 패널 후크(76)가 걸려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후크 걸림단(213)이 포함된다.

또한, 상기 어퍼 패널(21)은 상부 테두리면으로부터 하측으로 소정 길이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퍼 프레임 체결단

(214a)과, 상측 테두리부에 형성되어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배면에 형성된 제 1 리브(516)가 삽입되기 위한 제 1 리브

삽입구(215)와, 제 2 리브(517)가 삽입되기 위한 제 2 리브 삽입구(216)가 포함된다.

상세히,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단(214a)의 단부에는 체결 부재가 관통하기 위한 체결홀(214b)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단(214a)의 배면에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이 위치된다. 그리고, 상기 어퍼 프

레임 체결단(214a)의 전면에는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 돌출되는 어퍼 프레임 체결보스(73)가 위치된다. 그리고, 체

결 부재가 상기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과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단(214a)을 관통하여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 보스(73)

에 삽입된다.

또한, 상기 어퍼 패널(21)의 하측 양 단부에는 캐비닛 커버(42)와의 체결을 위한 캐비닛 커버 체결홀(217)과, 어퍼 프레임

(51)과의 체결을 위한 어퍼 프레임 체결홀(218)이 각각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홀(218)의 전면에는 상기

캐비닛 커버(42)에 형성되는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이 위치되고,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의 전면에는 상기 어퍼

프레임(51)에 형성되는 캐비닛 커버 체결단(511)이 위치된다. 따라서, 체결 부재에 의하여 상기 어퍼 프레임(51)과 캐비닛

커버(42) 및 상기 어퍼 패널(21)이 일체로 결합된다.

또한, 상기 어퍼 패널(21)의 상측부에 형성되는 후크 삽입홀(213a)에 상기 컨트롤 패널(7)의 배면에 형성되는 상기 패널

후크(76)가 삽입되고, 상기 패널 후크(76)의 상부면은 상기 후크 걸림단(213b)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상기 컨트롤 패널

(7)이 상기 어퍼 패널(21)에 일단 결합되면 상기 패널 후크(76)가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상기 어퍼 패널(21)의 상

부면 테두리에 형성되는 제 1 리브 삽입구(215) 및 제 2 리브 삽입구(216)에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상부 배면에 돌출되

는 제 1 리브(516) 및 제 2 리브(517)가 각각 삽입됨으로써, 어퍼 프레임(51)이 상기 어퍼 패널(21)에 결합되어 요동하지

않게 된다.

한편, 상기 메인 바디(23)의 하단에 결합되는 상기 로어 패널(22)은 하단부에 서포팅 리브(221)가 소정 간격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상세히, 상기 서포팅 리브(221)는 상기 로어 패널(22)의 일부분이 소정 크기로 절개되고, 절개된 부분이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으로 소정 각도 절곡되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서포팅 리브(221)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

부 절곡면에 형성된 지지 슬롯(428c)에 끼워진다.

도 17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캐비닛 커버의 하단부가 로어 패널에 조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부는 상기 로어 패널(22)의 서포팅 리브(221)에 의하여 체결된

다.

상세히, 상기 서포팅 리브(21)는 전방으로 돌출되고, 상측으로 소정 각도 절곡되므로, 상기 지지 슬롯(428c)에 삽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측부가 전방으로 경사지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지지 슬롯(428c)에 상기

서포팅 리브(221)의 끝단이 삽입되도록 한 다음,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단부가 상기 캐비닛(2)의 어퍼 패널(21)에 밀

착되도록 밀어서 회전시킨다. 그러면,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부 절곡면이 상기 서포팅 리브(221)의 상부면에 안착되

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부 가이드 리브(428)가 상기 수직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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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아우터 커버의 상단부가 캐비닛 커버에 조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아우터 커버(41)는 상부면이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부면에 결합되도록 한 다음 다

른 부분이 결합되도록 한다.

상세히,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부면 테두리에는 도시된 바와 같이 하측으로 연장되는 어퍼 리브(416)가 소정 간격으로

다수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어퍼 리브(416)는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다가 후방으로 부드럽게 만곡 또는 절곡된다. 따라

서, 상기 아우터 커버(41)를 상기 캐비닛 커버(42)에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하단부를 약간 들어올린

다. 그리고, 상기 어퍼 리브(416)의 만곡된 부분이 상기 어퍼 리브 삽입홀(426)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아우터

커버(41)를 내려서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에 밀착시킨다. 그러면, 상기 어퍼 리브(416)가 상기 어퍼 리브 삽입홀

(426)에 완전히 삽입된다.

이하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건조기(1)의 전면부가 조립되는 순서에 대하여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제 1 단계>

먼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에 상기 아우터 커버(41)가 결합된다.

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부면에 형성된 어퍼 리브 삽입홀(426)에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부에 형성된 어퍼

리브(416)가 삽입되도록 한다. 이 경우, 상기 어퍼 리브(416)가 상기 어퍼 리브 삽입홀(426)에 용이하게 삽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 1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아우터 커버(41)를 상기 캐비닛 커버(42) 상에 내려 놓은 다음, 소정의 힘으로 가압한다. 그러면,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배면에 돌출되는 센터 후크(417)가 캐비닛 커버(42)의 센터 후크 삽입홀(431)에 삽입되고, 상기 아우터 커버

(41)의 배면 하단에 돌출된 로어 리브(418)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면 하단에 형성된 로어 리브 삽입홀(430)에 삽입

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배면에 돌출된 다수 개의 체결 보스(415)의 단부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전

면에 함몰되는 상기 함몰부(422)에 밀착된다. 이 상태에서 스크류와 같은 체결부재를 가지고 상기 함몰부(422)의 후방에

서 삽입하여 상기 체결 보스(415) 내부로 삽입되도록 조여준다.

<제 2 단계>

두번 째 단계로서,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을 상기 프런트 패널(4)의 측면에 결합한다.

상세히,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측면에 형성된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414)이 상기 사이드 프레임(520)의 사이드 프레임

체결단 삽입홈(528)에 끼워지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프레임 리브(526)가 상기 아우터 프레임

(41)의 프레임 리브 삽입홀(413)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프레임 후크(525)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프레임 후크 삽입홀(423)에 삽입되도록 한다.

<제 3 단계>

세번 째 단계로서, 상기 프런트 패널(4)의 의 측면에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이 체결된 상태에서 하단부에 상기 로어 프레

임(53)을 결합한다.

상세히, 상기 로어 프레임(53)의 상부면에 형성된 아우터 커버 안착부(532)와 캐비닛 커버 안착부(531)에 각각 상기 아우

터 커버(41)와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면이 안착되도록 한다. 이 때,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하단에 연장된 스탠딩 리브

(527)가 상기 로어 프레임(53)의 스탠딩 리브 삽입홈(534)에 정확히 끼워지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체결 부재를 상기 캐비

닛 커버 안착부9531)에 형성된 볼팅홀(533)에 삽입하되, 로어 프레임(53)의 하측에서 상측 방향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체결 부재가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에 형성된 볼팅홀(427)을 관통하도록 한다.

<제 4 단계>

네번 째 단계로서, 상기 3단계를 거치면서 조립된 프런트 패널(4)을 캐비닛(2)의 전면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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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하단부가 상기 로어 패널(22)에 결합되도록 도 17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상측부 배면이 상기 어퍼 패널(21)의 전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캐비닛 커버

(42)의 상부면이 상기 어퍼 패널(21)의 전면에 밀착되도록 한 다음, 체결 볼트를 이용하여 상기 캐비닛 커버(42)가 상기 어

퍼 패널(21)에 결합되도록 한다.

<제 5 단계>

다섯번 째 단계로서, 상기 어퍼 프레임(51)이 상기 캐비닛 커버(42)와 어퍼 패널(21) 및 사이드 프레임(52)에 결합된다.

상세히,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하단부에 형성되는 고정 리브(515)가 상기 사이드 프레임(52)의 상부면에 형성된 고정 리

브 삽입홀(524)에 삽입되도록 한다. 이 때,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배면에 돌출되는 제 1 리브(516) 및 제 2 리브(517)가

상기 어퍼 패널(21)의 제 1 리브 삽입구(215) 및 제 2 리브 삽입구(216)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 다음, 상기 어퍼 프레임

(51)의 캐비닛 커버 체결단(511)에 형성된 체결홈(512)과 상기 캐비닛 커버(42)의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이 일치되도

록 한다. 그리고, 체결 부재가 상기 체결홈(512)과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홀(425) 및 상기 어퍼 패널(21)에 형성된 어퍼 프

레임 체결홀(218)을 관통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어퍼 프레임(51)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기 어퍼 프레임(51)에 돌출되는 컨트롤 패널 체결단(513)이 상기 어

퍼 프레임 체결단(214a)의 후측에 위치되도록 한다.

<제 6 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상기 컨트롤 패널(7)이 상기 어퍼 프레임(51)의 내측에 장착되도록 한다.

상세히, 상기 컨트롤 패널(7)의 하단에 형성된 아우터 커버 고정 리브(75)가 상기 아우터 커버(41)의 상부면에 형성된 리

브 삽입홀(412)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컨트롤 패널(7)을 소정의 힘으로 밀어서 상기 패널 후크(76)가 상기 어퍼

패널(21)의 후크 삽입홀(213a)에 삽입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단(214a)의 전면에 상기 컨트롤 패널

(7)의 배면에 돌출되는 어퍼 프레임 체결 보스(73)가 위치되도록 한다. 그리고, 체결 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컨트롤 패널 체

결단(513)과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단(214a) 및 상기 어퍼 프레임 체결 보스(73)가 하나로 결합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된 바와 같은 구성을 이루는 본 발명에 따른 건조기에 의하여, 건조기의 전면부 컬러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

이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건조기의 전면부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제품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이 개방되는 캐비닛;

상기 캐비닛 내부에 수용되어 건조 대상물이 투입되는 건조 드럼;

상기 건조 드럼 내부로 열풍을 공급하기 위한 가열부 및 송풍팬;

상기 캐비닛에 장착되는 캐비닛 커버;

상기 캐비닛 커버의 전면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아우터 커버;

상기 캐비닛 커버 및/또는 상기 아우터 커버의 테두리부에 장착되는 프린지 프레임;이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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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우터 커버는 적어도 전면부가 소정의 색깔을 가지는 도료의 분사에 의하여 착색되고, 적어도 60 도 이상의 온도에

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재질의 플라스틱 사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우터 커버는 전면부가 경면 사상 처리된 금형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지 프레임은 상기 프런트 패널의 하단에 결합되는 로어 프레임과,

상기 로어 프레임의 양단부에 수직하게 결합되는 사이드 프레임과,

상기 사이드 프레임의 상부면에 양 단부가 결합되는 어퍼 프레임이 포함되는 건조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지 프레임은 상기 프런트 패널의 하단부와 양측면을 덮는 제 1 프레임과,

상기 제 1 프레임의 상측부에 안착되는 제 2 프레임이 포함되는 건조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지 프레임은 상기 캐비닛의 전면 테두리부에 장착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

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되는 도료에는 아크릴 베이스 수지(Acryle Base Resin)와, 광택을 내기 위한 알루미늄 분말이 포함되는 건조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료가 분사된 아우터 커버는 대략 60 ~ 70 도에서 건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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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아우터 커버는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동안 건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척 장치의 전면부 제작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되는 도료에는 분사시 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한 이소프로필렌알콜이 포함되는 세척 장치의 전면부 제작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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