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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뜨거운 스팀을 발생하는 장치에 원적외선을 방
출하는 물질을 고정부착하여 스팀의 뜨거운 열을 이용 원적외선물질을 가열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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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가 :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 나 : (가)와 물을 가열하여 원적외선을 만드는 장치 다 : 뜨거운 스팀을 이용하여 (가)
의 물질을 가열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듦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가는 열을 가하여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천연광물질 및 인공물질(옥 맥반석 목어석 세라믹 게르마늄 등등)

도면 나는 스팀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물을 저장 가열하는 통 안에 원적외선 물질을 넣고 가열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
드는 방법.

도면 다는 뜨거운 스팀이 통과하는 부분, 스팀이 분사되는 노즐, 가열물체가 담겨진 통내부에 적외선물질을 고정부착하
여 원적외선을 만드는 방법,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가 :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

나 : 원적외선과 물을 가열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장치

다 : 뜨거운 스팀을 이용하여 적외선물질을 가열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듦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스팀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물을 가열하는 단계, 
뜨거운 스팀이 통과하는 부분, 스팀이 분사되는 부분(노즐), 가열물체가 당겨진 통 안에 원적외선 물질을 고정부착하여 
열을 가열하여 원적외선을 방출시켜 원적외선스팀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스팀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가열함에 있어서 원
적외선물질의 방사에너지의 공명 공진을 발생시켜 원적외선 스팀을 이용하여 물질의 것과 속을 고르게 빨리 익히는 기
술로서 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밥 짓는데, 건강원의 즙내는데, 콩을 삶아 청국장 된장 만드는데, 떡을 만드
는데, 가습기, 좌욕기, 다리미질등 가정 및 산업활 동 분야에 이용할 수가있고 종래의 스팀으로만 가열하는 방법에 원적
외선기능을 추가시켜 가열함으로서 가열시간단축 과 것과 속을 고르게 익힘, 추출물의 성분의 농도를 높임, 살균기능 
즉 종래의 기술에 본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상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적외선스팀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본 기술의 원적외선스팀의 작용으로서 것과 속을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작
용, 수분을 빨리 증발시키는 작용, 살균작용, 공명 공진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가정 및 의료분야 산업 
활동 분야에 본 기술을 이용하였으면 합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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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는 열을 가하면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천연광물질 및 인공물질(옥 맥반석 목어석 세라믹 게르마늄 등등)

도면 나는 스팀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물을 저장 가열하는 통 안에 원적외선 물질을 넣고 가열하여 원적외선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스팀발생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원적외선 스팀을 만들어 방출시키는 방법.

    
도면 다는 뜨거운 스팀이 지나가는 부분의 내부, 스팀이 분사되는 부분(노즐)의 내부 및 외부, 가열물질을 가열하는 통 
안내부에 원적외선물질을 고정부착하여 원적외선의 복사열〈공명 공진작용〉을 이용하여 원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방법
으로서 원적외선스팀의 작용으로서 것과 속을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작용, 수분을 빨리 증발시키는 작용, 살균작용, 공
명공진 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가정 및 의료분야 산업 활동 분야에 본 기술을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적외선스팀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적외선 스팀의 작용으로서 것과 속을 빠르게 열
을 전달하는 작용, 수분을 빨리 증발시키는 작용, 살균작용, 공명공진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은 본 기술을 이용할 수 가있다.

청국장 및 된장을 만드는 단계, 건강원의 중탕단계, 밥 짓는 단계, 떡을 만드는 단계, 세탁단계, 다림질 단계, 세차단계, 
증기세척기, 가습기의가습단계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 발명은 적외선 스팀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상세하게는 물을 끓이는 단계의 물이 저장되어 가열되는 통안, 뜨거운 수
중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 뜨거운 수중기가 방출되는 부분(노즐)의 내부 또는 외부, 가열되는 물질의 통 안에 원적
외선을 방출하는 자연 또는 인공물질로서 옥, 수정, 맥반석, 세라믹, 목어석, 게르마늄, 등등, 활용하여 원적외신 스팀의 
효과로서 것과 속을 고르게 빨리 열을 전달시킴 작용, 수분을 빨리 증발 시킴작용, 살균작용. 공명공진작용, 물질을 분
해하는 작용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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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 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