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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냄새 등이 생기기 어려운 동시에 위생적인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

공한다. 서양식 변기 본체는 변기부와 오픈 림을 갖는다. 오픈 림은 내부에 림 통수로를 갖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의 뒷

쪽에는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가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된다.

오픈 림의 내측벽부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변기부(3)와, 상기 변기부의 상연에 형성되고 내부에 림 통수로(7)를 갖는 림(8)을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1)와,

상기 림 통수로(7)에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상기 세정수가 상기 림 통

수로(7)를 경유하여 상기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림(8)은, 상기 변기부(bowl part)의 모든 상연에서, 안쪽의 면이 상기 변기의 발면(3a:鉢面)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2.

변기부(3)와, 상기 변기부의 상연에 형성되고 내부에 림 통수로(9)를 갖는 림(10)을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1)와,

상기 림 통수로(9)에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상기 세정수가 상기 림 통

수로(9)를 경유하여 상기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림(10)은, 상기 변기부의 모든 상연에서, 안쪽의 면이 상기 변기부(3)의 발면(3a)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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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부(13)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15)와,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에 따라 분출하도록 상기 트랩부에 마련

된 제트구(19a)를 구비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트랩부(15)에는, 상기 제트구로(19a)부터 분출된 상기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15)의 배수구를 향하여 반사시키는 반

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반사면은, 제트구로부터 분출된 세정수를 연직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제트구는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에 따라 세정수를 분출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유수를 확보하는 트랩부의 유수부의 저부에는, 배니주입 성형시에 슬러리를 가급적 소량으로 저장한 저장부와, 상기 저장

부와 연속되고, 제트구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되는 하방측벽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틀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2.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를 구비하고, 세정수에 의해 상기 변기부의 세정

을 행하고, 상기 트랩부에 따라 후방측으로 상기 세정수를 배출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변기부 내에 유수를 형성하는 상기 트랩부의 정단은 상기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트랩부의 후벽은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4.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변기부의 뒤쪽에는 한 쌍의 변기 시트 부착 구멍이 형성되고, 트랩부의 정단은 각 상기 변기 시트 부착 구멍보다 앞쪽에 위

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등록특허 10-0670437

- 3 -



청구항 15.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를 구비하고, 세정수에 의해 상기 변기부의 세정

을 행하고, 상기 트랩부를 따라 후방측으로 상기 세정수를 배수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세정 장치는,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을 토출 가능한 것

이고,

상기 변기부로부터 상기 트랩부에 이르는 상기 트랩부의 수평 방향으로 연장된 입구의 중심은, 상기 변기부의 수평 방향에

서의 중앙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청구항 16.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제 1 내지 제 9 발명은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도자기제의 서양식 변기(양변기) 본체와, 이 서양식 변기 본체의 뒤쪽에 마련되고,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로우 탱크

등의 세정 탱크 등을 갖는 세정 장치를 구비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가 알려져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는, 변기부(bowl part)

와, 변기부의 상연(上緣; 위쪽 가장자리)에 형성되고, 변기부에 세정수를 흘러내림이 가능한 림 통수로(rim water

channel)를 내부에 갖는 림과,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구비하고 있다. 트랩부에는, 세정수를 트랩부에 따라 분

출하도록 제트구가 마련되어 있다. 세정 장치는, 세정 탱크가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접속되어 있고, 이

세정 탱크에 저장된 세정수를 림 통수로에 토출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다.

림중, 림 통수로를 변기부에 노출하고 있는 이른바 개방 림은, 변기부의 상연으로부터 안쪽으로 거의 수평하게 돌출되는

상측벽부와, 이 상측벽부의 내단으로부터 개략 연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측벽부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를 안내하는 림 통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개방 림에서는, 림 통수로 내의 세정수가 내측벽부와 변기부가

이루는 개구를 경유하여 변기부를 향하여 사수되게 된다.

또한 림중, 림 통수로를 변기부에 노출하지 않는 이른바 폐쇄 림은, 변기부의 상연로부터 안쪽으로 거의 수평하게 돌출되

는 상측벽부와, 이 상측벽부의 내단으로부터 개략 연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측벽부와, 내측벽부의 하단을 변기부와 접속

하는 하측벽부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마찬가지의 림 통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 폐쇄 림에서는, 하측벽부에 변기부를 향

하여 열리는 사수구가 복수개 마련되어 있고, 림 통수로 내의 세정수는 그들 사수구를 경유하여 변기부를 향해 사수되게

된다.

이리하여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에 의해 변기부의 세정이 행하여진다.

또한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 및 트랩부가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에 의해 구성되고, 제트구가 서양

식 변기 본체와는 별도의 제트 노즐에 의해 구성되고, 이 제트 노즐이 제트용 배관에 의해 세정 장치와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가 림 통수로에 공급되고, 이로써 변기부의 세정이나 유

수(溜水)의 확보가 행하여진다. 또한 세정수는 제트용 배관을 통하여 제트구에도 공급되고, 이로써 강제적으로 사이펀

(siphon) 효과를 발생시켜 적은 세정수로도 오물의 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절

수에 의한 유지 비용의 저렴화가 실현 가능하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가 비교적

간이한 형상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의 저렴화가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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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로서, 트랩부의 아래쪽에 방로재(防露材)를 마련한 것도 알려져 있는 동시에, 또한 제트용 배관을

다른 방로재로 둘러싼 것도 알려져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수온과 실온과의 차가 크고, 습도도 높은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주로 방로재에 의해 트

랩부나 제트용 배관을 단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랩부나 제트용 배관의 외면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8에 도시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90)에 의해 발면(鉢面)(91a)을 갖는 변기

부(91)와, 이 변기부(91)의 저부에 연속되도록 트랩부(92)가 마련되어 있다. 트랩부(92)의 최상부는 곡면으로 구성된 상부

측 벽면(92a)이 되고, 상부측 벽면(92a)은 아래쪽의 배수구(92b)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배수구(92b)는 배수 소켓(98)

을 통하여 도시하지 않은 배수관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변기부(91)의 저부에는 도시하지 않은 제트 통수로와 연결된 제트실(94)이 형성되고, 유수를 확보하는 트랩부(92)의

유수부의 저부에는 제트실(94)의 최하부와 연통되는 제트구(93)가 관통되어 있다. 또한 변기부(91)의 뒤쪽 상부에는 급수

실(95)이 형성되고, 급수실(95)은 세정 장치의 일부인 디스트리뷰터(97)에 의해 도시하지 않은 로우 탱크에 접속되어 있

다. 또한 변기부(91)의 상부에는 림 통수로(96a)를 내부에 갖는 림(96)이 형성되어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로우 탱크로부터 디스트리뷰터(97), 급수실(95)을 통하여 제트실(94) 및 림 통수로(96a)에

세정수가 공급된다. 그리고 제트실(94)에 공급된 세정수는, 제트구(93)로부터 트랩부(92)를 지향하여 분출된다. 또한 림

통수로(96a)에 공급된 세정수는, 림(96)의 하단에 다수 마련된 도시하지 않은 사수구로부터 유출되어 변기부(91)의 발면

(91a)을 세정한다. 이 때,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제트구(93)로부터 분출된 세정수에 의해 사이펀 작용을 강제적으

로 일으키기 때문에 오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다.

또한 도 29, 30에 도시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91)와, 이 서양식 변기 본체(91)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도시하지 않은 세정 탱크, 디스트리뷰터(92) 등의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91)는, 변기부

(93)와, 이 변기부(93)의 상연의 전둘레에 형성되고 변기부(93)에 세정수를 흘러내림이 가능한 림 통수로(94a)를 내부에

갖는 림(94)과, 변기부(93)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95)를 갖고 있다. 트랩부(95)의 배출구(95c)에는 상하로 연장된 도시

하지 않은 배수 소켓이 접속되고, 배수 소켓은 마루면으로부터 돌출된 도시하지 않은 배수관과 접속된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탱크에 저류된 세정수가 디스트리뷰터(92)를 통하여 림 통수로(94a)에 공급되고, 그곳

으로부터 세정수가 변기부(93)로 흘러내린다. 변기부(93)를 세정한 세정수는 트랩부(95)에 의해 사이펀 효과가 생기고, 오

물과 함께 트랩부(95)에 따라 후방측으로 배출된다.

또한 일반적인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금속제의 배수 플랜지가 마루면으로부터 돌출된 배수관과 접속되고, 트랩부의

배출구가 금속제의 배수 플랜지와 접속된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탱크로부터 공급되는 세정수에 의해 변기부의 세정이 행하여진다. 그리고 세정수와 함

께 오물을 포함할수 있는 오수는, 트랩부를 통하여 배출될 때, 트랩부에 형성된 단부(段部)에 일부가 차단되어, 난류가 생

기고 수막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형성된 수막의 작용에 의해, 트랩부 내가 오수로 만수 상태로 되고, 이 후, 만수 상태의 오

수는, 수막이 깨짐에 의해 배수관 측으로 끌려들어가도록 배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 1, 제 2 발명}

그러나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냄새 등이 생기기 쉬운 동시에 비위생적으로 되기 쉬웠다.

즉,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오픈 림에서는, 변기 사용시에 발생하는 소변 비산이나 대변 배출시의 튀어오름 등에 의

한 오염이 상측벽부의 이측(裏側) 또는 내측벽부의 이측인 림 통수로에 부착되기 쉽다. 또한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폐쇄 림에서는, 그들의 오염이 하측벽부의 이측 또는 사수구를 통하여 내부의 림 통수로에 부착되기 쉽다. 이들의 림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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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오염은, 청소자에게 들여다봄이 곤란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착 및 제거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 청소가

불완전하게 되기 쉽다. 이 때문에 그들 오염은 그곳에 잔류하기 쉽고, 암모니아 냄새 등의 악취의 발생원으로 되어, 사용자

에 불쾌감을 주는 동시에 비위생적으로도 된다.

제 1, 제 2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냄

새 등이 생기기 어려운 동시에, 위생적인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1, 2의 과제로 하고 있다.

제 1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상연에 형성되고 내부에 림 통수로를 갖는 림을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와,

상기 림 통수로에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상기 세정수가 상기 림 통수

로를 경유하여 상기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림은, 적어도 앞쪽에서는, 안쪽의 면이 상기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1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적어도 앞쪽에 있어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그 림이 개방 림이라면, 상측벽부의 이측 또는 내측벽부의 이측인 림

통수에 오물이 부착되기 어렵다. 또한 그 림이 폐쇄 림이라면, 하측벽부의 표측(表側) 또는 사수구를 통하여 내부의 림 통

수로에 오수가 부착되기 어렵다.

또한 제 1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에게 들여다봄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존재하게 되는 동시에, 청소시에 한번 닦음으로 그 오염을 닦기 쉽다. 이 때문

에 그 청소를 충분히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제 1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적어도 앞쪽에 있어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으면, 제

1 발명의 최소한의 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변기 사용시에 발생하는 소변 비산이나 대변 배출시의 튀어오름 등에 의한

오염은 앞쪽에 위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점, 변기부의 모든 상연에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과 같은 면으로 되

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하면, 변기부 상연의 어느 위치에 있어서도, 변기 사용시에 발생하는 소변 비산이나 대변 배

출시의 튀어오름 등에 의한 오수의 림에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어서, 제 1 발명의 작용효과를 확실히 생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상연에 형성되고 내부에 림 통수로를 갖는 림을 갖는 서

양식 변기 본체와,

상기 림 통수로에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상기 세정수가 상기 림 통수

로를 경유하여 상기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림은, 적어도 앞쪽에서는, 안쪽의 면이 상기 변기부의 발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적어도 앞쪽에 있어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역시 그 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다.

또한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

는 사람에게 들여다봄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존재하게 되어, 그 청소를 충분히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단, 청소시의

닦아내기 쉬움은 제 1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약간 뒤떨어지게 된다.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도, 적어도 앞쪽에 있어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

면, 제 2 발명의 최소한의 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변기부의 모든 상연에서 림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의 발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제 2 발명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는, 변기부와 림과의 경계에 림 통수로를 형성하는 단부(段部)를 갖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하면,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가 곧 변기부로 흘러내지지 않고, 림 통수로에서 충분히 선회하면서 서

서히 변기부로 흘러내려 배출되기 때문에 변기부 전체의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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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는, 림 통수로는 림의 안쪽 면과 변기부의 발면과의 사이에서 전둘레

에 개구되어 있을 수 있다. 즉, 개방 림이다. 이러하면, 제조 단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제 1,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는, 림 통수로는 림의 안쪽 면과 변기부의 발면과의 사이에서 사

수구에 의해 개구되어 있을 수 있다. 즉, 폐쇄 림이다. 이러하면, 제조 단가의 단점은 있지만, 변기부에 사수하는 물의 양을

사수구에 의해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변기부 전체의 세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제 3 발명}

그러나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가령 한랭지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트랩부 내의 세정수 등이 동결되어,

한기(寒期)에 사용 불가로 되거나 파괴가 생기거나 할 우려가 있다.

이 점, 트랩부의 아래쪽에 히터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된다. 이러하면, 한랭지에서 사용된 경우라도, 히터에 의해 트랩부를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랩부 내의 세정수 등의 동결을 방지하고, 한기의 사용 가능 상태와 파괴 방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예를 들어 트랩부에 히터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제트용 배관 내의 세정수가

동결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제트용 배관이 히터를 구비한 서양식 변기 본체와는 별체이기 때문

에 서양식 변기 본체가 제트 통수로를 갖는 종래의 것에 비해, 이 경향이 크다. 이 때, 트랩부를 가열하는 히터와는 다른 히

터에 의해 제트용 배관을 가열한다고 하면 제조 단가가 크게 증가하게 버린다. 이러하면, 제조 단가 및 유지 비용의 저렴화

와, 한기에서의 사용 가능 상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없다.

제 3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조 단가 및 유지 비용의 저렴화와, 한기에서의 사용 가능 상

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있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3의 과제로 한다.

제 3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와,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에 따라 분출

하도록 상기 트랩부에 마련된 제트구를 구비하고, 상기 변기부 및 상기 트랩부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에 의해 구성

되고, 상기 제트구는 상기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와 제트용 배관에 의해 접속된 제트 노즐에 의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트랩부를 가열하는 히터에 의해 상기 제트용 배관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3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를 가열하는 히터에 의해 제트용 배관을 가열하기 때문에 한랭지에서 사용

되는 경우에도, 제트용 배관 내의 세정수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수에 의한 유지 비용의 저렴화와, 한기에

서의 사용 가능 상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제트용 배관 독자적인 히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의 저렴화도 실현할 수 있다.

히터로서는 면 형상을 한 것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히터는 공지이다. 이와 같은 히터라면, 트랩부를 용이하

게 둘러쌀 수 있고, 히터의 부근에 제트용 배관을 위치시킴으로써, 제 3 발명의 작용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

은 히터라면, 트랩부 및 제트용 배관을 용이하게 둘러쌀 수 있어서, 제 3 발명의 작용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에는 제트용 배관을 내부에 안내하는 개구가 형성될 수 있다. 한편, 히터에는 외부 전원과 접속되는 코드

가 마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식 변기 본체에 형성된 개구에 이 코드를 개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

를 삽통시키기 위한 개구를 별도로 서양식 변기 본체에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어,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제조가 번거롭게 되

고 제조 단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동시에 볼품도 나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개구는 위쪽으로부터 눈으로 보기 쉬

운 위치에 관통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조립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세척 장치로서는, 종래 공지인 세정 탱크 외에,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

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을 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는 경우에 제 3 발명의 효과가 크다. 전자

의 세정 장치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고 토출하는 것으로서, 저장시에 다른 히터 등에 의해 가열하게 되어, 제트용 배관

내의 세정수의 동결을 방지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데 대하여, 후자의 세정 장치는, 수시로 새로운 세정수를 외부의 급수

관으로부터 토출하기 때문에 제트용 배관 내로 외부에 존재한 세정수가 흐르게 되어, 한기에 있어서, 그곳에서의 동결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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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명}

그러나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의 방로재와 제트용 배관의 방로재가 별체이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제 4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4의 과제로 한다.

제 4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와,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에 따라 분출

하도록 상기 트랩부에 마련된 제트구를 구비하고, 상기 변기부 및 상기 트랩부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에 의해 구성

되고, 상기 제트구는 상기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와 제트용 배관에 의해 접속된 제트 노즐에 의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트랩부를 방로(防露)하는 방로재에 의해 상기 제트용 배관을 방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4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를 방로하는 방로재에 의해 제트용 배관을 방로하기 때문에 제트용 배관 독

자의 방로재가 불필요하게 되어,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에는 제트용 배관을 내부로 안내하는 개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개구를 갖는 경우, 이 개구는 밀봉되

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트랩부 및 제트용 배관을 포함하는 내부에 개구로부터 습기를 포함한 새로운 공기가

침입하여 방로 효과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구는 윗쪽으로부터 눈으로 보기 쉬운 위치에 관통되어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로써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조립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세척 장치로서는, 종래 공지인 세정 탱크 외에,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

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을 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는 경우에 제 4 발명의 효과가 크다. 전자

의 세정 장치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고 토출하는 것으로서, 저장시에 제트용 배관 내의 세정수가 화장실 내의 온도와 동

등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제트용 배관의 외면에서 결로가 생기기 어려운데 대하여, 후자의 세정 장치는, 수시로 새로운 세

정수를 외부의 급수관으로부터 토출하기 때문에 제트용 배관 내에 외부에 존재한 세정수가 흐르게 되어 제트용 배관의 내

외에서 온도차가 생기기 쉽고, 방로재를 마련하지 않으면 거기서의 결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제5 발명}

그러나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림이 개방 림이든지 또는 폐쇄 림이든지 간에, 림 통수로 내에 세정수를 좌

우의 양방향으로부터 토출하도록 세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세정수가 림 통수로 내 또는/및 변기부의 앞쪽에서 충

돌하기 때문에 충돌시에 이상한 소리가 생겨서 정숙성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의

앞쪽에서의 세정수의 충돌에 의해 세정수가 마루면 등으로 비산하여 마루면을 적실 우려도 있다.

이 점, 서양식 수세식 변기가 폐쇄 림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면, 예를 들어 림 통수로 내에 세정수를 좌우의 양방향으로부터

토출하도록 세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세정수를 변기부 내에서 선회시키기 쉽게 하여 오물의 배출 성능을 확보하도

록, 하측벽부에 관통되는 사수구를 경사시킴으로써, 결과적에 세정수의 변기부의 앞쪽에서의 충돌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

정숙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마루면의 세정수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사수구를 정확히 관통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림의 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제조 공정수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조 비용의 상승을 초래

하게 된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시작시에 폐쇄 림 내에서 세정수와 공기와의 혼합이 생기고, 이 혼합

수가 복수의 사수구로부터 사수되게 되기 때문에 이 때에 또한 이상한 소리가 생기기 쉬워, 정숙성이 부족한 면도 있다. 이

리하여 폐쇄 림을 채용하고 있는 한, 예를 들어 림 통수로 내에 세정수를 한 방향으로부터 토출하도록 세정 장치를 마련하

게 하더라도, 이들 제조 비용의 상승 및 정숙성의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제5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숙성이 우수한 동시에 마루면을 적실 우려가 없고, 변기부의

세정 능력 및 오물의 배출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제조 단가의 저렴화가 실현 가능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5 과제로 한다.

제 5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상연에 형성되고 내부에 림 통수로를 갖는 림과, 상기 변기부

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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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림 통수로에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상기 세정수가 싱기 림 통수

로를 경유하여 상기 변기부의 세정에 제공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림은 상기 림 통수로를 상기 변기부에 노출하고 있고, 상기 세정 장치는 상기 림 통수로 내에 상기 세정수를 한 방향

으로부터 토출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장치로부터 림 통수로를 향하여 세정수가 토출된다. 세정수의 토출은 한 방향만으로부

터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세정수는 림 통수로 내를 한 방향으로 안내되면서 변기부로 서서히 흘러 내리고, 변기부를 한 방

향으로 선회하고(한쪽으로 돌아감) 트랩부를 경유하여 배출된다. 이 때문에 세정수가 림 통수로 내 또는/및 변기부의 앞쪽

에서 충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개방 림이 림 통수로를

변기부에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 시작시에 세정수와 공기와의 혼합이 생기지 않고, 그 세정수는 폐쇄 림의 사수구보다

도 넓은 개구를 경유하여 사수되게 되기 때문에 이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숙성이 우수한다.

또한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의 앞쪽에서의 세정수의 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정수의 비산이 없고

마루면을 적시는 일이 없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의 세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변기부의 세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세정수는 변기부를 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한쪽으로 돌아감) 배출되기 때문에 오물의 배출 성능도

우수하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수구를 갖지 않기 때문에 림의 구조가 간단하게 되고 제조 공정수가 적고, 더 나아가

서는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제 5 발명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는, 림 통수로를 후방측과 격리하는 격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하면, 후방측으

로 세정수를 안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정수의 쓸데없는 사용이 없고 절수 효과도 높다.

또한 제 5 발명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는, 변기부와 림과의 경계에 림 통수로를 형성하는 단부(段部)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하면, 단부가 림 통수로를 확실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가 하류측까지 충분히 안내

되기 쉽고, 변기부 내의 세정이 충분하게 되는 동시에 오물의 배출 성능을 더욱 우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단부는,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의 상류측에서는 세정수를 변기부와 하류측으로 안내하고, 최하류측에서는 세

정수를 변기부만으로 안내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하면, 세정 장치로부터 토출된 세정수가 림 통수로

의 상류측에서 곧 변기부로 흘러내리지 않고, 최하류측까지 안내되어 변기부 내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변기부 내의 세정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세정수가 변기부 내에서 선회하기 쉬워, 오물의 배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

하류측에서 세정수를 변기부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세정수를 재차 주회(周回)시키거나, 림 통수로 내 등에 남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정수의 쓸데없는 사용이 없고 절수 효과도 높다.

{제 6 발명}

그러나 도 28에 도시한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92)의 상부측 벽면(92a)의 위치 및 형상에 의해, 세

정 장치로부터 제트구(93)에 의해 분출된 세정수가 상부측벽면(92a)에 의해 여러가지의 방향으로 반사되게 된다. 또한 세

정수가 상부측벽면(92a)에 의해 트랩부(92)의 배수로(92b)를 향하여 반사되지 않는 경우, 세정수는 배수구(92b)에 도달

할 때까지 큰 저항을 받게 된다. 또한 상부측벽면(92a)에 의해 반사된 세정수끼리도 충돌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배수성이

저하되고 사이펀 작용의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이펀 작용의 저하, 즉 오물을 배출하는 능력의 저

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세정수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제 6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최소의 세정수로 충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는 서양식 수세

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6의 과제로 하고 있다.

제 6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와,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에 따라 분출

하도록 상기 트랩부에 마련된 제트구을 구비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트랩부에는, 상기 제트구로부터 분출된 상기 세정수를 상기 트랩부의 배수구를 향하여 반사시키는 반사면이 형성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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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제트구로부터 분출된 세정수를 트랩부의 배수구를 향하여 반사시키는 반사면이

트랩부에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반사된 세정수는, 반사면보다 하류측의 벽면과 충돌하는 일 없이 배수구로 배출되고

세정수끼리가 충돌하는 일도 적다. 이로써, 배수성이 향상되고 사이펀 작용이 강력하게 된다.

반사면은, 제트구로부터 분출된 세정수를 연직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반사된 세정수는 중력에 의

해 더욱 배출 속도가 증대한다. 그 때문에 더욱 배수성이 향상되고 사이펀 작용이 강력하게 되고 오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증대한다.

또한 반사면은, 그 반사면에 수직하게 세운 가상선과 제트구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이 이루는 각도와, 가상선과 배수

구의 중심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하면, 제트구로부터 분사된 세정수가 반사면에 의한

한번의 반사에 의해 배수수의 중심 방향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세정수는 세력이 유지된 채로 배수구에 달하고, 높은 배수성

에 의해 사이펀 작용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렇지 않으면, 제트구로부터 분사된 세정수가 배수구에 이르기까

지 몇번이나 충돌하기 때문에 세정수는 저항이 커서 배출 속도의 감소가 커지고 배수성이 낮고 사이펀 작용이 저하된다.

제트구는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에 따라 세정수를 분출하도록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수 내에 잔류할 수 있는 오물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에 침전된다. 이 때문에 제트구가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에 따라 세정수를 분출하

는 것이라면, 그 침전물을 트랩부에 남기는 일 없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물을 확실하게 배출할 수 있다.

유수를 확보하는 트랩부의 유수부의 하부에는, 배니(俳泥)주입 성형시에 슬러리를 가급적 소량으로 하여 저장하는 저장부

와, 이 저장부와 연속되고, 제트구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된 하방측벽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 6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구성하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는,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니주입 성형에 의해 성형된다. 이리하여 성형하는 경우, 슬러리를 배출하기 위해 저장하는 저장부가 유수를 확보하는 트

랩부의 유수부의 하부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저장부가 슬러리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것이라면, 이 저장부

와 연속되는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은 제트구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되지 않게 된다. 이러하면, 트랩부

의 하방측벽면에 침전된 침전물을 트랩부에 남기기 쉽다. 이에 대해, 저류부가 슬러리를 가급적 소량 저장하는 것이라면,

트랩부의 하방측벽면은 제트구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하면, 트랩부의 하방측벽면

에 침전되는 침전물이 트랩부에 남아있기 어렵다.

세척 장치로서는, 종래 공지인 로우 탱크 등의 세정 탱크 외에,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

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을 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는 경우에 제 6 발명의 효

과가 크다. 즉, 제트구가 후자의 세정 장치에 접속되어 있으면, 제트구가 전자의 세정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세력이 좋은 세정수가 제트구로부터 분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제 7 발명}

그러나 도 29에 도시한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소형화의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대형화 하기 쉽다. 이 때문에 근년의 주택 등에 있어서, 공간 절약이 도모되지 않고, 비교적 큰 공간을 확보

할 수 없는 화장실을 더욱 더 협소화하여 버린다.

제 7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형화를 실현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

여야 할 제 7의 과제로 하고 있다.

발명자는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해 예의 검토를 행하여, 변기부 내에 유수를 형성하는 트랩부의 정단(頂端), 트랩부의 후벽

및 변기 시트 부착 구멍에 착안하여 제 7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를 구비하

고, 세정수에 의해 상기 변기부의 세정을 행하고, 상기 트랩부에 따라 후방측으로 상기 세정수를 배수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변기부 내에 유수를 형성하는 상기 트랩부의 정단은 상기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양식 변기 본체(91)에 있어서의 변기부(93) 내에 유수를 형성

하는 트랩부(95)의 정단(95d)이 변기부(93)의 후단(93a)보다 뒤쪽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기부(93)와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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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95)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전체 길이는 필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 7 발명의 서

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그 트랩부의 정단이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단

축된다.

여기서 트랩부의 정단은 변기부 내에 류수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역U자 형상을 한 수로를 형성하는 내저면의 최상 위치

이다. 이 트랩부의 정단은, 트랩부의 배출 방향에 직교하는 단면 형상에 의해, 1점 또는 수평선으로서 결정된다. 또한 변기

부의 후단은, 림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변기부의 윗쪽으로의 개구에 있어서의 가장 후방측의 부분이고, 림을 갖는 경우에

는 림의 경계에 있어서의 가장 후방측의 부분이다. 이 변기부의 후단도 1점 또는 수평선으로서 결정된다.

또한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의 후벽이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랩부(95)의 후벽(95e)이 변기부(93)의 후단(93a)보다 뒤쪽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시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전체 길이는 필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랩부

의 후벽이 변기부의 후단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더욱 단축된다.

보통,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의 뒤쪽에 있어서, 변기 시트, 난방 기능이 있는 변기 시트, 국부 세정 기능이 있는

변기 시트 등을 부착하기 위한 한 쌍의 변기 시트 부착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

부의 정단이 각 변기 시트 부착 구멍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29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랩부(95)의 정단(95d)이 각 변기 시트 부착 구멍(96)보다 뒤쪽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시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전체 길이는 필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랩부의 정단이 각 변기 시트 부착 구멍

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더욱 단축된다.

제 7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의 정단보다 하류측은 앞쪽으로 굴곡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양식 변

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면, 적어도 트랩부를 은폐하는 대좌부(台座部)도 작게 될 수 있다. 이리하여 대좌부를 작게

하면, 트랩부의 배출구가 대좌부 내의 후방측의 벽면에 근접하기 쉽고, 배수 소켓과 알맞게 접속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이 점, 트랩부의 정단보다 하류측을 앞쪽으로 굴곡시키면, 예를 들어 대좌부를 작게 하더라도, 그 배출구가 대좌부 내의 후

방측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수 소켓과 매우 알맞게 접속될 수 있다.

세척 장치로서는, 종래 공지인 세정 탱크 등 외에,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을 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는 경우에 제 7 발명의 효과가 크다. 전

자의 세정 장치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여 토출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용적을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좁은 화장실의 광

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7 발명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를 채용하면서, 상당한 용적을 요하는 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

하는 것이면, 제 7 발명의 효과가 감축되어 버린다. 이 점,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면, 종래의 세정 탱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화장실의 광대화를 도모한다는 제 7 발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제8 발명}

그러나 도 30에 도시한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소형화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

아, 전체로서 대형화 하기 쉽다. 이 때문에 근년의 주택 등에 있어서, 공간 절약이 도모되지 않고, 비교적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화장실을 더욱 더 협소화 하여 버린다.

제 8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형화를 실현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

여야 할 제 8의 과제로 하고 있다.

발명자는,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해, 예의 검토를 행하고, 변기부로부터 트랩부에 이르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입구의 중심 등

에 착안하여 제 8 발명을 완성함에 이르렀다.

즉, 제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를 구비하

고, 세정수에 의해 상기 변기부의 세정을 행하고, 상기 트랩부에 따라 후방측으로 상기 세정수를 배수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상기 변기부로부터 상기 트랩부에 이르는 상기 트랩부의 수평 방향으로 연장된 입구의 중심은, 상기 변기부의 수평 방향에

서의 중앙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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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부(93)로부터 트랩부(95)에 이르는 트랩부(95)의 수평 방향

으로 연장된 입구(TI)의 중심(TO)이 변기부(93)의 수평 방향에서의 중앙(BO)보다 뒤쪽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

에 변기부(93)와 트랩부(95)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서양식 변기 본체(91)의 전체 길이는 전후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길어지

고 있다. 이에 대해, 제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상기 트랩부의 입구의 중심이 변기부의 중앙 이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전후 방향으로 단축된다.

여기서 트랩부의 입구는, 변기부로부터 트랩부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수평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변기부로부터 트랩부

에 이르는 부분은, 변기부의 후벽의 하단에 의해 결정된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트랩부의 입구(TI)의 중심

(TO)은, 보통의 서양식 변기 본체에서는 입구(TI)가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입구(TI)의 전후 방향의 각 단(TR,

TF)이 1점이라면, 후단(TR)과 전단(TF)을 잇는 선분(TL)의 중점이다. 또한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구(TI)의 전후

방향의 적어도 1단이 수평선(TH)이라면, 그 또는 그들의 수평선(TH)의 중점(THO)에 의해 마찬가지로 결정된다.

또한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부(B)의 수평 방향에서의 중앙(BO)은, 보통의 서양식 변기 본체에서는 변기부(B)가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변기부(B) 전후 방향의 각 단이 1점이라면, 후단에 세우는 수선(BR)과 전단에 세우는 수

선(BF)과의 중간에 가정되는 수선에 의해 결정된다.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부(B)의 전후 방향의 적어도 1단이 수

평선(BH)이라면, 그 또는 그들의 수평선(BH)의 중점에 세우는 수선(BHO)에 의해 마찬가지로 결정된다.

제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의 정단보다 상류측이 변기부의 후벽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류측이 변기부의 후벽과는 다른 벽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벽이 전후 방향으로 두께를 갖게 되는 동시에,

변기부의 후벽과 그 벽과의 사이에도 전후 방향으로 두께를 갖는 간극이 생기게 되고, 이들의 치수에 의해, 서양식 변기 본

체의 전체 길이가 전후 방향으로 길어진다. 이에 대해, 상류측이 변기부의 후벽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면, 그 치수가 생기는

일이 없고,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전후 방향으로 단축된다.

여기서 트랩부의 정단은 변기부 내에 류수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역U자 형상을 한 수로를 형성하는 내저면의 최상 위치

이다. 이 트랩부의 정단은, 트랩부의 배출 방향에 직교하는 단면 형상에 의해, 1점 또는 수평선으로서 결정된다.

또한 제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가 정단보다 상류측에서 내면을 원통면으로 하는 원통부를 갖는 경우,

그 원통부의 축심선은 수평 방향에 대해 45도 이상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하면, 유수의 수위를 확보하

면서, 트랩부에 의한 서양식 변기 본체의 전후 방향에서의 단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제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의 정단보다 하류측은 앞쪽으로 굴곡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양

식 변기 본체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면, 적어도 트랩부를 은폐하는 대좌부도 작게 될 수 있다. 이리하여 대좌부를 작게 하

면, 트랩부의 배출구가 대좌부 내의 후방측의 벽면에 근접하기 쉬워, 배수 소켓과 알맞게 접속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이

점, 트랩부의 정단보다 하류측을 앞쪽으로 굴곡시키면, 예를 들어 대좌부를 작게 하더라도, 그 배출구가 대좌부 내의 후방

측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수 소켓과 알맞게 접속할 수 있다.

세척 장치로서는, 종래 공지인 세정 탱크 등 외에,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등의 급수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을 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는 경우에 제 8 발명의 효과가 크다. 전

자의 세정 장치는, 세정수를 일단 저류하여 토출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용적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좁은 화장실의 광

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8 발명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를 채용하면서, 상당한 용적을 요하는 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

하는 것이라면, 제 8 발명의 효과가 감축되어 버린다. 이 점, 후자의 세정 장치를 채용하면, 종래의 세정 탱크를 필요로 하

지 않기 때문에 좁은 화장실의 광대화를 도모한다는 제 8 발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제9 발명}

그러나 상기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는 로우 탱크 등의 세정 탱크를 세정 장치로서 채용

하면서, 트랩부에 의해 사이펀 작용이 생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즉, 세정 탱크는 토출하는 세정수의 양을 미묘하게 조절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세정 탱크를 채용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

에서는, 오수의 충분한 배출을 위해, 결과적으로 세정수를 다량에 사용하여 버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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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펀 작용을 발생시키는 트랩부의 단부(段部)는,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의 일부로서, 정밀도 좋게 형성되기 어

렵다. 이 때문에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확실하게 사이펀 작용이 생기도록, 역시 세정수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제 9 발명은 상기 종래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량의 세정수로 충분히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서양식 수세

식 변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여야 할 제 9의 과제로 하고 있다.

제 9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변기부와, 상기 변기부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를 갖는 서양식 변기 본체를 구비하고,

세정수에 의해 상기 변기부의 세정을 행하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수도압의 상기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트랩부의 배출구에는, 내부에 사이펀 작용을 발생시키는 구멍을 갖는 수지제의 배수 소켓이 구비되고, 상

기 배수 소켓이 마루면으로부터 돌출된 배수관과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9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장치가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

해 수도압의 세정수를 토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는 로우 탱크 등의 세정 탱크와 달리, 밸브

의 개폐에 의해 토출하는 세정수의 양을 미묘하게 조절하기 쉽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세정 장치를 채용한 서양식 수세식 변

기에서는, 충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는 최소량의 세정수를 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 9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수지제의 배수 소켓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멍을 정밀도 좋게 또한 용이

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지제의 배수 소켓을 채용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최소량의 세정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사이펀 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시예

{제 1, 제 2 발명}

이하, 제 1, 제 2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내지 3을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와, 이 서양식 변기 본체(1)

의 뒤쪽에 마련된 세정 장치의 일부인 디스트리뷰터(2)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세정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세정 탱크, 변

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는, 배설물을 받는 변기부(3)와, 이 변기부(3)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4)와, 변기부(3) 및 트랩부(4)

를 덮는 대좌부(5)를 갖고 있다. 이 서양식 변기 본체(1)의 뒤쪽에는, 세정 탱크를 장착하는 장착부(6)가 형성되어 있고, 이

장착부(6) 내에 수지제의 디스트리뷰터(2)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변기부(3)의 모든 상연에는 개방 림(8)이 형성되어 있다. 이 개방 림(8)은, 변기부(3)의 상연으로부터 안쪽으로 거의

수평하게 돌출되는 상측벽부(8a)와, 이 상측벽부(8a)의 내단으로부터 개략 연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측벽부(8b)로 이루

어진다. 이 개방 림(8)의 내부에는 상측벽부(8a)와 거의 평행하게 돌출되어 단부(8c)가 형성되고, 개방 림(8)의 내부에는

이 단부(8c)에 의해 디스트리뷰터(2)로부터 토출된 세정수를 안내하는 림 통수로(7)가 형성되어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특징적인 구성으로서, 변기부(3)의 모든 상연에 있어서, 개방 림(8)에 있어서의 내측벽부(8b)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3)의 발면(3a)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림 통수로(7)는 내측벽부(8b)와 발면(3a)과의 사

이에서 전둘레로 개구(7a)에 의해 열리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 탱크로부터 공급된 세정수는 디스트리뷰터(2)로부터 림 통수로(7)를

향하여 토출되고, 선회하면서 변기부(3)로 흘러내리고, 변기부(3)의 발면(3a)을 세정하면서 트랩부(4)를 경유하여 배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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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내측벽부(8b)의 안쪽의 면이 발면(3a)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상측벽부(8a)의 이측 또는 내측벽부(8b)의 이측인 림 통수로(7)로 비산된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암모니아 냄

새 등의 악취의 발생원으로 되지 않고, 사용자에 불쾌감을 주는 일도 없다. 또한 위생적이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에게 들여다봄이 용이한 위치에 개방 림(8) 부근의 변기부(3)의 오염이

존재하게 되어, 오염의 부착 및 제거의 상황의 확인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내측벽부(8b)의 안쪽의 면이 발면(3a)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시에 한번 닦음으로 그 오염을 닦기 쉽다. 이 때문에 그 청소를 충분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3)와 개방 림(8)과의 경계에 림 통수로(7)을 형성하는 단부(8c)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세정수가 곧 흘러 내리는 일이 없고, 림 통수로(8d)에 의해 충분히 선회를 하면서 서서히 변기부(3)의 발면(3a)으로

흘러 내린다. 이 때문에 단부(8d)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변기부(3) 전체의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개방 림(8)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냄새 등이 생기기 어렵고,

사용자에 쾌감을 주고, 또한 위생적이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제조 단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부(3)의 모든 상연에 폐쇄 림(10)이 형성되어

있다. 이 폐쇄 림(10)은, 변기부(3)의 상연으로부터 안쪽으로 거의 수평하게 돌출되는 상측벽부(10ab), 이 상측벽부(10a)

의 내단으로부터 개략 연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측벽부(10b), 내측벽부(10b)의 하단을 변기부(3)와 접속하는 하측벽부

(10c)로 이루어진다. 이 폐쇄 림(10) 내부에는 이들에 의해 실시 형태 1과 같은 림 통수로(9)가 형성되어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특징적인 구성으로서는, 변기부(3)의 모든 상연에 있어서, 폐쇄 림(10)에 있어서의 내측벽부

(10b)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3)의 발면(3a)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하측벽부(10c)에는 아래쪽으로 열리는 도시하지 않

은 사수구가 복수개 관통되고, 림 통수로(9)는 이들 사수구를 통하여 내측벽부(10b) 발면(3a)과의 사이에서 전둘레에서

개구(9a)에 의해 열리어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림 통수로(9) 내의 세정수는 사수구 및 개구(9a)를 경유하여 변기부(3)를

향하여 사수되게 된다. 그리고 하측벽부(10c)의 표측 또는 사수구를 통하여 내부의 림 통수로(9)에 오수가 부착되기 어렵

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제조 단가의 단점은 있지만, 변기부(3)로 사수하는 물의 양을 사수구에 의해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변기부(3) 전체의 세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과 같다.

(실시 형태 3)

실시 형태 3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내측벽부(18b)가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보

다 외측에 형성된 개방 림(18)을 서양식 변기 본체(1)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내측벽부(18b)의 안쪽의 면은 변기부(3)의

발면(3a)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내측벽부(18b)의 안쪽의 면이 변기부(3)의 발면(3a)보다 바깥쪽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청소시의 닦기 쉬움은 실시 형태 1,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약간 뒤떨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작용 효과

는 마찬가지로 이룰 수 있다.

{제 3, 제 4 발명}

이하, 제 3, 제 4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내지 3을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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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와,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

급하는 도시하지 않은 수도관에 직결되고 밸브를 내장한 세정 장치(2)를 갖고 있다. 또한 변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는, 도 5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오물을 받는 변기부(3)와, 이 변기부(3)의 상연 전둘레에 형성되고, 변

기부(3)에 세정수를 흘러내림이 가능한 림 통수로(4a)를 내부에 갖는 림(4)과,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기부(3)의 하단

에 접속된 트랩부(5)를 구비하고 있다. 트랩부(5)의 1차측 저부에는 노즐구(5a)가 관통되어 있다. 림(4)의 뒤쪽에는 평탄

하게 연장된 장착부(6)가 형성되어 있고, 변기부(3) 및 트랩부(5)는 림(4) 및 장착부(6)로부터 아래쪽으로 연장되는 대좌

부(7)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좌부(7)의 뒤쪽 중앙에는 내부로 관통되는 개구(7a)가 형

성되어 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정 장치(2)에는 제트용 배관(8)이 접속되어 있고, 이 제트용 배관(8)은 개구(7a)를 통하여 대

좌부(7) 내로 연장되어 있다. 또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개구(7a)의 외측에는 제트용 배관(8)을 밀봉하는 밀봉재(13)

가 마련되어 있다. 제트용 배관(8)은 노즐구(5a)에 고정된 제트 노즐(9)에 접속되어 있다. 제트 노즐(9)의 제트구(9a)는 세

정 장치(2)로부터 공급된 세정수를 트랩부(5)에 따라 분출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림 통수로(4a) 후방측에는 세정 장치(2)와 접속된 림용 배관(10)이 수납되고, 림용 배관(10)은 세정 장치(2)로부터

공급된 세정수를 림 통수로(4a) 내로 분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5)의 2차측인 배출구(5b)에는, 화장실의 마루밑

에 마련된 도시하지 않은 배출관과 배출구(5b)를 접속하는 배출 소켓(11)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특징적인 구성으로서는, 서양식 수세식 변기(1)의 변기부(3)의 저부 및 트랩부(5)의 1

차측이 면 형상의 히터(12)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제트용 배관(8)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히터(12)에 인접하고

있다. 히터(12)의 도시하지 않은 코드는 서양식 변기 본체(1)의 대좌부(7)에 관통된 도시하지 않은 다른 개구에 삽통되고,

이 개구의 외측에는 코드를 밀봉하는 도시하지 않은 밀봉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도 4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히터(12)의 아래쪽에서는, 트랩부(5) 및 제트용 배관(8)을 둘러싸도록, 대좌부(7)

의 내면에 주연(周緣)이 고정되고, 트랩부(5)의 배출구(5b)를 노출시킨 면 형상의 방로재(13)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5)를 가열하는 히터(12)가 제트용 배관(8)도 가열하기 때문에, 한

랭지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제트용 배관(8) 내의 세정수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수에 의한 유지 비용의

저렴화와, 한기의 사용 가능 상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제트용 배관(8) 독자의 히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의 저렴화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면, 제조 단가 및 유지 비용의 저렴화와, 한기에서의 사용 가능 상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개구(7a)가 윗쪽에서부터 눈으로 보기 쉬운 위치에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식 수세식 변

기의 조립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1)에 관통된 개구(7a)가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트랩부(5) 및 제트용

배관(8)을 포함하는 대좌부(7)의 내부에 개구(7a)로부터 습기를 포함한 새로운 공기가 침입하는 일은 없고, 방로 효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트랩부(5)를 방로하는 방로재(13)에 의해 제트용 배관(8)을 방로하기 때문에 제트용 배관(8) 독자의 방

로재가 불필요하게 되고,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1)의 변기부(3)의 저부, 트랩부

(5)의 1차측 및 제트용 배관(8)이 면 형상의 히터(15)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도, 실시 형태 1과 같은 작용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실시 형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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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형태 3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히터(12)의 코드(12a)가 제트용 배관(8)과 함께 개구

(7a)에 삽통되어 있다. 개구(7a)의 외측에는 이들 제트용 배관(8) 및 코드(12a)를 밀봉하는 밀봉재(16)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 또는 실시 형태 2와 같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코드(12a)를 삽입 통과하기 위한 개구(7a)를 별도로 서양식 변기 본체(1)에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양식 변기 본체(1)의 제조가 용이하게 되고,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볼품도 좋게 되어

있다. 다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 또는 실시 형태 2와 같다.

{제 5 발명}

이하, 제 5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2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5)와, 이 서양식 변

기 본체(5)에 마련된 세정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변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5)는, 배설물을 받는 변기부(1)와, 변기부(1)의 상연의 전둘레에 형성된 개방 림(2)과, 변기부(1)의 하단

에 접속된 트랩부(3)를 갖고 있다.

또한 서양식 변기 본체(5)의 뒤쪽에는 세정 장치의 일부인 도시하지 않은 세정 탱크가 장착되어 있고, 이 세정 탱크는 도시

하지 않은 배관에 의해 세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과 접속되어 있다. 세정 탱크의 아래쪽에는, 세정 장치의 다른 일부

로서, 서양식 변기 본체(5)에 대면하여 우측으로 연장되는 호스(8)를 갖고 있다.

변기부(1)와 개방 림(2)과의 경계에는 안쪽으로 돌출되는 단부(6)가 형성되어 있고, 이 단부(6)에 의해 개방 림(2) 내에는

림 통수로(4)가 형성되어 있다. 림 통수로(4)는 변기부(1)에 노출하게 되어 있고, 개방 림(2)의 내측벽부와 변기부(1)가 이

루는 개구(4a)를 경유하여 세정수를 변기부(1)를 향하여 사수하게 되어 있다. 호스(8)의 선단은 이 림 통수로(4) 내에 위치

하고 있다.

단부(6)의 상면은, 도 12 내지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쪽으로 경사되어 있는 내경사면(6a)과 바깥쪽으로 경사되어 있는

외경사면(6b)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도 10 및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8)로부터 토출되는 세정수의 상류측에서

는, 내경사면(6a)이 작은 면적으로 되고 외경사면(6b)이 큰 면적으로 되어 있다. 도 10 및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

(8)로부터 토출되는 세정수의 하류측을 향하면, 내경사면(6a)과 외경사면(6b)이 거의 동등한 면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도 10 및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8)로부터 토출되는 세정수의 더욱 하류측에서는, 내경사면(6a)이 큰 면적으로

되고 외경사면(6b)이 작은 면적으로 되어 있다. 최하류측에서는 내경사면(6a)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 10 및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양식 변기 본체(5)는 림 통수로(4)를 뒤쪽과는 격리하는 원호 형상의 격벽(7)

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용자의 세정 스위치의 입력에 의해, 세정 탱크로부터 호스(8)를 통하여

세정수가 림 통수로(4)에 토출된다. 이 때, 호스(8)는 서양식 변기 본체(5)에 대면하여 우측에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토

출된 세정수는 림 통수로(4) 내를 우회전으로 안내되면서 변기부(1)로 서서히 흘러 내리고 변기부(1) 내를 선회한다. 그리

고 오물과 함께 트랩부(3)을 경유하여 배출되게 된다.

이리하여,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호스(8)가 한 쪽에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수가 림 통수로(4) 내 또는/및 변

기부(1)의 앞쪽에서 충돌하는 일이 없어서, 이상한 소리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개방 림(2)

이 림 통수로(4)를 변기부(1)에 노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 시작시에 세정수와 공기와의 혼합이 생기지 않고, 그 세정

수는 폐쇄 림의 사수구보다도 넓은 개구(4a)를 경유하여 사수되게 되기 때문에 이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숙성이 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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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변기부(1)의 앞쪽에서의 세정수의 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정수의 비산이 없

고 마루면을 적시는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 불쾌감을 주는 일도 없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

의 세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변기부(1)의 세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세정수는 변기부(1)를 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한쪽으로 돌아감) 배출되기 때문에 오물의 배출 성능도 우수하다.

특히,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단부(6)의 상면이 상기한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8)로부터 토출된 세정

수가 림 통수로(4)의 상류측에서 즉각 변기부(1)로 흘러내리지 않고, 최하류측까지 안내되어 변기부(1) 내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변기부(1) 내의 세정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세정수가 변기부(1) 내에서 선회하기 쉽고, 오물의 배출

성능을 향상킬 수 있다. 또한 최하류측에서 세정수를 변기부(1)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세정수를 재차 주회시키거나, 림

통수로(4) 내 등에 남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정수의 쓸데 없는 사용이 없고 절수 효과도 높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5)가 격벽(7)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방측으로 세정수를 안내하는 일

이 없어서 세정수의 쓸데 없는 사용이 없고 절수 효과도 높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수구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개방 림(2)의 구조가 간단하게 되고, 제조 공정수가 적고,

더 나아가서는 제조 비용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정숙성이 우수한 동시에 마루면을 적실 우려가 없고, 변기부(1)의 세정 능력 및 오물의 배

출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제조 단가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 형태 1에 있어서의 세정 장치 대신에, 수도관과 직

결된 세정 장치(10)가 구비되어 있다. 이 세정 장치(10)는,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뒤쪽 상부에 설치되고, 수도관과 직결

된 장치 본체(10a)와, 이 장치 본체(10a)와 접속되고, 서양식 변기 본체(1)에 대면하여 좌측으로 연장된 파이프(10b)와, 파

이프(10b)의 선단에 마련되고, 림 통수로(4) 내로 돌출되는 노즐(10c)을 갖고 있다. 장치 본체(10a) 내에는 파이프(10b)에

연결되는 통로의 개폐를 행하는 도시하지 않은 밸브가 내장되어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용자의 세정 스위치의 입력에 의해, 수도관 내의 세정수가 세정 장치

(10)의 장치 본체(10a)를 경유하여 파이프(10b)로부터 노즐(10c)로 림 통수로(4) 내로 토출된다. 이 때, 노즐(10c)은 그

세정수의 세력을 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수는 강한 세력으로 림 통수로(4)를 안내되면서 변기부(1)로 흘러내려 선회하

고, 변기부(1)의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과 같다.

{제 6 발명}

이하, 제 6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2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0)에 의해 발면(10a)을

갖는 변기부(1)과, 이 변기부(1)의 저부에 연속되도록 트랩부(2)가 마련되어 있다. 트랩부(2)의 최상부는 거의 평면으로

구성된 반사면(2a)으로 되고, 반사면(2a)은 아래쪽의 배수구(2b)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배수구(2b)는 배수 소켓(7)을

통하여 도시하지 않은 배수관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변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또한 유수를 확보하는 트랩부(2)의 유수부의 저부에는 노즐구(3)가 관통되고, 노즐구(3)에는 제트용 배관(8)과 접속된 제

트 노즐(9)이 고정되어 있다. 제트 노즐(9)의 트랩부(2) 내의 선단이 제트구(9a)로 되어 있다. 또한 변기부(1)의 상연 전둘

레에는 림 통수로(4a)를 내부에 갖는 림(4)이 형성되어 있다. 변기부(1)의 뒤쪽 상부에는 선단이 림 통수로(4a) 내로 열린

림용 배관(5)이 마련되어 있다. 제트용 배관(8) 및 림용 배관(5)은 내부에 도시하지 않은 2개의 밸브를 내장하는 세정 장치

(6)에 접속되고, 세정 장치(6)는 도시하지 않은 수도관에 직결되어 있다.

등록특허 10-0670437

- 17 -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시하지 않은 본체 또는 리모트 콘트롤의 배수 버튼 스위치가 눌려지면, 우선 세정 장치(6)

가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

된 도시하지 않은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발면(1a)을 세정한다. 그리고 세정 장치(6)가 그 한쪽의 밸브를 닫

는다.

다음에, 세정 장치(6)가 다른쪽의 밸브를 열고, 제트용 배관(8)을 통하여 제트 노즐(9)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는 제

트구(9a)로부터 트랩부(2) 내에서 분사 방향(D1)을 향하여 분출된다. 이 제트구(9a)로부터 분출된 세정수에 의해 사이펀

작용을 강제적으로 일으킨다. 그리고 오물을 포함한 세정수는 배수 소켓(7)을 통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된다.

이 때, 제트구(9a)로부터 분사 방향(D1)을 향하여 분출된 세정수는, 반사면(2a)에 의해 배수로(2b)의 중심 방향(D2)으로

반사된다. 이 때문에 반사된 세정수는, 반사면(2a)보다 하류측의 벽면과 충돌하는 일 없이, 배수구(2b)로 배출되고, 세정

수끼리가 충돌하는 일도 적다. 특히,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중심 방향(D2)이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반사된 세정수

는 중력에 의해 더욱 배출 속도가 증대한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가 반사면(2a)상에서 충돌하는 점

에 있어서, 반사면(2a)에 수직하게 세운 가상선(P)과 세정수의 분사 방향(D1)이 이루는 각(A1)과, 가상선(P)과 배수구

(2b)의 중심 방향(D2)이 이루는 각(A2)이 등각이다. 이 때문에 제트(9a)로부터 분사된 세정수가 반사면(2n)에 의한 한번

의 반사에 의해 배수구(2b) 중심 방향(D2)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세정수는 세력이 유지된 채로 배수구(2b)에 달한다. 이로

써, 배수성이 향상되고, 사이펀 작용이 강력하게 된다. 그리고 세정 장치(6)가 그 다른쪽의 밸브를 닫는다.

최후로, 세정 장치(6)가 재차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용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

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된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아래쪽 및 트랩부(2)의 유수부에 유수가 형성된다. 그

리고 세정 장치(6)가 한쪽의 밸브를 닫고, 모든 동작이 종료된다.

따라서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면, 세정수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량의 세정수로 충

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수를 확보하는 트랩부(2)의 유수부의 저부에는, 배

니주입 성형시에 슬러리를 가급적 소량으로 하여 저장한 저장부(2f)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저장부(2f)와 연속하여 하

방측벽면(2c)이 제트구(9a)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D1)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도 16에 도시한 실시 형

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와 동일한 구성에 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설명을 생략하다. 또한 변

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 16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시하지 않은 본체 또는 리모트 콘트롤의 배수 버튼 스위치가 눌려지면, 우선 세정 장치(6)

가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

된 도시하지 않은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발면(1a)을 세정한다. 그리고 세정 장치(6)가 한쪽의 밸브를 닫는

다.

다음에, 세정 장치(6)가 다른쪽의 밸브를 열고, 제트용 배관(8)을 통하여 제트 노즐(9)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는 제

트구(9a)로부터 트랩부(2) 내에서 분사 방향(D1)을 향하여 분출된다. 이 제트구(9a)로부터 분출된 세정수에 의해 사이펀

작용을 강제적으로 일으킨다. 그리고 오물을 포함한 세정수는 배수 소켓(7)을 통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된다.

이 때, 세정수는, 트랩부(2)의 중심선에 따라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선보다 하방측벽면(2c) 부근에 따라 분출된다. 특

히,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저장부(2)가 배니주입 성형시에 슬러리를 가급적 소량 저장하고, 트랩부(2)의 하방측변

면(2c)이 제트구(9a)에 의한 세정수의 분사 방향(D1)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세정수가 이 하방측벽면(2c)

부근에서 평행하게 분출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방측벽면(2c)에 잔류할 수 있는 침전물도 트랩부(2)에 남는 일 없이 배출

되고, 오물을 확실하게 배출할 수 있다.

최후로, 세정 장치(6)가 재차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용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

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된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아래쪽 및 트랩부(2)의 유수부 내에 유수가 형성된다.

그리고 세정 장치(6)가 한쪽의 밸브를 닫고, 모든 동작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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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해서도, 세정수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량의 세정수로

충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다. 다른 작용 및 효과는 상기 실시 형태 1과 같다.

{제7 발명}

이하, 제 7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내지 3을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1)와, 외부로부터 세정

수를 공급하는 도시하지 않은 급수관에 직결되고, 도시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시켜 이 서양식 변기

본체(11)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 장치(12)를 구비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1)는, 변기부(13)와, 이 변기부(13)의 상연의 전둘레에 형성되고, 변기부(13)에 세정수를 흘러내림이

가능한 림 통수로(14a)를 내부에 갖는 림(14)과, 변기부(13)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15)를 갖고 있다.

림 통수로(14a) 뒤쪽에는 세정 장치(12)와 림용 배관(20)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15)는 정단(頂端)(15d)에 의해 변

기부(13) 내에 유수를 형성하는 유수부(15a)를 갖고 있다. 여기서, 트랩부(15)의 정단(15d)은 배출 방향으로 직행하는 단

면 형상에 의해 1점 또는 수평선으로서 결정된다. 유수부(15a)의 바닥에는 노즐구(15b)가 관통되고, 노즐구(15b)에는 세

정 장치(12)와 제트용 배관(18)에 의해 연결된 제트 노즐(19)이 마련되어 있다. 제트 노즐(19)의 제트구(19a)는 정단(15d)

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변기부(13)와 림(14)과의 경계에 있어서의 가장 후방측의 부분에 변기부(13)의 후단(13a)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변

기부(13)와 림(14)의 뒤쪽에는, 도시하지 않은 변기 시트, 난방 기능이 있는 변기 시트, 국부 세정 기능이 있는 변기 시트

등을 부착하기 위한 한 쌍의 변기 시트 부착 구멍(16)이 형성되어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정단(15d)이 각 변

기 시트 부착 구멍(16)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또한 변기부(13)의 후단(13a) 보다도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트랩부(15)의 정단(15d)보다 하류측의 배출구(15c)에는 상하로 연장된 배수 소켓(17)이 접속되고, 배수 소켓(17)은

마루면으로부터 돌출된 도시하지 않은 배수관과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가 세정 장치(12)로부터 림용 배관(20)을 통하여 림 통수로(14a)에

공급되고, 그곳으로부터 변기부(13)로 흘러내린다. 또한 세정수가 세정 장치(12)로부터 제트용 배관(18) 및 제트 노즐(19)

을 통하여 제트구(19a)로부터 분출되고, 트랩부(15)에 강제적으로 사이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로써, 세정수는 오물과 함

께 트랩부(15)에 따라 후방측으로 배출되고, 배출구(15c)로부터 배수 소켓(17)을 통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된다.

이리하여,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정단(15d)이 각 변기 시트 부착 구멍(16)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또한 변기부(13)

의 후단(13a)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어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

식 변기에서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는 세정 탱크를 갖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

어 있다.

따라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전체로서 소형화되기 때문에 화장실의 공간 절약을 실현할 수 있고, 비교적 큰 공간

을 확보할 수 없는 화장실이라도 넓다는 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용자가 화장실 내

에서 움직이기 쉽게 되거나, 공간의 다른 것으로의 유효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리하여 서양식 수세식 변기가 소형

화 되기 때문에 제조를 위한 자원 절약화 및 저비용을 실현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랩부(15)의 후벽(15e)이 변기부(13)의 후단(13a)

과 연직 방향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 이로써, 정단(15d)은 각 변기 시트 부착 구멍(16)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또한 변기부

(13)의 후단(13a)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체 길이가 더욱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본 발명이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다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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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랩부(15)의 후벽(15e)을 변기부(13)의 후단(13a)보다 앞쪽에 위치시키면, 더욱 본 발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실시 형태 3)

실시 형태 3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2O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랩부(15)가 정단(15d)보다 하류측(15f)에서 앞쪽

으로 굴곡되어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소형화를 위해 트랩부(19)를 은폐하는 대좌부(21)를 작게

하더라도, 배출구(15c)가 대좌부(21) 내의 후방측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수 소켓(17)과 알맞게 접속할 수 있다. 다

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과 같다.

{제 8 발명}

이하, 제 8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 1, 2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 형태 1)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1)와, 외부로부터 세정

수를 공급하는 도시하지 않은 급수관에 직결되고, 도시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에 의해 세정수를 토출시켜 이 서양식 변기

본체(11)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 장치(12)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변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1)는, 변기부(13)와, 이 변기부(13)의 상연의 전둘레에 형성되고, 변기부(13)에 세정수를 흘러내림이

가능한 림 통수로(14a)를 내부에 갖는 림(14)과, 변기부(13)의 하단에 접속된 트랩부(15)를 갖고 있다.

림 통수로(14a)의 뒷쪽에는 세정 장치(12)와 접속된 림용 배관(2O)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15)는 정단(15d)에 의

해 변기부(13) 내에 유수를 형성하는 유수부(15a)를 갖고 있다. 여기서, 트랩부(15)의 정단(15d)은 배출 방향으로 직행하

는 단면 형상에 의해 1점 또는 수평선으로서 결정되어 있다. 유수부(15a)의 저부에는 노즐구(15b)가 관통되고, 노즐구

(15b)에는 세정 장치(12)와 제트용 배관(18)에 의해 연결된 제트 노즐(19)이 마련되어 있다. 제트 노즐(19)의 제트구(19a)

는 정단(15d)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트랩부(15)의 입구(TI)의 중심(TO)은, 변기부(13)의 중앙(BO)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트랩부(15)의 입구

(TI)는, 변기부(13)로부터 트랩부(15)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변기부(13)로부터 트랩부(15)

에 이르는 부분은, 변기부(13)의 후벽(13b)의 하단(13d)(TR)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구(TI)의 중심(TO)은, 하단

(13d)(TR)과 입구(TI)의 전단(TF)을 잇는 선분(TL)의 중점이다.

또한 변기부(13)의 수평 방향에서의 중앙(BO)은, 변기부(13)의 후단(13r)에 세운 수선(BR)과 변기부(13)의 전단(13f)에

세운 수선(BF)의 중간에 가정되는 수선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변기부(13)와 림(14)의 경계에 있어서의 가장 후방측의

부분이 변기부(13)의 후단(13r)이고, 가장 전방측의 부분이 변기부(13)의 전단(13f)이다.

또한 트랩부(15)는 정단(15d)보다 상류측에서 내면을 원통면으로 하는 원통부(15h)를 갖고 있다. 이 원통부(15h)의 축심

선(軸芯線)(15g)은 수평 방향에 대해 각도 θ(θ=45도)로 연장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15)의 정단(15d)보다 하류측의 배출구(15c)에는 상하로 연장된 배수 소켓(17)이 접속되고, 배수 소켓(17)은

마루면으로부터 돌출된 도시하지 않은 배수관과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가 세정 장치(12)로부터 림용 배관(20)을 통하여 림 통수로(14a)에

공급되고, 그곳으로부터 변기부(13)로 흘러내린다. 또한 세정수가 세정 장치(12)로부터 제트용 배관(18) 및 제트 노즐(19)

을 통하여 제트구(19a)로부터 분출되고, 트랩부(15)에 강제적으로 사이펀 효과를 생기게 한다. 이로써, 세정수는 오물과

함께 트랩부(15)에 따라 후방측으로 배출되고, 배출구(15c)로부터 배수 소켓(17)을 통하여 배수관으로 배출된다.

이리하여,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트랩부(15)의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입구(TI)의 중심(TO)이 변기부(13)의 수

평 방향에서의 중앙(BO)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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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원통부(15h)의 축심선(15g)이 수평 방향에 대해 45도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의 수위를 확보하면서, 트랩부

(15)에 의한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후 방향에서의 길이가 단축되어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세정수를

일단 저장하는 세정 탱크를 갖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전체 길이가 단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전체로서 소형화 되기 때문에 화장실의 공간 절약을 실현할 수 있고, 비교적 큰 공간

을 확보할 수 없는 화장실이라도 광대감을 띌 수 있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사용자가 화장실 내에서 움직기

쉽게 되거나, 공간을 다른 것에 유효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리하여 서양식 수세식 변기가 소형화 되기 때문에 제조

를 위한 자원 절약화 및 저비용을 실현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랩부(15)의 정단(15d)보다 하류측(15i)이 앞쪽으

로 굴곡되어 있다. 다른 구성은 실시 형태 1과 같다.

이러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있어서는, 서양식 변기 본체(11)의 소형화를 위해 트랩부(15)를 은폐하는 대좌부(21)를 작게

하더라도, 배출구(15c)가 대좌부(21) 내의 후방측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수 소켓(17)과 알맞게 접속할 수 있다. 다

른 작용 효과는 실시 형태 1과 같다.

{제 9 발명}

이하, 제 9 발명을 구체화 한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하다,

(실시 형태)

실시 형태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기제의 서양식 변기 본체(10)와, 내부에 도시하지 않

은 2개의 밸브를 내장하는 세정 장치(6)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변기 시트 및 변기 뚜껑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0)에는 발면(1a)을 갖는 변기부(1)와, 이 변기부(1)의 저부에 연속되도록 트랩부(2)가 마련되어 있다.

트랩부(2)의 최상부는 개략 평면으로 구성된 반사면(2a)으로 되고, 반사면(2a)은 아래쪽의 배출구(2b)에 연결되어 있다.

서양식 변기 본체(10)의 배출구(2b)와 마루면(15)으로부터 돌출된 배수관(7)은 수지제의 배수 소켓(11)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배수 소켓(11)은, 일체 성형된 수지제의 배수 소켓 본체(12)와, 하면에 구멍(13a)이 형성된 수지제의 캡(13)과, 고무

제의 패킹(14)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수 소켓 본체(12)와 마루면(15)은 나사(16)에 의해 고정되고, 서양식 변기 본체(10)

와 배수 소켓 본체(12)는 나사(17)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또한 트랩부(2)의 유수부의 저부에는 노즐구(3)가 관통되고, 노즐구(3)에는 세정 장치(6)와 제트용 배관(8)에 의해 접속된

제트 노즐(9)이 고정되어 있다. 제트 노즐(9)의 트랩부(2) 내의 선단이 제트구(19a)로 되어 있다. 또한 변기부(1)의 상부에

는 림 통수로(4a)를 내부에 갖는 림(4)이 형성되어 있다. 변기부(1)의 뒤쪽 상부에는, 세정 장치(6)와 접속되고, 선단이 림

통수로(4a) 내로 열리는 림용 배관(5)이 마련되어 있다. 세정 장치(6)는 도시하지 않은 수도관에 직결되어 있다.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도시하지 않은 본체 또는 리모트 콘트롤의 배수 버튼 스위치가 눌려지면, 우선 세정 장치(6)

가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

된 도시하지 않은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발면(1a)을 세정한다. 그리고 세정 장치(6)가 그 한쪽의 밸브를 닫

는다.

다음에, 세정 장치(6)가 다른쪽의 밸브를 열고, 제트용 배관(8)을 통하여 제트 노즐(9)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는 제

트구(9a)로부터 트랩부(2) 내에서 분출된다. 이 제트구(19a)로부터 분출된 세정수에 의해 사이펀 작용을 강제적으로 일으

킨다. 그리고 세정수와 함께 오물을 포함할 수 있는 오수는, 배수 소켓(11)을 통하여 배수관(7)으로 배출된다.

오수가 배수 소켓(11)을 통하여 배출될 때, 일부는 캡(13)의 구멍(13a)에 의해 차단되어, 난류가 생기고 수막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형성된 수막의 작용에 의해 트랩부(2)가 오수로 만수 상태로 되고, 이 후, 만수 상태의 오수는, 수막이 깨짐에 의

해 배수관(7) 측으로 끌려들어가도록 배출된다(사이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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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세정 장치(6)가 외부로부터 세정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에 직결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수도압의 세정수를 토출 가

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출하는 세정수의 양을 미묘하게 조절하기 쉽다. 이 때문에 충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는 최소량의

세정수를 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서는, 수지제의 배수 소켓(11)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멍(13a)을 정밀도 좋게 또한 용이

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량의 세정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사이펀 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후로, 세정 장치(6)가 재차 한쪽의 밸브를 열고, 림용 배관(5)을 통하여 림 통수로(4a)에만 통수한다. 이로써, 세정수가

림(4)의 하단에 다수 마련된 사수구로부터 유출되고, 변기부(1)의 아래쪽 및 트랩부(2)의 유수부 내에 류수가 형성된다. 그

리고 세정 장치(6)가 한쪽의 밸브를 닫고, 모든 동작이 종료된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면, 세정수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량의 세정수로 충

분히 오수를 배출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예는 예시이고, 제 1 내지 9 발명은 그 주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경을 가한 양태로 실시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따라서 제 1, 제 2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림에 오염이 부착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악취 등이 생기기 어렵고,

사용자에 쾌감을 주고, 또한 위생적이다. 제 3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면, 제조 단가 및 유지 비용의 저렴화와,

한기에서의 사용 가능 상태의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양립할 수 있다. 제 4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제조 비용의 저렴화

를 실현할 수 있다. 제 5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정숙성이 우수한 동시에 마루면을 적실 우려가 없고, 변기부의 세정

능력 및 오물의 배출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제조 비용의 저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제 6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

면, 세정수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세정수로 충분히 오물을 배출할 수 있다. 제 7, 8 발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는 전체로서 소형화 된다. 이 때문에 근년의 주택 등에 있어서 이 서양식 수세식 변기를 채용하면 스페

이스 절약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화장실이라도 광대감을 띌 수 있다. 또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화장실 내에서 움직기 쉽게 되거나, 공간의 다른 것으로의 유효 이용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리하여 서양식 수세식 변기가 소형화 되기 때문에 제조를 위한 자원 절약화 및 저비용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제 9 발

명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의하면, 소량의 세정수로 충분히 오수를 배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 1, 제 2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2는 제 1, 제 2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3은 제 1, 제 2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3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주요부 확대 단면도.

도 4는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5는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에 관한 서양식 변기 본체의 평면도.

도 6은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횡단면도.

도 7은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주요부 종단면도.

도 8은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횡단면도.

도 9는 제 3, 제 4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3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주요부 종단면도.

도 10은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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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12는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에 관계되고, 도 10의 위치 I에 있어서의 단부 등의 확대 단면도.

도 13은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에 관계되고, 도 10의 위치 Ⅱ에 있어서의 단부 등의 확대 단면도.

도 14는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에 관계되고, 도 10의 위치 Ⅲ에 있어서의 단부 등의 확대 단면도.

도 15는 제 5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평면도.

도 16은 제 6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17은 제 6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18은 제 7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에 관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19는 제 7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에 관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20은 제 7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3에 관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21은 제 8 발명에 관한 트랩부의 입구의 상면도.

도 22는 제 8 발명에 관한 다른 트랩부의 입구의 상면도.

도 23은 제 8 발명에 관한 변기부의 상면도.

도 24는 제 8 발명에 관한 다른 변기부의 상면도.

도 25는 제 8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1에 관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26은 제 8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 2에 관한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27은 제 9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 형태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28은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단면도.

도 29는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 30은 종래의 서양식 수세식 변기의 종단면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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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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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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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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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67043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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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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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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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등록특허 10-0670437

- 30 -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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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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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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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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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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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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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등록특허 10-0670437

- 38 -



도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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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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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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