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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탄산수를 용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고 또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또 탄산 
가스의 일탈도 적고,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으며 구성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데다가  특히 자동 판매기 또는 디스펜서 등의 탄산 음료 공급 장치에 적합한 탄산수 제조 장치를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
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탄산 가스
를 도입하는 도입구와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의 하방에 특정 구조의 믹싱 용기를 설치하여 믹싱 용기에 
스프레이된 물을 탄산 가스와 충분히 혼합시켜 탄산 가스를 흡수시킨 후 믹싱 용기로부터 특정 유로를 거
쳐서 탄산 가스 용기 저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
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특정 구조의 
구상 돌기물을 연결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에 충
돌하여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연결부에 설치한 작은 구멍으
로부터 하방으로  흐르고 연결부에 설치한 원통형 금속망을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 내
리게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3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
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특정 구조의 
구상 돌기물을 연결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 표면
에 충돌하여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연결부에 설치된 작은 
구멍으로부터 하방으로 흐르게 하고, 연결부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선상 가이드를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 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
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
하는 스프레이의 선단 근방에 50내지 250메쉬의 금속 망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된 물이 금속 망에 충돌하
여 충돌전의 물방울 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5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
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하
는 스프레이의 선단에 일단이 스프레이에 고정되고 타단이 개방되어 있는 원통형 가이드를 설치하고, 스
프레이된 물이 상기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 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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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탄산수 제조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2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믹싱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3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다른 믹싱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4도는 제3도에 도시한 믹싱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5도는 탄산수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잔류 탄산 가스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6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7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8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9도는 탄산수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잔류 탄산 가스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10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11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12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13도는 탄산수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잔류 탄산 가스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14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15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노즐의 확대 설명도.

제16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17도는 탄산수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잔류 탄산 가스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18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

제19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노즐의 확대 설명도.

제20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

제21도는 탄산수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잔류 탄산 가스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탄산 가스 압력 용기                   2 : 냉각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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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탄산 가스 봄베                          4 : 탄산 가스 도입 도관

5 : 시스턴                                     6 : 급수 펌프

7 : 관로                                        8 : 도입부

9 : 스프레이                                10 : 수위 제어 센서

13 : 사이펀 튜브                          14 : 유량 제어 장치

15 : 냉각 코일                             16 : 믹싱 용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제조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자동 
판매기 또는 디스펜서 등의 탄산 음료 공급 장치에 적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탄산수 제조 방법으로서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상부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용기 내에 물을 분사
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기포가 가스를 흡수함으로써 탄산수가 생성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공개 소61-164630호 공보 등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분사에 의해 물이 진동함으로써 탄산수를 
흡수하므로, 이 탄산수를 입에 머금으면 사람의 체온에 의해 가스 분리되기 쉽고, 소위 짜릿하게 목구멍
을 넘어가는 느낌의 탄산수가 생성되지 않는 결점이 있다. 

그때문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측벽에 스프레이를 부착시켜 분무함으로써 물이 탄산 가스를 흡수하
기에 충분하 비산 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 판매기나 디스펜서와 같이 
한정된 스페이스에 배치되는 탄산 음료 제조 장치에 있어서는 비산 거리를 길게 하는 데 장치를 대형화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장치를 대형화하지 않고 비산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스프레이에 대향하는 블록면을 설치
하고, 여기에 분무한 물을 충돌시키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구성해도 볼록면에 충돌하
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블록면 상에 흡수되기 때문에 물은 반발하지 않고 볼록면을 타고 낙하해 버리고,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를 얻어지지 않는다. 

또, 노즐로부터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연속적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내벽에 충돌시키고 매우 가는 안
개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충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벽면 상에 흡수되기 때문에 물
은 벽면을 타고 낙하해버려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이밖에도, 냉각한 물을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넣어서 용기 내에 설치된 교반기에 의해 교반하고, 
이때 발생하는 기포에 서서히 탄산 가스를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은 탄산수 제조 장치를 자
동 판매기나 디스펜서에 이용한 경우에, 탄산수의 판매 동작이 연속하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 
가스 함유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버려 판매에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탄산수를 신속히 생성할 수 있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또 탄산 가스의 
일탈도 적고,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기는 맛이 있는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는 탄산수의 제조 장치이며, 특
히 자동 판매기 또는 디스펜서 등의 탄산 음료 공급 장치에 적합한 탄산수 제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탄산 가스를 도입하는 
도입구와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의 하방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과 간
격을 두어 믹싱 용기를 설치하여 스프레이된 물이 믹싱 용기 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혼합하게 하고,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이 믹싱 용기의 저부로부터 소정 거
리 이격된 위치까지 연장되는 격벽판과 믹싱 용기벽의 사이를 통과하고 상기 용기 벽을 흘러 넘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과 상기 용기 벽 사이를 통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2의 발명은, 청구항 1기재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믹싱 용기의 용기 벽을 믹싱 
용기의 저부보다 하방으로 연장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스프레이된 물은 미소 물방울이 되어 탄
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믹싱 용기 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고, 혼합됨으로써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또, 생성된 탄산수는 특정 유로를 통해 믹싱 용
기의 벽을 넘쳐흘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탄산 가스를 서서히 흡수하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의 저부로 흘러내리므로 더욱 양호한 탄산수를 제조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3의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상부와 주위가 밀폐되
고, 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를 그 상부에 부착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원통형 분무실의 저부에 
원통형 분무실의 내경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저면을 갖는 구상 돌기물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구상 돌기물
을 연결한 연결부에는 물이 통과하기 위한 다수의 작은 구멍을 설치하고 동시에, 상기 연결부의 하방에 
상부와 하부가 개방된 원형 금속망을 접속하고,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
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상기 작은 구멍으로부터 하방으로 흐르고, 상기 원통형 금속망을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
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4의 발명은, 청구항 3기재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금속망의 하단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상기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은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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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유출하여 원통형 금속망
의 표면을 적시고, 원통형 금속망을 타고 하방으로 흐르므로 여기서도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
리므로 양호한 탄산 수를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원통형 금속망의 하단을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하게 해둠으로써 탄산 가스 압력 용
기 내의 탄산수의 표면을 흐트리지 않고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양호
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다. 상기 구상 돌기물의 재질은 특히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 구상 돌기물의 표
면에 충돌한 물이 이 구상 돌기물에서 진동 흡수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
은 재료로서는 폴리아세탈이 있다. 즉, 폴리아세탈로 구상 돌기물 본체를 만들거나 혹은 스텐레스 등으로 
만든 구상 돌기물의 표면을 폴리아세탈로 코팅함으로써,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구상 돌기물 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일없이,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
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

무하면, 이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 상태로 적당한 속도로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구상 돌기물면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
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된 수위 제어 센서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 
하한 수위 및 위험 수위를 검출하고,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의 작동을 제어함으로써 맛있는 탄산
수를 항상 공급할 수있게 한는 동시에,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5의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상부와 주위가 밀폐되
고, 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를 그 상부에 부착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원통형 분무실의 저부에 
원통형 분무실의 내경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저면을 갖는 구상 돌기물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구상 돌기물
을 연결한 연결부에는 물이 통과하기 위한 다수의 작은 구멍을 설치하는 동시에, 상기 연결부의 하방에 
선상 가이드를 접속하고,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상기 작은 구멍
으로부터 하방으로 흐르고, 상기 선상 가이드를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 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6의 발명은, 청구항 5기재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선상 가이드를 하단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은 구상 돌
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유출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 내려 탄산 가스와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하거나 혹은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유출한 후,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금속제 와이어 등의 선상 가이드의 표면을 
적시고, 선상 가이드를 타고 하방으로 흘러내리고, 여기서도 표면적이 커지며,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
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이리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
러내리므로 양호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선상 가이드의 하단을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촉시켜 둠으로써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의 표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양
호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다. 

상기 구상 돌기물의 재질은 특히 한정되지 않으나, 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한 물이 이 구상 돌기물
에서 진동 흡수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재료로서는 폴리아세탈이 있다. 
즉, 폴리아세탈에서 구상 돌기물 본체를 만들거나 혹은 스텐레스 등으로 만든 구상 돌기물의 표면을 폴리
아세탈로 코팅함으로써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이 구상 돌기물 표면에 충돌하여 구상 돌기물 표면
을 타고 낙하하지 않고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에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

무하면, 이로써 미세한 물방울 상태로 적당한 속도로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구상 돌기물 표면을 
타고 낙하하지  않고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
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된 수위 제어 센서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 
하한 수위 및 위험 수위를 검출하고,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의 작동을 제어함으로써 맛있는 탄산
수를 항상 공급할 수있게 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7의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
에 부착 지지되고, 이 스프레이의 선단과 소정 거리에 위치되는 금속망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된 물이 금
속망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8의 발명은, 청구항 7기재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50 내지 250 메쉬의 금속망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상기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스프레이된 물은 전방에 설치된 금속망에 충돌
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미소 물방울이 되어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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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여, 혼합됨으로써 양호한 탄
산수가 생성된다.

50 내지 250메쉬의 금속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50메쉬보다 눈이 거칠은 금속망을 이용하면 금속
망에 충돌하지 않는 물방울의 비율이 많아지며, 미소 물방울이 얻어지지 않는다.  250메쉬보다 눈이 고운 
금속망을 이용하면 금속망에 거품이 머물게 되어 미소 물방울이 얻어지지 않는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

무하면, 미세한 물방울 상태에서 적당한 속도로 금속망의 표면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어 비산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설치된 수위 제어 센서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 
하한 수위 및 위험 수위를 검출하고,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의 작동을 제어함으로써 맛있는 탄산
수를 항상 공급할 수있게 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9의 발명은,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물을 도입하는 스페이이
의 선단에 일단이 스프레이에 고정되고 타단이 개방되어 있는 원통형 가이를 설치하고, 스프레이된 물이 
상기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에 충돌하여 충돌 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
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10의 발명은, 청구항9기재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중공 원추형 스프레이를 이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스프레이된 물은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
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로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미소 물방울이 되어 원통형 가이드로 부
터 나와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발생하여 혼합됨으로써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스프레이는 중실 원추형이든 중공 원추형이든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공 원추형을 이용
하면 스프레이된 물은 모두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
는 동시에, 원통형 가이드로부터 나온 물은 모두 미소 물방울이 되어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
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여 혼합함으로써 한층 양호한 탄산
수가 생선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

무하면, 미세한 물방울 상태에서 적당한 속도로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어 
비산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선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설치한 수위 제어 센서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 
하한 수위 및 위험 수위를 검출하고,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의 작동을 제어함으로써 맛있는 탄산
수를 항상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향상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제2도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1도 및 제2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1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로서, 냉각수조(2)에 침지되어 보냉되고 있
다. 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에서 탄산 가스 봄베(3)로부터 탄산 가스 탄산 가스 도입 관로(4)를 거쳐
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상부에 설치한 도입구(8)로부터 가압 공급되는 동시에, 수도수를 저장한 시
스텐(5)으로 부터의 물이 급수 펌프(6)에 의해 냉각된 관로(7)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상부
에 설치한 스프레이(9)로부터 가압 공급되고 있다.

탄산 가스 도입구(8)와 스프레이(9)의 하방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내벽과 간극을 두어 믹싱 용기
(16)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프레이된 물은 미소 물방울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믹싱 용기 
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여 혼합됨으로써 양호한 탄
산수가 생성된다.

예를들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로 도입되는 물은 이 용기(1)내의 압력보다 3kg/mg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9)로부터 분무하면 이에 의해 주로 직경 0.01내지 0.5mm의 물방울의 상태로 적어도 5cm/sec 이
상의 속도로 믹싱 용기(16)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내벽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이 믹싱 용기(16)의 저부 (16b)
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위치까지 연장되는 격벽판(17)의 아래를 통과하고, 이어서 격벽판(17)과 믹싱 
용기(16)의 용기 벽(16a)의 사이를 통과하고, 상기 용기 벽(16a)을 넘쳐 흘러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
의 내벽과 상기 용기 벽(16a)의 사이를 통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생성한 탄산수는 이와 같이 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속하고, 탄산 가스를 서서히 흡수하면서 탄산 가
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므로 탄산수가 제조된다.  

믹싱 용기(16)의 용기 벽(16a)의 높이, 믹싱 용기(16)의 저부(16b)와 격벽판(17)의 하부 사이의 간극, 격
벽판(17)과 용기 벽(16a)의 간극, 용기 벽(16a)과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내벽의 간극 등은 믹싱 용기
(16)내의 수위를 소정으로 유지하고 또 탄산 가스와의 접촉 공간을 증가시키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스프
레이된 물이 믹싱 용기(16)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시
켜 충분히 혼합되고 흡수되게 하고, 게다가 생성된 탄산수가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탄산 가스를 
서서히 흡수하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5

1019960017983



용기 벽(16a)을 믹싱 용기(16)의 저부(16b)로부터 하방으로 연장시킨 가이드 판(16c)을 설치하면, 생성한 
탄산수를 탄산  가스와  보다  충분히  접촉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하방으로 연장시키는 가이드판
(16c)의 길이는 넘쳐 흐른 탄산수가 가이드판(16c)에 따라서 흘러내리기에 족한 길이로 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내에는 수위 제어 센서(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1)내의 탄산수의 양이 감소
하면 이 수위 제어 센서(10)가 작동하여 펌프(6)가 작동하고, 시스턴(5)으로부터의 물은 냉각수조(2)에 
침지되는 냉각 코일(7)에서 냉각된후,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수위 제어 센서(10a)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를 
검출하고, 수위 제어 센서(10b)에 의해 하한 수위를 검출하고, 또 수위 제어 센서(10c)에 의해 위험 수위
를 검출하게 하여 탄산수의 레벨이 상한 수위를 넘으면 급수 펌프(6)를 정지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하한 
수위를 밑돌면 급수 펌프(6)를 작동시키게 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위험 수위를 밑돌면 부저를 울리는 등 
경보를 발하게 하는 등, 각각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6)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탄산수는 가스 분리가 어렵고, 입에 머금은 때 체온으로 그 대부분이 곧바로 가스 분
리하지 않고 목구멍을 통과할 때에도 가스 분리가 계속되어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가 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내에 생성된 탄산수는 판매시에 탄산수 공급 밸브(12)가 열리면, 사이펀 튜브(1
3)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밖으로 취출되고, 유량 제어 장치(14)를 거쳐서 냉각 코일(15)로 다시 
냉각되어 공급된다. 

제3도에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이용되는 다른 믹싱 용기의 예를 도시한다. 

제4도는 제3도에 도시한 믹싱 용기의 요부 확대도이다. 

이 제3도에 도시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a)와 제2도에 도시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의 차이점은 제2도
의 탄산 가스 압력 용기(1)는 격벽판(17)이 이 용기의 내벽을 따라서 거의 전체 주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제3도의 탄산 가스 압력 용기(1a)의 격벽판(17a)은, 그 일부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이에 
의해, 결과적으로 격벽판(17a)과 믹싱 용기(16)가 일체적으로 형성되고, 믹싱 용기의 용기 벽(16a)이나 
믹싱 용기의 저부(16b)와 격벽판(17a)의 치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제5도에,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한 탄산수(2℃)(◎로 표시함)을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탄산수 내에 잔류하는 탄산 가스량을 (탄산 가스 용적/물 용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비
교를 위해서 시판되는 병에 든 탄산수(○로 표시)의 경우와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
산수(●로 표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도 제5도에 도시한다. 제5도로부터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 함유율이 높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일탈도 시판되고 있는 탄산수와 마
찬가지로  작은데  반해,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은 
높지만, 탄산 가스의 일탈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6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이다.

제7도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6도는 및 제7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101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로서, 냉각수조(102)에 침지되어 보냉되
어 있다. 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에는 탄산 가스 봄베(103)로부터 탄산 가스가 탄산 가스 도입 관로
(104)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의 상부에 설치한 도입구(108)로부터 가압 공급되는 동시에, 수
도수를 저장한 시스턴(105)으로부터의 물이 급수 펌프(106)에 의해 냉각된 관로(107)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의 상부에 설치한 스프레이(109)로부터 탄산 가스 압력 용기 (101)내에 설치된 상부와 주
위가 밀폐되고, 그 저부에 원형 저면을 갖는 폴리아세탈제 구상 돌기물(116)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있는 
원통형 분무실(111)내에 가압 공급되어 있다.

원통형 분무실(111)의 저부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구상 돌기물(116)의 원형 저면의 직경(d)은 원통형 
분무실(111)의 내경(D)보다 작고, 원통형 분무실(111)과 구상 돌기물(116)의 연결부(119)에는 다수의 작
은 구멍(118)이 설치되어 있다. 또, 연결부(119)의 아래에는 상부와 하부가 개방된 원통형 금속망(117)이 
접속되어 있다. 스프레이(109)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은 폴리아세탈제의 구상 돌기물(116)의 표면에 충
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111)내에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
산 가스를 흡수한다.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이어서 작은 구멍(118)으로부터 하방으로 흘러서 원통형 
금속망(117)의 표면을 적시고, 원통형 금속망(117)을 타고 하방으로 흐르므로 여기서도 표면적이 커져서 
탄산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할수 있다. 원통형 금속망(117)의 하단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 내의 탄산수와 접촉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리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이 탄산 가스 압력 용
기(101)의 저부로 흘러내리므로 양호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중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무하면, 미세한 물방울의 상태로 적당한  속도로 구상 돌기물(116)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
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111)내로 비산하게 되며, 표면적이 커져서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
산 가스를 흡수 할수 있으므로,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내에는 수위 제어 센서(1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101)내의 탄산수의 양이 
감소하면 이 수위 제어 센서(110)가 작용하여 펌프(106)가 작동하고, 시스턴(105)으로부터의 물은 냉각수
조(102)에 침지되어 냉각 코일(107)에서 냉각된 후,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수위 제어 센서(110a)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를 
검출하고, 수위 제어 센서(110b)에 의해 하한 수위를 검출하고, 또 수위 제어 센서(110c)에 의해 위험 수
위를 검출하게 하여, 탄산수의 레벨이 상한 수위를 넘으면 급수 펌프(106)를 정지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하한 수위를 밑돌면 급수 펌프(106)를 작동시키기게 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위험 수위를 밑돌면 부저를 
울리는 등 경보를 발하게 하는 등 각각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106)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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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탄산수는 가스 분리되기 어렵고, 입에 머금은 때에 체온에서 대부분이 곧바로 가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을 통과할 때에도 가스 분리가 계속되어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
가 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내에 생성된 탄산수는 판매시에 탄산수 공급 밸브(112)가 열리면 사이펀 튜브
(113)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밖으로 취출되고, 유량 제어 장치(114)를 거쳐서 냉각 코일(115)
에서 다시 냉각되어 공급된다.

제8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이용되는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101a)의 확대 설명도이다. 원
통부(117b)를 갖는 폴리아세탈제 구상 돌기물(116a)을 이용한 이외에는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본 발
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를 제조하였다. 제8도에 있어서, 제6도, 제7도와 같은 부호는 같은 것을나타낸다.

제9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된 탄산수(2℃)(◎로 표시함)를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탄산수 내의 잔류하는 탄산 가스량을(탄산 가스 용적/물 용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비교
를 위해서 시판되는 병에 든 탄산수(○로 표시)의 경우와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
수(●로 표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도 제9도에 도시한다. 제9도로부터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
해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일탈도 시판되고 있는 병에 든 탄산
수와 마찬가지로 작은 데 반해, 종래의 탄산수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은 
높지만, 탄산 가스의 일탈이 큰 것을 알수 있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제11도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10도 및 제11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201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로서, 냉각 수조(202)에 침지되고 보냉
되어 있다. 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에는 탄산 가스 봄베(203)로부터 탄산 가스가 탄산 가스 도입 관
로(204)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의 상부에 설치한 도입구(208)로부터 가압 공급되는 동시에, 
수도수를 저장한 시스턴 (205)으로부터의 물이 급수 펌프(206)에 의해 냉각된 관로(207)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의 상부에 설치한 스프레이(209)로부터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내에 설치된 상부와 
주위가 밀폐되고, 그 저부에 원형 저면을 갖는 폴리아세탈제 구상 돌기물(216)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있는 
원통형 분무실(211)내에 가압 공급되어 있다. 

원통형 분무실(211)의 저부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구상 돌기물(216)의 원형 저면의 직경(d)은 원통형 
분무실(211)의 내경(D)보다 작고, 원통형 분무실(211)과 구상 돌기물(216)의  연결부(219)에는 다수의 작
은 구멍(218)이 설치되어 있다. 또, 연결부(219)의 아래에는 금속제 와이어(217)가 작은 구멍(218)에 대
응하여 다수 접속되어 있다. 

스프레이(209)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은폴리아세탈제의 구상 돌기물(216)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211)내에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한
다.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은 이어서 작은 구멍(218)으로부터 하방으로 흘러서 금속제 와이어(217)의 표
면을 적시고, 금속제 와이어(217)를 타고 하방으로 흐르므로 여기서도 표면적이 커져서 탄산 가스와 충분
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금속제 와이어(217)의 하단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내의 
탄산수와 접촉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리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한 물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의 저부
로 흘러내리므로 양호한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 중의 예정된 탄산 가스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력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물을 분

무하면, 미세한 물방울의 상태로 적당한 속도로 구상 돌기물(216)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
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211)내로 비산하게 되며, 표면적이 커져서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여 탄산 
가스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내에는 수위 제어 센서(2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201)내의 탄산수의 양이 
감소하면 이 수위 제어 센서(210)가 작용하여 펌프(206)가 작동하고, 시스턴(205)으로부터의 물은 냉각수
조(202)에 침지되는 냉각 코일(207)에서 냉각된 후,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수위 제어 센서(210a)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201)내의 탄산수의 상한 
수위를 검출하고, 수위 제어 센서(210b)에 의해 하한 수위 를 검출하고, 또 수위 제어 센서(210c)에 의해 
위험 수위를 검출하게 하여, 탄산수의 레벨이 상한 수위를 넘으면 급수 펌프(206)를 정지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하한 수위를 밑돌면 급수 펌프(206)를 작동시키게 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위험 수위를 밑돌면 부
저를 울리는등 경보를 발하게 하는 등 각각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206)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탄산수는 가스 분리되기 어렵고, 입에 머금은 때에 체온에서 대부분이 곧바로 가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을 통과할 때에도 가스 분리가 계속되어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
수가 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내에 생성된 탄산수는 판매시에 탄산수 공급 밸브(212)가 열리면 사이펀 튜브
(213)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201)밖으로 취출되고, 유량 제어 장치(214)를 거쳐서 냉각 코일(21
5)에서 다시 냉각되어 공급된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이용되는 다른 탄산 가스 압력 용기 (201a)의 확대 설명도이다. 
원통부(216b)를 갖는 폴리아세탈제 구상 돌기물(216a)을 이용한 이외에는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를 제조하였다. 제12도에 있어서, 제10도, 제11도와 같은 부호는 같은 것을 나타
낸다.

제13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된 탄산수(2℃)(◎로 표시함)를 상온(20℃)에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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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의 시간과 탄산수 중에 잔류하는 탄산 가스량을 (탄산 가스 용적/물 용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비교를 위해서 시판되는 병에 든 탄산수(○로표시)의 경우와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로 표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도 제13도에 도시한다. 제13도로부터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
치에 의해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일탈도 시판되고 있는 병에 
든 탄산수와 마찬가지로 작은 데 반해, 종래의 탄산수 제조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은 높지만 탄산 가스의 일탈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14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제15도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14도 및 제16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301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로서, 냉각 수조(302)에 침지되고 보냉
되어 있다. 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에는 탄산 가스 봄베(303)로부터 탄산 가스가 탄산 가스 도입 관
로(304)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의 상부에 설치한 도입구(308)로부터 가압 공급되는 동시에, 
수도수를 저장한 시스턴(305)으로부터의 물이 급수 펌프(306)에 의해 냉각된 관로(307)를 거쳐서 탄산 가
스 압력 용기(301)의 상부에 설치한  스프레이(309)로부터 가압 공급되어 있다. 

스프레이(309)의 전방 근방에 스프레이(309)에 지지구(311)에 의해 고정된 금속망(316)이 설치되어 있으
며, 스프레이된 물은 금속망(316)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 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고, 혼
합됨으로써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금속망(316)을 스프레이(309)에 고정하는 지지구(311)는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되며, 봉형이든 원통형이든 지장은 없다.

예를 들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301)에 도입되는 물은 이 용기(301)내의 압력보다 3kg/cm
2
이상 높은 압

력에서  스프레이(309)로부터  분무하면  이에  의해  주로  직경  0.01내지  0.5mm의  물방울  상태로  적어도 
5cm/sec  이상의  속도로  금속망(316)과  충돌하여  한층  미소한  물방울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되며, 한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스프레이(309)는 중실형이든 중공형이든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내에는 수위 제어 센서(3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301)내의 탄산수의 양이 
감소하면 이 수위 제어 센서(310)가 작용하여 펌프(306)가 작동하고, 시스턴(305)으로부터의 물은 냉각수
조(302)에 침지되는 냉각 코일(307)에서 냉각된 후,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내로 도입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수위 제어 센서(310a) 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중의 탄산수의 상한 수
위를 검출하고,  수위 제어 센서(310b)에 의해 하한 수위를 검출하고, 또 수위 제어 센서(310c)에 의해 
위험 수위를 검출하게 하여 탄산수의 레벨이 상항 수위를 넘으면 급수 펌프(306)를 정지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하한 수위를 밑돌면 공급 펌프(306)를 작동하게 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위험 수위를 밑돌면 부저
를 울리는 등 경보를 발하게 하는 등 각각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306)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성된 탄산수는 가스 분리하기 어렵고, 입에 머금은 때 체온으로 대부분이 곧바로 가스 분리하는 
일이 없고, 목구멍을 통과한 때에도 가스 분리가 이어져서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가 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 내에 생성된 탄산수는 판매시에 탄산수 공급 밸브(312)가 열리면 사이펀 튜브
(313)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301)밖으로 취출되고, 유량 제어 장치(314)를 거쳐서 냉각 코일(315)
에서 다시 냉각되어 공급된다.

제17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된 탄산수(℃)(◎로 표시함)을 상온(20℃)에서 방치한 
때의 시간과 탄산수 중에 잔류하는 탄산 가스량을 (탄산 가스 용적/물용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비교
를 위해서 시판되는 병에 든 탄산수(○로표시)의 경우와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
수(●로표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를 제17도에 도시한다. 제17도로부터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일탈도 시판되고 있는 병에 든 탄
산수와 마찬가지로 작은 데 반해,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
율은 높지만, 탄산 가스의 일탈이 큰 것을 알수 있다.

제18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제19도는 원통형 가이드를 
절결한 노즐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20도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확대 설명도이다.

제18도 내지 제20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401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로서, 냉각수조(402)에 침지되고 보냉
되어 있다. 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에는 탄산 가스 봄베(403)로부터 탄산 가스가 탄산 가스 도입 관
로(404)를 거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의 상부에 설치한 도입구(408)로부터 가압 공급되는 동시에, 
수도수를 저장한 시스턴(405)으로부터의 물이 급수 펌프(406)에 의해 냉각된 관로(407)를 거쳐서 탄산 가
스 압력 용기(401)의 상부에 설치한 스프레이(409)로부터 가압 공급되고 있다.

스프레이(409)의 선단에, 스프에이(309)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이 개방되어 있는 원통형 가이드(411)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프레이된 물은 원통형 가이드(411)의  내벽면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어 비산하
여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 동시에, 원통형 가이드(411)로부터 나온 미소 물방울은 탄산 가스 압력 용기
(401)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탄산 가스를 끌어들여 미소한 기포를 다수 발생하여 혼합됨으로써 양호
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원통형 가이드(411)의 치수, 재질 등은 스프레이된 물이 내벽면에 충돌하여 미소 물방울이 되면 좋고, 특
히 한정되지 않는다. 재질로서는 예를 들면 스텐레스 등의 금속이라도,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세탈 등의 
플라스틱이라도, 세라믹 등 혹은 이들의 조합이라도 지장이 없다. 원통형 가이드(411)의 내벽면은 평활해
도 좋고 적당히 요철을 둔 면이라도 지장이 없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에 도입되는 물은 이 용기(401)내의 압력 보다 3kg/mg
2
이상 높은압력에서 스프레

이(409)로부터 분무하면 이에 의해 주로 직경 0.01내지 0.5mm의 물방울 상태로 적어도 5cm/sec 이상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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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원통형 가이드(411)의 내벽면과 충돌하여 더욱 미소 물방울이 되어 탄산 가스를 흡수하는동시에,  
원통형 가이드(411)를 나와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되며, 한 층 양호한 
탄산수가 생성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내에는 수위 제어 센서(4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401)내의 탄산수의 양이 
감소하면 이 수위 제어 센서(410)가 작용하여 펌프(406)가 작동하고, 시스턴(405)으로부터의 물은 냉각 
수조(402)에  침지되는  냉각  코일(407)에서  냉각된  후,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내로  도입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수위 제어 센서(410a)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 중의 탄산수의 상한 수
위를 검출하고, 수위 제어 센서(410b)에 의해 하한 수위를 검출하고, 또 수위 제어 센서(410c)에 의해 위
험 수위를 검출하게 하여 탄산수의 레벨이 상한 수위를 넘으면 급수 펌프(406)를 정지하고, 탄산수의 레
벨이 하한 수위를 밑돌면 급수 펌프(406)를 작동시키게 하고, 탄산수의 레벨이 위험 수위를 밑돌면 부저
를 울리는 등 경보를 발하게 하는 등 각각 검출한 신호에 의해 급수 펌프(406)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성된 탄산수는 가스 분리하기 어렵고, 입에 머금은 때 체온으로 대부분이 곧바로 분리하는 일이 
없고, 목구멍을 통과한 때에도 가스 분리가 이어져서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가 된다.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내에 생성된 탄산수는 판매시에 탄산수 공급 벨브(412)가 열리면 사이펀 튜브
(413)에 의해 탄산 가스 압력 용기(401)밖으로 취출되고, 유량 제어 장치(414)를 거쳐서 냉각 코일(415)
에서 다시 냉각되어 공급된다.

제21도는,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생성된 탄산수(2℃)(◎로 표시함)를 상온(20℃)에서 방치
한 때의 시간과 탄산수 중에 잔류하는 탄산 가스량을 (탄산 가스 용적/물용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비교를 위해서 시판되는 병에 든 탄산수(○로 표시)의 경우와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로 표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도 제21도에 도시한다. 제21도로부터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
치에 의해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일탈도 시판되고있는 병에 
든 탄산수와 마찬가지로 작은데 반해, 종래의 탄산수 제조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탄산수는 탄산 가스의 
함유율은 높지만 탄산 가스의 일탈이 큰 것을 알수 있다. 

이상, 실시예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탄산수를 용이하게, 그리
고 신속하게 생성할 수가 있고, 게다가 탄산 가스의 함유율이 높고, 탄산 가스의 일탈도 적고, 짜릿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탄산수를 제조할수 있다. 

본 발명의 탄산수 제조 장치는, 간단히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인 데다가, 효과가 크고, 특히 자
동 판매기 또는 디스펜서 등의 탄산 음료 공급 장치에 적합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치가 높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탄산 가스를 도입하는 도입구와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
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의 하방에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과 간격을 두어 믹싱 용기를 설치하여 
스프레이된 물이 믹싱 용기 내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여 혼합하게 하고, 생성한 탄산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이 믹싱 용기의 저부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위치까지 연장되는 격
벽판과 믹싱 용기 벽의 사이를 통과하고, 상기 용기 벽을 흘러 넘쳐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내벽과 상
기 용기 벽 사이를 통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믹싱 용기의 용기 벽을 믹싱 용기의 저부보다 하방으로 연장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
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3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상부와 주위가 밀폐되고, 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를 
그 상부에 부착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원통형 분무실의 저부에 원통형 분무실의 내경보다 작은 직
경의 원형 저면을 갖는 구상 돌기물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구상 돌기물을 연결한 연결부에는 물이 통과하
기 위한 다수의 작은 구멍을 설치하는 동시에, 상기 연결부의 하방에 상부와 하부가 개방된 원형 금속망
을 접속하고, 스프레이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상기 작은 구멍으로부터 하
방으로 흐르고, 상기 원통형 금속망을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형 금속망의 하단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5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상부와 주위가 밀폐되고, 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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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부에 부착한 원통형 분무실을 설치하고, 원통형 분무실의 저부에 원통형 분무실의 내경보다 작은 직
경의 원형 저면을 갖는 구상 돌기물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구상 돌기물을 연결한 연결부에는 물이 통과하
기 위한 다수의 작은 구멍을 설치하는 동시에, 상기 연결부의 하방에 선상 가이드를 접속하고,  스프레이
로부터 스프레이된 물방울이 구상 돌기물의 표면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원통형 분무
실 내로 비산하여 탄산 가스와 충분히 접촉하고, 이어서 상기 작은 구멍으로부터 하방으로 흐르고, 상기 
선상 가이드을 타고 탄산 가스 압력 용기의 저부로 흘러내리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상 가이드의 하단이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의 탄산수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7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
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하는 스프레이에 부착 지지되고 이 스프레
이의 선단과 소정 거리에 위치되는 금속망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된 물이 금속망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
방울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50내지 250메쉬의 금속망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장치.

청구항 9 

탄산 가스와 물이 도입되고 양자의 접촉에 의해 탄산수를 생성하는 탄산 가스 압력 용기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에 있어서, 탄산 가스 압력 용기 내에 물을 도입하는 스프에이의 선단에 일단이 스프레이에 고
정되고 타단이 개방되어 있는 원통형 가이드를 설치하고, 스프레이된 물이 상기 원통형 가이드의 내벽면
에  충돌하여 충돌전의 물방울보다 작아져서 비산하여 탄산 가스 압력 용기에 체류한 물과 충돌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중공 원추형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산수 제조 장치.

도면

    도면1

24-10

1019960017983



    도면2

    도면3

24-11

1019960017983



    도면4

24-12

1019960017983



    도면5

    도면6

24-13

1019960017983



    도면7

24-14

1019960017983



    도면8

24-15

1019960017983



    도면9

    도면10

24-16

1019960017983



    도면11

24-17

1019960017983



    도면12

24-18

1019960017983



    도면13

    도면14

24-19

1019960017983



    도면15

24-20

1019960017983



    도면16

24-21

1019960017983



    도면17

    도면18

24-22

1019960017983



    도면19

    도면20

24-23

1019960017983



    도면21

24-24

1019960017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