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C02F 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4월24일

10-0572719

2006년04월13일

(21) 출원번호 10-2004-0022670 (65) 공개번호 10-2005-0097589

(22) 출원일자 2004년04월01일 (43) 공개일자 2005년10월10일

(73) 특허권자 웅진코웨이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72) 발명자 심재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300번지주공아파트407-107

정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2동186-107번지4통8반

(74) 대리인 특허법인세신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0179834 A

KR1020050017786 A

KR1019970007016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강전관

(54)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요약

본 발명은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에 관한 것으로,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되는 복수의 급수관과, 이 급수관을 따라 슬

라이딩하며 상기 급수관을 개폐하도록 된 복수의 밸브체를 구비하는 바디; 상기 바디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는 샤프

트와, 상기 샤프트와 연동하여 회전하면서 상기 밸브체를 슬라이딩 이동시키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형성된 작동

캠을 구비하는 회전체; 및 상기 바디 및 회전체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결합,고정되는 다이얼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의 레버 동작 형태의 토출콕크가

아닌 단순 조작에 의해 밸브 선택이 가능한 회전 다이얼 방식의 토출콕크이며, 이를 수처리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단 한번의 조작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사양의 물을 취수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수처리, 정수기, 토출, 취수, 출수, 밸브체, 콕크, 탄발력, 스프링, 캠, 샤프트, 다이얼, 회전, 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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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수처리장치의 토출밸브를 도시한 외관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따른 종래 토출콕크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의 일면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의 타면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토출콕크의 분해상태를 도시한 일면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토출콕크의 분해상태를 도시한 타면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의 정면도

도 8은 도 7의 A-A선 단면도

도 9는 도 7의 B-B선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토출콕크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바디 110 : 급수관

111 : 협수로 112 : 밸브체

113 : 바아 114 : 로드패킹

115 : 헤드 116 : 실링부재

117 : 스프링 121 : 통과공

122 : 토출관 200 : 회전체

202 : 지지날개 203 : O링

210 : 메인샤프트 220 : 작동캠

221 : 캠부 300 : 다이얼부재

301 : 개방부 304 : 데코패널

310 : 연결부 320 : 결합부

400 : 체결구 401 : 나사부

402 : 장착홈 500 : 커버부재

501 : 통과공 502 : 결합돌기

등록특허 10-0572719

- 2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처리장치의 토출코그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된 급수관 내부의 개폐

용 밸브체, 회전 조작이 가능한 다이얼부재, 및 상기 다이얼부재와 밸브체 간에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회전체를 구비하고,

상기 다이얼부재의 단순 회전조작에 의해 밸브체를 구동시켜 급수관을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한 수처리장치용 토

출콕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처리장치"라 함은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정용 수처리장치의 경우 정수기, 이

온수기 및 연수기 등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또한 정수기의 경우, 원수를 음용이 가능한 수준의 물로 정화하여 공급하는 장

치로서, 음용시 물을 인출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토출밸브를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토출밸브의 일 례는 첨부된 예시도면 도 1 및 도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토출밸브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0057874호(출원번호: 10-2002-0027267호)에 개시

된 것으로, 후방 양측에 상호 다른 음용수가 급수되는 복수의 급수구(14a,14b)가 형성되어 그 내부를 통해 토출되는 밸브

체(12)와; 상기 밸브체(12)의 전방에 형성되어 상기 급수구(14a,14b)를 통해 급수되는 어느 하나의 음용수를 선택하기 위

한 토출수선택부(16); 상기 토출수선택부(16)에 의해 선택된 음용수가 상기 밸브체(12)의 토출구(12a)를 통해 토출되도록

수동조작되는 토출조작레버(20) 및 그 토출조작레버(20)에 연동하여 상기 밸브체(12)의 토출구(12a)를 개폐하는 토출수

선택샤프트(32) 및; 상기 밸브체(12)의 후방을 커버링하는 고정부재(50)를 갖추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토출밸브에서는 토출수선택레버(18)를 죠그셔틀링하여 냉수나 정수 또는 그 혼합수의 토출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상기 토출수선택샤프트(32)도 연동적으로 좌방향 또는 우방향으로 회동하게 되고, 그 토출수선택샤

프트(32)의 회동에 의해 상기 토출수선택회동부재(40)도 연동적으로 회동하게 된다. 그에 따라, 토출수선택회동부재(40)

에 형성된 입수홈(42a,42b,42c)중 어느 하나에 연통되어 상기 급수구(14a,14b)중 어느 하나 또는 양 급수구(14a,14b)를

통해 입수되는 냉수나 정수 또는 그 혼합수가 상기 토출수선택회동부재(40)의 위치정합된 입수홈을 통해 입수되어 대응하

는 출수홈(46a;46b;46c)을 통해 상기 밸브체(12)의 내부로 유입된다.

그 상태에서, 상기 토출조작레버(20)를 전방으로 들거나 후방으로 밀게 되면 그 토출조작레버(20)에 상단이 결합된 상기

샤프트(26)가 상승됨에 따라 그 샤프트(26)의 하단에 결합된 상기 토출구개폐부재(28)도 상승되어 상기 밸브체(12)의 토

출구(12a)가 개방되고, 그에 따라 상기 토출수선택레버(18)에 의해 선택된 음용수가 토출되게 된다. 한편, 상기 토출조작

레버(20)가 원위치로 복귀되도록 하게 되면 상기 샤프트(26)가 하강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상기 토출구개폐부재(28)도 하

강하여 상기 토출구(12a)를 폐쇄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래의 토출밸브는 샤프트 회전에 의한 냉·정 선택후 레버를 동작시켜 출수하게 되는 유로전환식 콕크밸브로

서, 통상 죠그셔틀(jog shuttle)을 회전시켜 2개의 입수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동작인 죠그셔틀링(jog shuttling)을 먼

저 수행한 후, 그로부터 선택된 물을 출수하기 위해 레버 구조의 토출밸브를 젖히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구조의 토출밸브의 경우 음용을 위해 2회 이상의 조작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취수가 불편한 단점이 있었으

며, 그로 인해 사용자가 좀더 쉽고 간단한 동작만으로 원하는 물을 선택하여 출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의 개발이 절실하였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된 급수관에 개폐

용 밸브체를 내장하고, 그 일측에 회전 조작이 가능한 다이얼부재와 연결하여서 된 회전체 및 작동캠을 구비하여 상기 다

이얼부재의 단순한 회전 조작에 의해 밸브체를 구동시켜 급수관을 선택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

콕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등록특허 10-0572719

- 3 -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되는 복수의 급수관과, 이 급수관을 따라 슬라이딩하며

상기 급수관을 개폐하도록 된 복수의 밸브체를 구비하는 바디; 상기 바디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와 연동하여 회전하면서 상기 밸브체를 슬라이딩 이동시키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형성된 작동캠을 구비하

는 회전체; 및 상기 바디 및 회전체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결합,고정되는 다이얼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바디는 상호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전,후 관통된 중공의 제1 바디와 제2 바디로 구성되고, 상기 급수관은 제1 바디

의 일면에 돌출 형성되며, 상기 제2 바디는 이의 일측 단부에 상기 급수관을 통해 유입된 물을 토출하는 토출관이 인출 형

성된다. 상기 급수관은 유수 제어가 용이하도록 이의 내측 단부가 유입측보다 유출측이 좁게 형성된 협수로로 이루어지고,

이 협수로에는 상기 밸브체의 주축인 바아의 단부가 삽입되어서 상기 제1 바디의 내측으로 인출되되, 상기 밸브체는 바아

의 중간부에 상기 협수로의 입구에 밀착,개폐하는 로드패킹이 상기 바아의 외경 방향으로 연장하여 구비되고, 상기 로드패

킹을 중심으로 바아의 일측 단부에는 상기 급수관의 내경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헤드가 구비되며, 상기 바아의 외측으로 협

수로의 입구변에는 상기 로드패킹과의 밀착에 의해 기밀을 유지하는 실링부재가 장착되고, 상기 헤드와 로드패킹 사이의

바아 둘레변에는 소정의 탄발력으로 상기 로드패킹을 가압하는 스프링이 구비된다.

상기 제2 바디는 이의 일측에 상기 다이얼부재와 대응하여 형성된 통과공이 구비되고, 상기 회전체는 주축인 메인샤프트

의 일측 단부에 상기 협수로를 통과하여 제1 바디의 내측 방향으로 인출된 바아를 밀어내어 상기 급수관의 선택적인 개방

이 가능하도록 그 일면이 경사돌기 형태의 캠부로 이루어진 작동캠을 구비하며, 상기 다이얼부재는 그 내부에 상기 통과공

을 통해 인출된 메인샤프트의 단부가 끼움,고정되도록 일정 직경의 끼움홈을 갖는 결합부가 형성된다.

상기 다이얼부재는 바디의 일부를 수용하도록 중공의 원통 구조로 이루어지고, 그 일면에 상기 제2 바디의 토출관이 인출

가능하도록 개방부를 가지며, 내부에는 상기 통과공의 단부가 끼워져서 결합되는 연결부가 구비되되, 상기 결합부는 연결

부의 내측에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의 레버 동작 형태의 토출콕크가 아닌 단순 조작에 의해 밸브 선택이 가능한 회전 다이얼 방식의

토출콕크이며, 이를 수처리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단 한번의 조작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사양의 물을 취수할 수 있

게 된다.

이하 첨부된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첨부된 예시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의 일면 사시도, 도 4는 도 3의 타면 사시도, 도 5는 본 발

명에 따른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의 일면 분해상태 사시도, 도 6은 도 5의 타면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수처리장치

용 토출콕크의 정면도, 도 8은 도 7의 A-A선 단면도, 도 9는 도 7의 B-B선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상기 도 1, 2에 도시된 레버 동작 구조의 토출콕크가 아닌 단순 조작에 의해 밸브 선택이 가능한 회전 다이얼 방

식의 토출콕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로부터 본 발명은 수처리장치에서 단 한번의 조작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사양의 물

을 취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위해 본 발명의 토출콕크는,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되는 바디(100)와, 이 바디(100)의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회전체(200), 및 상기 회전체(200)의 일측에 연결되어 수동으로 상기 회전체(200)를 회전시키게 되는

다이얼부재(300)가 상호 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을 갖는다.

먼저, 바디(100)는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는 제1 바디(101)와, 상기 제1 바디(101)를 통해 공급

된 물을 토출시키는 제2 바디(102)로 구성된다.

제1 바디(101)는 전,후 관통된 구조로서, 그 일면에 상기 수처리장치 내부의 출수관(미도시)과 직접 연결되는 일정 직경의

급수관(110)이 복수개 돌출,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급수관(110)은 제1 바디(101)의 일면에 2개가 구비된 것으

로 도시되어 있는 바, 이는 수처리장치의 특성에 따라 냉·온수 또는 냉·정수 또는 온·정수 또는 원수·정수 등 다양한 방식의

취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급수관(110)의 개수는 도면에 도시된 바에 한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로 형성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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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바디(101)에서, 상기 급수관(110)은 유입측보다 유출측이 협소하게 형성된 구조로서, 이의 내측 단부에 협수로(111)

가 제공된다. 이 협수로(111)는 수처리장치의 출수관(미도시)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토출을 제어하기 위한 곳으로, 이러한

물의 토출을 제어하기 위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밸브체(112)가 각각 구비된다.

본 발명에서 밸브체(112)는 주축이 되는 바아(bar;113)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바아(113)의 왕복운동에 의해서 물의 토

출에 대한 상기 밸브체(112)의 제어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상기 밸브체(112)의 구성을 살펴보면, 바아(113)의

중간부에 상기 협수로(111)를 개폐하기 위한 로드패킹(rod packing;114)이 형성되어 상기 바아(113)의 외경 방향으로 연

장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 로드패킹(114)을 중심으로 상기 바아(113)의 일측 단부, 즉 상기 급수관(110)의 유입측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기 급수관(110)의 내경을 따라 슬라이딩하게 되는 헤드(115)가 구비된다. 또한, 상기 바아(113)의 타

측인 상기 협수로(111)의 입구 둘레변에는 실링부재(116)가 면밀착된 상태로 제공되어 상기 협수로(111)를 통한 유수 제

어시, 상기 로드패킹(114)과의 면밀착에 의해 기밀 및/또는 수밀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상기 밸브체(112)에서 상기

바아(113)의 단부는 협수로(111)를 통과하여 제1 바디(113)의 내측으로 인출된 상태로 제공된다.

상기에서 헤드(115)는, 도시된 바와 같이 물이 통과하도록 전,후 통공된 구조로 제공된다. 또한, 상기 헤드(115)와 로드패

킹(114) 사이의 바아(113) 둘레변에는 스프링(117;return spring)이 구비되며, 이 스프링(117)은 소정의 탄발력으로 상기

협수로(111)를 밀폐하는 로드패킹(114)에 대해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2 바디(102)는 중공의 전후 관통된 구조로서 상기 제1 바디(101)의 일측에 끼워져서 결합되며, 그 일

측에는 상기 다이얼부재(300)와 대응하여 상기 회전체(200)의 단부가 통과하게 되는 통과공(121)이 제공된다. 또한, 제2

바디(102)는 이의 타측에, 바람직하게는 측면부에 상기 급수관(110)을 통해 유입된 물이 토출되는 토출관(122)이 인출된

구조를 갖는다.

상기 제1 바디(101)와 제2 바디(102)의 결합체인 바디(100) 내부에 구비된 회전체(200)는 주축이 되는 메인샤프트(210)

를 중심으로 이의 일측 단부, 즉 상기 제1 바디(101)의 협수로(111)에 대응하는 부분에 작동캠(cam;220)이 구비된다. 이

작동캠(220)은 상기 협수로(111)를 통해 제1 바디(101)의 내측 방향으로 인출된 바아(113)의 단부를 밀어내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상기 협수로(111)에 대향되는 면은 캠(cam) 형상의 경사돌기 구조로 된 캠부(221)를 갖는다.

이와 같은 작동캠(220)은 메인샤프트(210)의 회전시 바아(113)의 단부를 선택적으로 밀어내어 상기 로드패킹(114)에 의

해 밀폐된 협수로(111) 중 어느 일측을 개방함으로써 원하는 물의 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도면의 미설명된 부호 "201"은 '차폐판'으로서, 제2 바디(102)의 통과공(121)을 통해서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메인샤프트(210)의 둘레면과 상기 통과공(121)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틈새(미도시)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미설명된 부호 "202"는 '지지날개'로서, 바디(100) 내부에서 소정의 외압에 대해 회전체(200)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지지날개(202)의 단부가 제2 바디(102)의 내면에 밀착,지지된 상태로 제공된다.

또한, 미설명 부호 "203"은 "O링"으로서, 기밀 및/또는 수밀 목적으로 적용된다.

상기 통과공(121)의 대응측에 구비된 다이얼부재(300)는 그 내부에 상기 바디의 일부를 수용하도록 중공의 원통 구조로

제공되며, 그 일면에는 상기 제2 바디의 토출관(122)이 인출가능하도록 개방부(301)를 갖는다. 또한, 다이얼부재(300)의

내부에는 상기 통과공의 단부가 끼워져서 결합되는 연결부(310)가 구비되고, 이 연결부(310)의 내측에는 상기 작동캠

(220)의 대응측에 해당하는 상기 메인샤프트(210)의 단부가 끼움,고정되도록 그 내측에 일정 직경의 끼움홈(321)을 갖는

결합부(320)가 구비된다. 이와 같이 상기 결합부(320)에 끼움,고정되는 메인샤프트(210)는 다이얼부재(300)를 회전시킬

경우, 상기 다이얼부재(300)와 연동하여 동일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상기 메인샤프트(210)의 단부에 결합된

작동캠(220)이 회전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토출콕크를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결합,고정시키기 위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체결구

(400)를 더 구비한다. 이러한 체결구(400)는 상기 다이얼부재(300)가 통과하도록 그 중앙이 일정 크기의 직경으로 관통된

구조로서, 그 일면에는 상기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본 발명의 토출콕크를 나합,고정시키기 위해 나사부(401)가 형성된

구조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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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토출콕크는 바디(100)의 외부에, 이 바디(100)와 상기 바디(100) 내부의 조립구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커버부재(500)를 구비한다. 이 커버부재(500)는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얼부재(300)의 외측 단

부에 끼워져서 결합되며, 그 표면 일측에는 상기 다이얼부재(300)의 개방부(301)와 연통하는 통과공(501)이 형성되어 이

통과공(501)을 통해서 상기 제2 바디(102)의 토출관(122)이 인출되는 결합구조를 가진다.

한편, 상기 체결구(400)는 커버부재(500)의 외면 단부에 밀착된 상태로 상기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나합,고정되는 바, 이

때 상기 체결구(400)의 위치결정이 용이하도록 본 발명의 토출콕크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버부재(500)의 외면 일

측에 결합돌기(502)를 형성하고, 상기 체결구(400)의 일측 주연 단부에는 장착홈(402)이 형성된 구조를 제공한다.

상기 도면에서 미설명된 부호 "303"은 '끼움공'이고, 부호 "304"는 '데코패널(decoration panel)'로서, 상기 데코패널(304)

은 그 표면에 각종 무늬나 표시용 마크 등을 디자인한 상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얼부재(300)의 정면

에 형성된 상기 끼움공(303)에 끼움,고정하는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다.

첨부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토출콕크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와 같은 구조로 된 본 발명의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는 상기 다이얼부재(300)를 회전시키는 단순한 동작으로 복수의 급수관(110)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개방시

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이얼부재(300)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와 연동하여 메인샤프트(210)도 회전하면서

작동캠(220)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작동캠(220)의 캠부(221)가 맞닿게 되는 어느 한 밸브체(112)의 바아

(113)가 상기 급수관(110)의 입구 방향으로 밀리면서 협수로(111)를 밀폐하고 있던 로드팩킹(114)이 상기 협수로(111)의

입구로부터 이격하게 되어, 결국 협수로(111)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기 급수관(110)을 통해 유입된 물은 상기

협수로(111)를 거쳐서 토출관(122)을 통해 유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본 발명의 토출콕크에서 다이얼부재(300)를 회전시키지 않은 통상의 중립상태의 경우에는 공급수의

압력과 스프링(117)의 탄발력에 의해 상기 로드팩킹(114)이 실링부재(116)에 밀착된 상태로 모든 급수관(110)의 협수로

(111)가 밀폐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 본 발명은 첨부도면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

서 다양한 변형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되는 복수의 급수관과, 이 급수관을 따라 슬라이딩하며

상기 급수관을 개폐하도록 된 복수의 밸브체를 구비하는 바디; 상기 바디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와 연동하여 회전하면서 상기 밸브체를 슬라이딩 이동시키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형성된 작동캠을 구비하

는 회전체; 및 상기 바디 및 회전체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결합,고정되는 다이얼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구성으로서, 이는 종래의 레버 동작 형태의 토출콕크가 아닌 단순 조작에

의해 밸브 선택이 가능한 회전 다이얼 방식의 토출콕크이며, 이를 수처리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단 한번의 조작으

로 간단하게 원하는 사양의 물을 취수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연결되는 복수의 급수관과, 이 급수관을 따라 슬라이딩하며 상기 급수관을 개폐하도록 된 복수의

밸브체를 구비하는 바디;

상기 바디 내부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와 연동하여 회전하면서 상기 밸브체를 슬라이딩 이동시

키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형성된 작동캠을 구비하는 회전체; 및

상기 바디 및 회전체의 일측 단부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상기 샤프트의 일측 단부에 결합,고정되는

다이얼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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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는 상호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전,후 관통된 중공의 제1 바디와 제2 바디로 구성되고, 상기 급수관은 제1 바디

의 일면에 돌출 형성되며, 상기 제2 바디는 이의 일측 단부에 상기 급수관을 통해 유입된 물을 토출하는 토출관이 인출 형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급수관은 유수 제어가 용이하도록 이의 내측 단부가 유입측보다 유출측이 좁게 형성된 협수로로 이루어지고, 이 협수

로에는 상기 밸브체의 주축인 바아의 단부가 삽입되어서 상기 제1 바디의 내측으로 인출되되, 상기 밸브체는 바아의 중간

부에 상기 협수로의 입구에 밀착,개폐하는 로드패킹이 상기 바아의 외경 방향으로 연장하여 구비되고, 상기 로드패킹을 중

심으로 바아의 일측 단부에는 상기 급수관의 내경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헤드가 구비되며, 상기 바아의 외측으로 협수로의

입구변에는 상기 로드패킹과의 밀착에 의해 기밀을 유지하는 실링부재가 장착되고, 상기 헤드와 로드패킹 사이의 바아 둘

레변에는 소정의 탄발력으로 상기 로드패킹을 가압하는 스프링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바디는 이의 일측에 상기 다이얼부재와 대응하여 형성된 통과공이 구비되고, 상기 회전체는 주축인 메인샤프트

의 일측 단부에 상기 협수로를 통과하여 제1 바디의 내측 방향으로 인출된 바아를 밀어내어 상기 급수관의 선택적인 개방

이 가능하도록 그 일면이 경사돌기 형태의 캠부로 이루어진 작동캠을 구비하며, 상기 다이얼부재는 그 내부에 상기 통과공

을 통해 인출된 메인샤프트의 단부가 끼움,고정되도록 일정 직경의 끼움홈을 갖는 결합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

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얼부재는 바디의 일부를 수용하도록 중공의 원통 구조로 이루어지고, 그 일면에 상기 제2 바디의 토출관이 인출

가능하도록 개방부를 가지며, 내부에는 상기 통과공의 단부가 끼워져서 결합되는 연결부가 구비되되, 상기 결합부는 연결

부의 내측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의 외부에는 수처리장치의 출수측에 결합,고정시키기 위한 체결구가 더 구비되며, 상기 체결구는 다이얼부재가

통과하도록 그 중앙이 일정 크기의 직경으로 관통된 형상으로 제공되고, 그 일면에는 상기 수처리장치의 출수측과 나합 고

정가능하도록 나사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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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의 외부에는 이 바디와, 상기 바디 내부의 구성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부재가 더 구비되며, 상기 커버부재는 다이

얼부재의 외측 단부에 끼워져서 결합되고, 그 표면 일측에는 상기 다이얼부재의 개방부와 연통하는 통과공이 형성되어 이

통과공을 통해서 상기 제2 바디의 토출관이 인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장치용 토출콕크.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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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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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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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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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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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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