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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57) 요약

본 발명은 현존하는 변기에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를 달고 새로운 특징을 첨가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개선된 변기에 관한 것

이다. 수동 조절이 가능한 잠금 밸브를 포함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는 확장바, 분무꼭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외에 탄력

성 호스,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수도관 설비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Y-어댑터, 변기 잠금장치에 고정된

호스 걸이, 분무기를 걸 수 있는 걸이, 청소 용품을 걸 수 있는 걸이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새로운 특징은 가이드라인

(guideline)을 지닌 특별한 오프닝(opening)을 가진 개선된 변기 씨트(seat)와 분무기를 위치시킬 수 있는 전면에 끼워진

구성 요소,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닌 변기 통, 모서리가 세공된 뚜껑을 가진 개선된 물탱크와 측벽에 걸이를 고정시킬 수 있

는 구멍으로 이루어지며 보다 위생적인 변기로 개선한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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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잠금밸브(20)가 달린 조절기(101)와, 상기 조절기(101)에 연결되어 변기와 그 주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 물줄기를 분무하는 확장바(103) 및, 상기 확장바(103)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몸을 세척하는데 사

용하는 여러 개의 물줄기를 마개(1051)를 통해 분무하는 분무꼭지(1051)로 구성된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10)와;

상기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10)에 물을 전달하는 탄력성 호스(30)와;

상기 탄력성 호스(30)를 걸 수 있도록 변기 씨트(90)와 변기통(95)이 연결되는 잠금장치(28)에 함께 고정시킨 호스 걸이

(35)와;

상기 탄력성 호스(30)에 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달린 밸브(40)와;

수도관 설비(52)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는 Y-어댑터(50)와;

물탱크(65)의 윗 모서리나 벽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분무기 걸이(70)와;

상기 물탱크(65)의 윗 측면이나 벽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청소용품 걸이(80)와;

상기 분무기 걸이(70) 및 청소용품 걸이(80)의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을 위해 내부 모서리에 세공이 된 물탱크의

뚜껑(60)과;

상기 분무기 걸이(70) 및 청소용품 걸이(80)의 플러쉬 마운팅을 위한 윗 모서리에 세공이 된 물탱크(65)와;

수위보다 높게 상기 분무기 걸이(70) 및 청소용품 걸이(80)를 잠금장치(702, 802)로 고정시키기 위한 상기 물탱크(65)의

상부 측면에 형성한 구멍들(653)과;

상기 분무기를 변기통 안으로 넣어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기존 변기씨트의 큰 타원형 오프닝(902;opening)에 인접하는

전면의 특별한 작은 오프닝(904), 전면의 표면에 작은 오프닝 주위에 상기 분무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

(guideline) 역할을 하는 위치표시와 전면의 좁은 구역에 끼워진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C-모양의 보조부품으로 구성되는

개선된 변기 씨트(90;seat)와;

상기 분무기(10)를 상기 변기통(95) 안으로 넣어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전면 표면에 표시된 위치

표시(955)를 가진 변기통(95)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10)는 가늘고 긴 몸체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변기 씨트에 앉아서 분무기를 상

기 변기통(95) 안으로 넣어 사용하기 편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기(10)에 있는 조절기(101)의 몸체(1017) 양 측면에다 둥글게 파서 홈부(1013)를 형성하여 상

기 분무기 걸이(70)에 상기 분무기(10)를 세워서 걸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기 걸이(70)를 상기 물탱크(65)의 상부 측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상기 확장바(103)의 몸체

양 측면에다 둥글게 파서 홈부(1039)를 형성하여 상기 분무기 걸이(70)에 상기 분무기(10)를 수평방향으로 눕혀서 걸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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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기(10)의 확장바(103)는 그 뒷면에 위치표시(1035)가 나열되어 변기통 안으로 분무기를 넣어

사용하기 편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개선된 변기.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탄력성 호스(30)는 상기 밸브(40)와 연결되는 입구와 , 상기 분무기(10)와 연결되는 출구 및, 입구

에서 출구로 이어지는 내부 통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 걸이(35)는 상기 밸브(40)에서 올라오는 탄력성 호스(30)를 고정시킬 수 있는 오프닝이 있는

긴 몸체와, 상기 분무기(10) 쪽을 향하는 상기 탄력성 호스(30)의 나머지 부위를 걸 수 있는 오프닝, 잠금장치(375)의 위치

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긴 구멍(373), 상기 물탱크(65) 바닥에서 나온 모서리(6511)에 상기 호스 걸이(35)를 설치하

기 위한 각진 부분(374) 및, 고정을 위한 구멍(375)을 가진 주된 대(37)와;

상기 주된 대(37)와 연결될 때 거리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긴 구멍(393)을 가진 긴 몸체와 고정을 위한 구멍(392)을

가진 보조적인 대(39)와;

상기 주된 대(37)와 보조적인 대(39)를 긴 구멍(373, 393)을 통해 연결 할 수 있는 잠금장치(375)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Y-어댑터(50)는 와셔(512;washer)로 씰링(sealing)되는 입구(511)와, 와셔(514)로 씰링되는 첫번

째 출구(513), 와셔(516)로 씰링되는 두번째 출구(515), 상기 입구(511)에서 첫번째 출구(513)로 연결되는 첫번째 내부통

로(517), 상기 입구(511)에서 두번째 출구(515)로 연결되는 두번째 내부통로(518)로 구성된 주된 몸체(51)와;

상기 수도관 설비(52)의 출구와의 연결되는 씰링을 위한 와셔(542)를 가진 입구(543)와, 상기 주된 몸체(51)의 입구(511)

와 연결되는 출구(544), 상기 입구(543)에서 출구(544) 및 조임용 몸체로 구성된 부싱(54)과;

상기 주된 몸체(51)의 첫번째 출구(513)와 연결되는 입구(522)와, 상기 물탱크(65)로 이어지는 물 공급선과 연결되는 출

구(523), 상기 입구(522)에서 출구(523)로 이어지는 내부통로(529) 및 조임용 몸체로 구성된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52)

와;

상기 주된 몸체(51)의 두번째 출구(515)와 연결되는 입구(533)와, 상기 분무기(10)로 물을 공급하는 상기 밸브(40)와 연

결되는 출구(532), 상기 입구(533)에서 출구(532)로 이어지는 내부통로(534), 조임용 몸체 및 상기 밸브(40)에 연결되기

위한 각이 진 몸체로 이루어진 각진 파이프 이음쇠(53)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기 걸이(70)는 상기 분무기(10)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상기 조절기(101) 몸체의 외관에 맞추

어 형성된 걸이 몸체(71)와;

상기 걸이 몸체(71)에 붙는 부분(721)과, 상기 물탱크(65)의 상부 수위보다 높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725) 및, 상기 두

부분(721, 725)을 연결하는 브릿지(728)로 구성된 뒤집어진 U-타입의 브래킷(7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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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브래킷(72)이나 상기 걸이 몸체(71)를 설치할 곳의 편평한 표면에 상기 걸이 몸체(71)를 고정시는 잠금장치(704)를

채용하기 위해 상기 걸이 몸체(71)에 형성한 구멍(715)과;

상기 브래킷(72)을 상기 걸이 몸체(71)에 고정키는 잠금장치(704)를 채용하기 위해 상기 브래킷(72)에 형성한 구멍(722,

723)과;

상기 브래킷(72)을 상기 물탱크(65) 상부 벽면에 고정키는 잠금장치(702)를 채용하기 위해 상기 브래킷(72)에 형성한 구

멍(726)과;

두 구성요소를 구멍을 통해 고정시키는 잠금장치(702, 704)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

기.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청소용품 걸이(80)는 청소용품을 놓을 수 있는 판(816)과, 상기 판(816)에 연결된 몸체(811)로 구

성된 걸이 몸체(81)와;

상기 걸이 몸체(81)에 고정되는 부분과, 상기 물탱크(65)의 한쪽면에 고정되는 부분(상기 몸체(81)에 고정되는 부분의 이

며)으로 구성된 I-타입의 브래킷(82)과;

상기 브래킷(82)이나 상기 걸이 몸체(80)를 설치할 곳의 편평한 표면에 상기 걸이 몸체(81)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804)

를 채용하기 위해 상기 걸이 몸체(80)에 형성한 구멍(815)과;

두 구성요소를 구멍을 통해 고정시키는 잠금장치(804)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물탱크(65)나 물탱크의 뚜껑(60)에 형성한 세공이나 구멍에 따라 상기 U-타입의 브

래킷(72)과 상기 I-타입의 브래킷(82)을ㄹ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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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생과 청소의 목적으로 물을 즉각적으로 분무할 수 있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에 관한 것이다.

변기 사용자들은 그들의 변기와 그 주변을 청소하는 장치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용변후 세척장치를 원하기도 하는데 본 발

명은 이 두가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변기에 달린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자신의 세척 뿐

만 아니라 변기를 청소할 수 있어 위생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안된 장치들이 공지된 바 있으나 소비시장에서 발견

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실용성과 시장성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생산이 꺼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몸을 세척하기 위한 장치로는 현재 시장에 많은 경쟁 상품들이 나와있다. 그중에 하나는 비

데(bidet)라고 불리는 장치인데 이는 비데용 통이 욕실안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설치 비용이 크다. 이 외에 대다수의 다른

비데 관련 발명들은 변기에 달린 분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분무기 노즐(nozzle)이 변기 주변에 장치되어 있어 몇가지 단점

을 가진다. 분무기 노즐의 부동성 때문에 사용자들은 청소를 위해서 특정 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노즐이

변기통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시 자주 다수의 설비들을 위생처리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발명은 특정 기구나 위생

설비를 필요로 함이 없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분무시에 이동성을 제공한다.

변기를 세척하는 기능은 종래의 변기를 세척할 때보다 더욱 위생적인 것으로서, 종래의 변기는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정해

져 있는데, 이는 중력에 의해 변기의 물탱크에서 변기통으로 물이 전달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내려가

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세척이 잘 되지 않고 중력만으로는 충분한 힘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은 이동성 수

동식 분무기의 설치로 더러워진 변기통과 그 주변을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변기와 사용자의 몸을 세척하는 기능은 변기의 추가적인 설치물에 관한 몇가지 발명들에 언급되어 있다. Bell.Sr의 미국

특허 No. 6,473,913 는 S- 노즐이 연결된 호스가 달린 변기에 부착된 비데에 관한 것으로 물줄기 출구 밸브와 분무기 밸

브는 각각 물줄기 출구와 분무기로의 물 흐름을 조절한다. 상기 발명은 장치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우징(housing)을 필

요로 한다. 또한, Krist의 미국 특허 No. 5,720,055는 청소용 위생 분무기에 관한 것으로 비데나 청소기구 또는 막힌 변기

나 하수구를 뚫는데 이용할 수 있고, 분무기의 머리는 고정된 세로로 긴 손잡이와 끝이 뾰족한 모서리에 연결되어 고정되

며 수동식 분무 노즐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독립적인 보조 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변기의 제반 단점들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를 달

고 새로운 특징을 첨가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개선된 변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개선된 변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분무기는 다용한 용도로 쓰이기 위한 단일

물줄기와 여러개의 물줄기를 얻기 위한 종래 기술에서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기존의 변기에 추가된 새로운 특징은 사용자

가 분무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긴 형태의 분무기는 변기통의 중앙부위와 같은 먼 구역까지 분무를 가능하게 하

며, 얇은 몸체는 사용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 분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일 물줄기는 변기통을 세척하는

데 유용하고 여러개의 물줄기는 비데의 목적으로써 사용자의 몸을 세척하는데 유용하다.

분무기는 조절기와 확장바 및 분무꼭지의 3가지 요소가 간단한 연결방식으로 연결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조절

기는 즉각의 분무를 하기 위한 잠금밸브를 가지며 조절기의 몸체는 높은 곳의 걸이에 걸 수 있는 형태이다. 상기 확장바는

분무기와 연결되고 출구로 물을 전달해 변기와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단일한 물줄기를 내보내며 확장바의 몸체는 낮

은 곳의 걸이에 걸 수 있는 형태로 뒷면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치의 위치표시를 하여 변기통 안으로 분무기를 넣을때 가이

드라인이 되도록 한다. 상기 확장바에 연결된 분무꼭지는 여러개의 구멍이 뚫린 마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물줄기

를 분무하며 각이 진 확장바의 몸체는 비데로 사용할때에 사용자가 방향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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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의 걸이는 물탱크 측벽의 윗 모서리에 고정되어 있고 분무기를 꽂을 수 있는 몸체와 몸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뒤집

어진 U 타입의 브래킷을 가진다. 상기 몸체는 측벽의 표면에 브래킷 없이 잠금장치나 접착제로 붙일 수 있으며 뒤집어진 U

타입의 브래킷으로 물탱크의 측벽 표면에 고정할 수 있다. 상기 브래킷은 물탱크의 윗 모서리에 꽂아 수위보다 높은 위치

에서 여러개의 잠금장치로 고정된다. 청소용품용 걸이는 몸체의 어느 표면에도 걸 수 있어 청소를 위한 세제나 약품을 놓

을 수 있다. 상기 청소용품용 걸이는 I타입의 브래킷을 가지며 몸체의 구멍을 이용하여 변기의 물탱크 윗쪽에 고정된다.

탄력성 있는 호스의 출구는 분무기의 입구와 연결되어 작동 범위를 넓히고 호스의 걸이는 변기에 있는 기존 잠금장치를 이

용하여 고정되며 호스를 걸 수 있는 주된 대와 고정을 위한 보조적인 대로 이루어진다. 호스의 일부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는 느슨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오프닝(opening)이 있으며 호스의 입구는 밸브의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상기 밸브는 물줄기

를 조절하고 밸브의 입구는 한개의 입구와 두개의 출구,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 각이 진 파이프 이음쇠 그리고 부싱

(bushing)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입구는 부싱을 통해 수도관 설비와 연결이 되며 두 출구 중 하나는 변기의 물탱크에 공

급되는 라인과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로 연결되고 나머지 출구는 각이 진 파이프 이음쇠로 밸브의 입구와 연결이 되어 분무

기에 물을 공급해준다.

본 발명에서 기존의 변기에 첨가한 특징 중 한가지는 변기 씨트(seat)이며 개선된 변기 씨트는 전면에 기존의 큰 오프닝

(opening)과 인접하여 작은 오프닝을 갖는다. 또한 전면 부위 표면에 작은 오프닝의 모서리와 나란하게 여러개의 불룩한

선들을 가지며 변기 씨트가 끝이 열려 있는 형태이면 변기통의 전면 부위 표면에 이 불룩한 선들을 넣을 수 있다. 상기 작

은 오프닝과 불룩한 선은 사용자가 변기 씨트에 앉아 있을때 분무기를 변기통 안으로 집어넣어 사용시 가이드라인이 되어

준다. 한편 이외에 다른 특징으로는 물탱크와 그 뚜껑의 모서리에 형성한 세공이다. 상기 세공은 분무기 걸이의 브래킷을

고정시킬 수 있어 물탱크 위에 얹어진 뚜껑을 들거나 옮길 필요 없이 물을 내릴 수 있다. 상기 분무기 걸이의 브래킷은 여

러 개의 구멍을 내어 물탱크의 측벽에 잠금장치로 고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변기에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를 달아 사용자의 위생을 위한 종래의 기술, 변기 자체와 그

주변을 세척하는 기술의 단점을 보완 하고 분무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몇가지 특징을 더하고, 수도관 설비와의 수직 연결

을 용이하게 하여 물의 공급을 원활하기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외관의 형태, 색상 그리고 스타일을 통일하여 제작할 수 있

는 개량된 변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하였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을 바람직한 실시예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있어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표시한 참고번호의 첫 두자리가 같으면 10과 101처럼 관련된 성분

(element)을 나타내며, 참고번호의 첫 세자리가 모두 같으면 101과 1015처럼 다른 성분(element)을 가진 같은 구성요소

(component)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구조는 구성요소의 자세한 설명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소개가 될 것이다.

도 1의 본발명,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또는 '개선된 변기'는 참고번호 1번으로 나타낸다. 개선된 변기는 다목

적 수동식 분무기 또는 분무기(10), 잠금밸브(20), 분무기 걸이(70), 청소용품 걸이(80), 탄력성 호스(30), 호스 걸이(35),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40), 수도관 설비로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Y-어댑터(50), 걸이의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을 위해 세공이 된 물탱크의 뚜껑(60), 걸이들을 걸 수 있도록 구멍을 낸 물탱크(65), 변기 씨트(90), 변기통(95)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구성요소의 튼튼한 구조로 실용적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심미성을 더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삭제

도 2의 분무기(10)는 조절기(101), 확장바(103), 분무꼭지(105)로 되어 있다. 상기 조절기(101)는 잠금밸브(20)를 가져

가압된 입구(1015)로부터 받은 물의 흐름을 조절한다. 조절기(101)의 몸체(1017)는 가늘고 긴 모양(대략 너비 1 x 높이 1

x 길이 5)으로 걸이에 세워서 걸 수 있도록 몸체(1017) 양 측면에다 둥글게 파서 형성한 홈부(1013)를 가지며, 몸체

(1017)의 연결기(1016)는 탄력성 호스(30)와 연결되게 하며 몸체(1017)는 확장바(103)와 연결되어 물을 먼 구역까지 분

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장바(103)는 분무기 걸이(70)에 눕혀서 걸 수도 있는데 이는 분무기 걸이(70)를 수평으로 설치

하고 확장바(103)의 몸체 양 측면에다 둥글게 파서 홈부(1039)를 형성함으로써 변기위에 공간이 작을 경우 눕혀서 걸도록

한다. 도 2의 확장바(103)는 뒷면에 위치표시(1035)가 나열되어 있어 변기통 안으로 분무기를 집어 넣을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몸체는 가늘고 긴 형태로 하여 제한된 공간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길이는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도 3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확장바(103)는 출구(1032)를 통해 단일의 굵은 물줄기(1037)를 분무하고 이것은 변기통과 그 주

변을 청소하는데 사용한다. 도 2의 확장바(103)는 분무꼭지(105)와 연결되어 분무꼭지(105)에 있는 마개(1051)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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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1052)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물줄기(1055)를 분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비데기능으로서 사용자의 몸을 세척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분무꼭지(105)의 몸체는 각이 져 변기통 안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며 얇은 모양은 전면의 제한된

개구부를 통해 안으로 집어 넣기에 편리하게 한다.

도 2의 조절기(101)는 입구(1015)에 연결기(1016)를 가져 도 1의 탄력성 호스(30)와 연결된다. 탄력성 호스(30)는 변기

통(95)과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도 4에 도시한 호스 걸이(35)를 가져 주된 대(37)에

있는 오프닝(371,372)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 4에 나타낸 한 오프닝(371)은 주된 대(37)의 아래쪽에 있어

아래에서 올라오는 호스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자리(3711)는 호스(30)를 잡아 주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

여 도 1에서처럼 오프닝(371)에다 밸브(40)에서 올라오는 호스(30)를 걸어주기 좋게 한다. 도 4에 나타낸 다른 오프닝

(372)은 분무기 쪽을 향하는 호스(30)의 나머지 부분을 걸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며, 막음장치(3721)는 오프닝(372)에

서 탄력성 호스(30)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도 4에 나타낸 작은 구멍(375)은 도 1에 도시한 기존의 변

기 씨트 잠금장치(28)에 호스 걸이(35)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통 잠금장치(28) 들은 볼트와 너트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호스 걸이(35)는 상기 작은 구멍(375)으로 볼트를 통과시켜 잠금장치(28)에 고정시킬 수 있다. 어떠한 변기들은 도 1

에서의 잠금장치(28) 주변의 물탱크 바닥(651)에서 나온 모서리(6511)를 가지므로 도 4의 호스걸이(35)는 각진 연장부

(374)을 필요로 한다. 호스 걸이(35)는 도 4에서와 같이 주된 대(37)가 보조적인 대(39)에 연결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보조적인 대(39)는 도 1에 나타낸 물탱크(65)의 잠금장치(38)에 고정될 수 있는 구멍(392)을 가지고 있으며,

주된 대(37)의 긴 구멍(373)과 보조적인 대(39)의 긴 구멍(393)은 잠금장치(375)로 함께 연결되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긴 구멍(373,393)은 길기 때문에 주된 대(37)의 작은 구멍(375)과 보조 대(39)의 구멍(392)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크기의 변기에 맞도록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호스(30)는 물줄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40)에 연결되어 있고 이 밸브(4)는 분무기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물줄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게 되며 도 1에서와 같이 수도관 설비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는 Y-어댑터(50)에 연결되어 있다.

도 5에 나타낸 Y-어댑터(50)는 몸체(51)와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52), 각진 파이프 이음쇠(53) 그리고 부싱(54)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도 5a에 나타낸 상기 몸체(51)는 입구(511)와 그 와셔(512;washer), 첫번째 출구(513)와 그 와셔(514), 두번

째 출구(515)와 그 와셔(516), 상기 입구(511)에서 첫번째 출구(513)로 연결되는 첫번째 내부 통로(517), 입구(511)에서

두번째 출구(515)로 연결되는 두번째 내부 통로(518)로 구성되어 있다. 도 5a에 도시한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52)는 몸체

(51)의 첫번째 출구(513)와 연결되는 입구(522)와, 도 1에 나타낸 물 공급선(55)과 연결되는 출구(523) 및, 상기 입구

(522)에서 출구(523)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524)를 가진다. 도 1에 도시한 물 공급선(55)은 다양한 크기의 연결기를 가

지므로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52)가 필요하다. 도 5에 나타낸 각진 파이프 이음쇠(53)는 몸체(51)의 두번째 출구(515)와

연결되는 입구(533)와, 도 1에 도시한 밸브(40)와 연결되는 출구(532) 및, 입구(533)에서 출구(532)로 연결되는 내부통로

(534)를 가지며 각을 앞쪽이나 편리한 임의의 방향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도 5a에 나타낸 부싱(54)은 도 1에 나타낸

수도관 설비(52)와 연결되는 입구(543)와, 몸체(51)의 입구(511)에 연결되는 출구(544), 입구(543)와 출구(544)를 연결

하는 내부통로(548) 및, 씰링(sealing)을 위한 와셔(542)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도 1에 도시한 수도관 설비(52)가 다양한

크기의 연결기를 가지므로 필요하다. 또한 도 1에서 다양한 크기의 수도관 설비(52)는 그에 맞는 파이프 이음쇠를 가져야

한다.

도 6의 분무기 걸이(70)는 걸이 몸체(71)와 브래킷(72)으로 구성된다. 도 6p 도시한 걸이 몸체(71)는 뒤집어진 U-타입의

브래킷(72)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오프닝(713)을 가진 몸체(711)와, 도 2에 나타낸 분무기(10)를 놓을 수 있는 오프닝(714)

및 잠금장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7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닝(714)은 도 2에 도시한 분무기(10)의 몸체(1017)에

홈부(1013)을 형성하여 분무기(10)를 상기 분무기 걸이(70)에 걸어 놓을 수 있다. 상기 구멍(715)은 몸체(711)를 잠금장

치로 U-타입의 브래킷(72)에 고정하거나 브래킷이 없는 적당한 표면(걸이 몸체(71)를 설치할 곳의 표면)에 고정시킬 때

이용한다. 도 6b에 나타낸 U-타입 브래킷(72)은 도 6a에 도시한 몸체(711)에 붙는 부분(721)과, 상기 물탱크(65)의 한쪽

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725) 및, 상기 두 부분(721,725)을 연결하는 브릿지(728)로 구성된다. 몸체(711)에 붙는 부

분(721)은 U-타입의 브래킷(72)을 걸이 몸체(71)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구멍(723)을 가져 도 9a에 도시한 잠금장

치(704)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물탱크(65)의 한쪽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725)도 역시 여러 개의 구멍(726)을 가져

물탱크의 상부 측면에 도 9a에 나타낸 잠금장치(702)로 고정시킬 수 있다. 분무기 걸이(70)는 걸이 몸체(71)와 브래킷(72)

을 하나로 합쳐서 단일 부품으로 일체로 제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도 7의 청소 용품 걸이(80)는 걸이 몸체(81)와, I-타입의 브래킷(82)으로 구성된다. 도 7a에 나타낸 걸이 몸체(81)는 I-타

입 브래킷(82)을 채용하기 위한 오프닝(813)을 가진 몸체(811)와, 청소용품이나 향수병 등의 청소, 세면 용품을 놓을 수

있는 판(816) 및, 잠금장치로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815)으로 구성된다. 상기 구멍(815)은 I-타입의 브래킷(82)이나 브래

킷이 없는 적당한 표면(걸이 몸체(81)를 설치할 곳의 표면)에 잠금장치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 7b에 나타낸 I-타입

의 브래킷(82)은 도 7a의 몸체(811)에 고정되는 부분(821)이 있고 도 10a에 도시한 잠금장치(802)에 의해 상기 물탱크

(65)의 상부 측면에 고정된다. 상기 고정되는 부분(821)의 여러 개의 구멍(823)은 I-타입의 브래킷(82)을 도 10a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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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잠금장치(804)로 걸이 몸체(81)에 고정시킬 때 이용하며, 다른 구멍(826)은 도 10a에 도시한 잠금장치(802)로 도 8a에

나타낸 물탱크(65) 상부 측면의 구멍(653)에 함께 고정시킬 때 이용한다. 상기 청소용품 걸이(80)는 걸이 몸체(81)와 브래

킷(82)을 하나로 합쳐서 일체화 하여 비용을 절감하며 구조를 단순화 하여 하나의 단일품으로 제작할 수 있다. I-타입 브래

킷(82)은 도 6a에 도시한 분무기(10)의 걸이 몸체(71)에 고정시키거나 U-타입의 브래킷(72)을 도 7a의 청소용품 걸이 몸

체(81)에 고정시킬 수 있어 이 두 종류의 브래킷은 각각 물탱크(65)와 물탱크의 뚜껑(60)을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둘다 사용하거나 한종류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한 물탱크의 뚜껑(60)은 뒤집어진 U-타입의 걸이를 걸 수 있도록 세공한 부분(602)을 포함한 몸체(601)를 지

니며 도 8a에 나타낸 개선된 물탱크(65)도 뒤집어진 U-타입의 걸이를 걸 수 있도록 세공한 부분(652)을 포함한 몸체

(651)를 지닌다. 상기 세공한 부분(602, 652)은 분무기 걸이(70)의 브래킷을 물탱크의 뚜껑(60)을 열지 않고 모서리에 걸

어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크기는 브래킷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도 9에 또시한

분무기 걸이(70)는 물탱크(65)의 윗쪽 모서리에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 되어 있고 물탱크의 뚜껑(60)은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무기 걸이(70)의 브래킷 위에 장착되어 있다. 도 10에 나타낸 청소용품 걸이(80)는 물탱크(65)의 상부

측면에 잠금장치(802)로 고정되어 있고, 물탱크의 뚜껑(60)은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청소용품 걸이(80)의 브래킷 위

에 장착되어 있다. 분무기 걸이(70)를 설치하기 위한 도 9a에 나타낸 잠금장치(702)와 청소용품을 걸이(80)를 설치하기

위한 도 10a에 나타낸 잠금장치(802)는 상기 물탱크(65) 내의 수위보다 높게 고정이 되어 이들 구성요소가 물에 잠기는 것

을 방지하고 브래킷과 잠금장치(702,802)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게 된다.

기존의 변기 씨트는 보통 한개의 닫힌 형태의 타원형 오프닝으로 되어 있다. 도 11에 도시한 타원형 오프닝(902)의 모서리

(903)와 바깥 모서리(909)는 초점이 동일하고 씨트의 둘레를 따라 동일한 너비를 갖도록 한다. 어떤 발명들은 편안한 착석

을 위하여 씨트의 가운데 부위의 너비가 더 넓도록 고안했으나 본 발명에서의 씨트는 특별한 작은 오프닝(904)이 형성되

어 있어서 사용자가 변기에 앉아있는 동안 분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 씨트

(90)의 몸체(901)는 전면에 특별한 작은 오프닝(904)이 기존의 큰 타원형의 오프닝(902)과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고, 이

작은 오프닝(904)의 앞부분에는 위치표시(905)가 형성되어 있어 변기통 안으로 분무기를 넣을 때 가이드라인이 역할을 하

게 되며, 상기 특별한 작은 오프닝(904)은 기존의 씨트 부분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도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위치표시(905)는 씨트의 앞쪽 표면에 파형을 하고 있는데 이느 도 2에 도시한 확장바(103)의 위치표시(1035)와 함께 분

무기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 작은 오프닝(904)의 제작으로 전면부에는 아주 좁은 너비의 구역만이 남게 되므로 파손의

위험이 생기게 되어 도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C-모양의 보조부품(907)을 씨트 안으로 끼워넣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변기 씨트 중에는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앞이 열린 형태가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사용시에 앞 부분에 공간을

제공하고 보통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종류의 변기 씨트에서는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기통(95) 표면

에 위치표시를 할 수 있다.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통(95)에 표시된 증가하는 수치의 위치표시(955)는 도 2에 나

타낸 확장바(103)에 있는 위치표시(1035)와 함께 분무기를 집어넣을 때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변

기통 안으로 분무기를 넣었을 때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얼마나 깊이 넣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른 장치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변기에 여러 장점을 부가했

다. 본 발명에서는 물을 변기로 공급하기 위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Y-어댑터와 장치의 간편함을 위하여 단일의 잠금밸브

가 달린 단일 분무기를 사용한다. 장치의 설치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에게 복잡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각 구성요소는 효율이 높아 사용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직적인 구조

는 가정에서의 설치뿐 아니라 산업상 제조도 용이하며, 외관의 디자인과 색상의 다양한 선택은 변기의 심미적인 특징을 부

여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수도관 설비와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가 달린 변기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 2는 각이 진 분무꼭지로부터 여러개의 물줄기를 분무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의 사시도이다.

도 3은 확장바의 끝에서 단일한 물줄기를 분무하는 다목적 수동식 분무기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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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가늘고 긴 구멍에 잠금장치로 함께 연결된 주가 되는 대와 부수적인 대를 가진 호스 걸이의 사시도이다.

도 5는 주된 몸체, 입구의 부싱(bushing), 첫번째 출구의 수직의 파이프 이음쇠, 두번째 출구의 각이 진 파이프 이음쇠로

구성된 Y-어댑터의 사시도이다.

도 5a는 도 5의 5-5 선을 따라 횡단면으로 내부 구조를 본 분해조립도이다.

도 6은 분무기를 걸 수 있는 몸체와 물탱크의 윗 모서리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 브래킷(bracket)으로 구성된 분무기 걸

이의 사시도이다.

도 6a는 분무기 걸이의 몸체의 사시도이다.

도 6b는 분무기 걸이의 뒤집어진 U-타입 브래킷의 사시도이다.

도 7은 청소 용품을 놓을 수 있는 몸체와 잠금장치로 물탱크의 윗쪽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 브래킷으로 구성된 청소 용

품 걸이의 사시도이다.

도 7a는 청소 용품 걸이의 몸체의 사시도이다.

도 7b는 청소 용품 걸이의 I-타입 브래킷의 사시도이다.

도 8은 뒤집어진 U-타입의 브래킷의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을 하기 위해 모서리가 세공이 된 물 탱크 뚜껑의 사

시도이다.

도 8a는 뒤집어진 U-타입의 브래킷의 플러쉬 마운팅(flush mounting)을 하기 위해 모서리가 세공이 된 물 탱크와 그 측면

윗쪽에서 잠금장치로 I-타입 브래킷을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을 보인 사시도이다.

도 9는 뚜껑이 닫쳐진 물탱크의 윗 모서리에 고정된 분무기 걸이의 정면도이다.

도 9a는 도 9의 9-9선을 따라 본 측면도이다.

도 10은 뚜껑이 닫혀진 물탱크의 윗쪽에 잠금장치로 고정된 청소용품을 위한 걸이의 정면도이다.

도 10a는 도 10의 10-10선을 따라 본 측면도이다.

도 11은 전면에 특별한 오프닝과 가이드라인이 있고 C-모양의 보조부품이 있는 변기 씨트의 평면도이다.

도 11a는 도 11의 변기 씨트에서 11-11선을 따라 보아 표면에 있는 위치표시와 보조부품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인 측면도

이다.

도 12는 끝이 열린 형태의 변기 씨트와 전면에 위치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12a는 도 12의 12-12선을 따라 보아 표면의 위치표시를 보인 정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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