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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수형 분수 수세미와 이구 수도꼭지

본 고안은 가정용으로 분수 수세미에 관한 것으로 분수 수세미(21)는 분수기에 수세미(14)를 부착 하여 수세미와 분
수가 함께 움직이게 하여 식기나 기타 세척물을 씻을 때 수세미가 문지르고 딱은 곳에 물이 함께 분사 되여 이물질을 씻
어 버리고 행구게 된다.

분수 수세미는 이구(2개의 배수구)수도꼭지(20)에 접속하여 함께 사용 한다

이구 수도꼭지(20)는 분수 수세미(21)사용시 물의 흐름을 수세미 쪽으로 하고 분수 수세미(21)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구 수도꼭지(20)에 있는 걸고리(5)에 걸어둔다

이때에는 걸고리는 아래로 내려 오면 걸고리 와 연결된 개폐판(7)이 배수파이프(3)를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4)를 열
어 이 곳으로 물이 나오게 되여 물을 받아 쓰게 된다,

다시 분수 수세미(21)를 걷어 내어 쓰게 되면 걸고리(5)는 위로 올라가 면서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개폐판(7)
이 앞쪽으로 밀려와[용수철(6)이 미는 힘으로] 배수파이프(4)는 닫아 물을 분수 수세미(21)쪽으로 흐르게 한다

분수 수세미(21)로 야채를 씻을 때는 분수구(11)에 술(15)을 돌려 끼워 사용하는데 이 경우 야채에 물이 분사되고 동
시에 솔질이 더하게 되여 야채는 더욱 깨끗 하게 씻겨지고 행구어 진다,

야채를 씻은 후에는 솔(15)은 빼내고 다시 분수 수세미(21)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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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분수 수세미와 이구 수도꼭지와의 연결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분수 수세미와 이구 수도꼭지의 연결 완성 사시도

제2도는 이구수도꼭지 내부사시도 제3도는 분수기사시도

제4도는 수세미와 솔의 사시도

※ 도면에 기제된 부호설명

1, 축

2, 접합 호스 (원 수도꼭지 와 연결 부분)

3, 배수파이프 (분수 수세미 쪽) 4, 배수파이프

5, 걸고리 6, 용수철

7, 개폐판 8, 못 (용수철 거는 못)

9, 호수 10, 파이프(호수 연결파이프)

11, 분수구 (내면에 양각나선) 12, 둥근판 (수세미 지지판)

13, 장방형 구멍 (수세미에 부착된 끈 삽입구)

14, 수세미 15, 솔 (원뿔형)

16, 조음고리 나사 17, 소켓트(호수 고정용)

18, 끈(수세미에 부착된 수세미고정용)

19, 뚜껑(이구 수도꼭지) 20, 이구 수도꼭지

21, 분수 수세미 22, 원형구(수세미 중심부에 있는 구멍)

23, 양각나선(분수구내면) 24, 양각나선(솔의 바탕 외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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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오늘날 우리 나라도 물의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물 절약을 위한 시민 계몽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절수형 용구를 개발보급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분수 수세미는 절수형으로 물을 절약 하기 위해 만든 고안 품이다,

분수와 수세미를 하나로 함께 움직이므로 세척 물을 씻을 때 수세미가 닦은 자리에 물이 밀착 분사됨으로 물의 낭비가 
없어 물의 이용효과가 커서 적은 물로도 깨끗이 씻고 행구어 진다,

이구 수도꼭지는 분수 수세미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 물의 흐름을 바꾸어 준다

본 고안은 가정용으로 분수 수세미에 관한 것으로 분수 수세미는 분수기에 수세미를 부착하여 수세미와 분수가 하나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분수 수세미는 이구 수도꼭지와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수세미와 분수가 함께 움직이게 되여 수세미로 식기나 기타 세척 물을 씻을 때 수세미가 분수기에 부착 되여 있어 수세
미가 식기나 세척 물을 문지르고 닦으면서 물이 곧바로 분사 되여 이물 질을 씻어 버리고 행구게 된다

분수가 수세미와 함께 세척 물에 밀착되어 분사됨으로 물이 다른 공간으로 버려지는 일도 없고 물이 튀어 옷을 적시는 
일도 없다

특히 야채를 씻을 때는 분수구(11)에 솔(15)을 둘러 끼워 야채를 씻는데 물이 분사 되면서 솔질을 더하게 되여 더욱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한 행구어 진다

야채를 씻은 후에는 솔(15)은 빼내고 분수 수세미(21)로 사용한다

분수 수세미(21)로 세척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구 수도꼭지(20)에 있는 걸고리(5)에 걸어 밑으로 당겨 진다

이 경우에는 걸고리(5)가 밑으로 내러 오면 여기에 연결된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개폐판(7)이 위쪽으로 올라가 
배수파이프(3)를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4)를 열게 되어 위쪽으로 물을 받아 쓴다

다시 분수 수세미(21)를 걷어 내여 사용하게 되면 걸고리(5)를 옆으로 저희면 위로 올라가고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용수철(6)의 미는 힘으로 개폐판(7)은 앞쪽으로 밀려 배수파이프(4)는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3)를 열어 물을 분
수 수세미(21)쪽으로 보내서 씻는 작업을 할 수있다,

물을 절약함은 물론 세척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한 고안이다

이에 대한 종래의 기술은 수포꼭지에 분수기가 연결되어 물을 분수로 또는 물줄기로 나오게 하였다,

그래서 식기를 세척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열어 놓은 상태로 한 손에 식기를 또는 다른 세척 물을 잡고 다
른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문지르며 씻는다,

이 과정에서 물은 대부분이 수세미나 손등에 떨어지고 역공간에 떨어져서 물이 많이 낭비 되며 또 물이 튀어서 옷을 적
시기 도한다

식기를 씻은 후에는 행구기 위해서 수세미 잡은 손을 치우고 따로 행구기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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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물을 오래도록 분사하여 물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쥐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오래 
전부터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대치하는 방법은 물
을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모던 가정에서 생활용수를 10%만 절약해도 소양강 땜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가 생
긴다고 하지 않는가 ?,,,,,,,

요즘 가정에서는 주방에 씽크대로 바뀌어져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통에 받아놓고 씻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꼭
지를 열어 놓은 체로 떨어지는 물 속에서 수세미를 바쁘게 움직여 그릇을 씻는다

이때 물은 손등이나 수세미에 많이 떨어지고 밖의 공간에도 떨어진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옷을 적시기도 한다, 헐려 버리는 물은 감지할 수 없지만 모으면 그 양은 실로 엄청 날것이다

이는 절수형 수도꼭지를 끼워 쓰나 절수 효과가 무색해진다

이에 본 분수 수세미는 분수와 수세미가 함께 움직이므로 특히 물이 세척 물에 밀착 분사됨으로 절수형으로 가능한 한 
물이 적게 나오게 하여 적은 물로도 그릇을 깨끗이 씻고 행굴수 있다,

또 야채 를 씻을 때는 분수구(11)에 솔(15)을 끼워 물을 분사함과 동시에 솔질을 더 함으로 야채는 더욱 깨끗하게 씻
겨지고 행구어 진다,

야채를 씻은 후에는 솔(15)은 빼내고 분수 수세미(21)로 사용한다

이구 수도꼭지(20)는 배수파이프(3)분수 수세미(21)쪽과 다른 배수파이프(4) 2개가 있어 분수 수세미(21)로 세척 
작업을 할 때는 분수 수세미(21)쪽 배수파이프(3)로 물을 보내고 다른 배수파이프(4)는 닫는다,

세척 작업을 마치고 분수 수세미(21)를 걸고리(5)에 걸어 아래로 당겨 두면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개폐판(7)
이 위로 올라가서 배수파이프(3)는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4)는 열어 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분수 수세미(21)는 분수기에 수세미(14)를 부착하여 수세미와 분수가 하나가 되여 세척 물을 씻는데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분수 수세미(21)는 이구 수도꼭지(20)에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이구 수도꼭지(20)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기능을 한다,

분수 수세미(21)의 구성은 분수기는 밑면 중심부에 분수구(11)가 있고(내경에 양각나선(23)이 형성되어있다) 분수구
(11)둘레에는 수세미(14)지지판(12)이 있고 이지지판(12)의 중심 쪽으로 즉 분수구(11)의 원주상에 다수개의 장방
형 구멍(13)이 형성 되어있다

수세미(14)는 특수 제작되어 둥근 원판형으로 중심부에는 분수구(11)와 같은 크기의 둥근 구멍(22)이 나있고 이 구멍
(22)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다수개의 끈(18)이 부착되어있다,

분수기의 수세미(14)지지판(12)에 나있는 구멍(13)이 수세미(14)에 부착된 끈(18)을 끼워 메어 고정한다 (끼워 진 
끈과 바깥 쪽에 끈과 서로 메어 수세미를 고정한다)파이프(10)에 호수(9)를 끼워 소켓트(17)로 돌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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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9)의 다른 끝 단은 이구 수도쪽(20)의 배수파이프(3)에 끼워 소켓트(17)로 고정한다

수세미(14)와 분수가 하나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분수 수세미(21)는 이구 수도꼭지(20)와 호수(9)로 연결하여 사
용 한다

수세미와 분수가 함께 움직이게 되여 수세미로 식기나 기타 세척 물을 씻을 때 수세미가 분수기에 부착 되어 수세미가 
식기나 세척 물을 문지르고 닦으면서 물 이 곧바로 밀착 분사되어 이물질을 씻어 버리고 행구게 된다

분수가 수세미와 함께 세척 물에 밀착되어 분사됨으로 물이 딴 곳으로 떨어지거나 낭비됨이 없어 물의 이용효과가 커서 
적은 물로도 깨끗이 씻고 행구어 진다

분수가 세척 물에 밀착 분사됨으로 물이 다른 공간으로 버려지는 일도 없고 물이 튀어 옷을 적시는 일도 없다,

특히 야채를 씻을 때는 분수구(11)에 술(15)을 돌러 끼워 야채를 씻는데 물이 분사되면서 솔질을 더하게 되여 더욱 깨
끗하게 씻어지고 또 한 행구어 진다,

야채를 씻은 후에는 술(15)은 빼내고 분수 수세미(21)로 사용한다,

분수 수세미(21)로 세척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구 수도꼭지(20)에 있는 걸고리(5)에 걸어 밑으로 당겨 둔다,

이 경우에는 걸고리(5)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연결된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개폐판(7)는 개폐판(7)이 위
쪽으로 올라가 배수파이프(3)를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4)를 열게 되어 위쪽으로 물을 받아쓴다

다시 분수 수세미(21)를 걷어 내여 사용하게 되면 걸고리(5)를 옆으로 살짝 저희면 위로 올라 가고 이구 수도꼭지(20)
내에 있는 용수철(6)의 미는 힘으로 개폐판(1)은 앞 쪽으로 밀려 배수파이프(4)닫고 다른 배수파이프(3)를 열어 물을 
분수 수세미(21)쪽으로 보내서 씻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용상 물을 절약함은 물론 세척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한다

이구 수도꼭지(20)는 원통형으로 바닥 면의 중심에 축(1)이 끼워져 있고 축(1)에 용수철(6)을 끼우고 개폐판(7)을 
끼워 용수철(6)의 한쪽 끝은 개폐판(7)에 걸고 다른 한끝은 지지 못(8)에 건다

바닥 면의 바깥 쪽에 나온 축(1)에 걸고리(5)를 고정한 다음 뚜껑(9)을 덮는다, 원통 면에 연결된 3개의 파이프(2)는 
원 수도꼭지에 연결되고 파이프(3)는 분수 수세미(21)가 연결 되고 파이프(4)는 일반용수를 받아 쓴다,

작용에 있어서는 분수 수세미(21)는 분수기에 수세미가 부착되어 분수와 수세미가 하나로 함께 움직인다,

수세미가 식기나 기타 세척 물을 문지르고 닦게 되면 분수도 함께 세척 물에 밀착되어 물을 분사함으로 이물질을 씻어 
버리고 동시에 행구게 된다,

물이 세척 물에 밀착하여 분사됨으로 물이 다른 공간으로 뿌려져서 낭비되는 일도 없고 물이 튀어 옷을 적시거나 주변
을 적시는 일도 없다

낭비되는 물이 없으므로 물의 이용 효과가 커서 적은 물로도 빨리 세척 작업을 마칠 수있다,

야채를 씻을 때는 수세미(14)의 중심부에 있는 분수구(11)에 술(15)을 끼워 야채에 물을 분사함과 동시에 솔질을 더
하게 되여 야채를 더욱 깨끗하게 씻고 행구게 된다,

야채를 씻은 후에는 솔(15)은 빼내고 분수 수세미(21)로 사용한다,

    
이구 수도꼭지(20)는 분수 수세미(21)로 세척작업을 할 때는 배수파이프(3)로 물을 보내지만 작업을 마치고 분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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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21)를 걸고리(5)에 걸어 아래로 당겨 두면 이구 수도꼭지(20)내에 있는 개폐판(7)이 위로 올라가 배수파이프(
3)는 닫고 다른 배수파이프(4)는 열려 이쪽으로 물이 나오게 된다(이 파이프에는 절수형 분수기를 끼우도록 되여 있다) 
분수 수세미(21)를 걷어 내여 쓰게 되면 걸고리(5)가 위로 올라가고 개폐판(7)은 아래로 내려와 배수파이프(3)가 열
리고 다른 배수 파이프가 닫친다
    

    발명의 효과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수 수세미(21)와 이구 수도쪽지(20)가 호수구로 연결되어 2개가 1조로 구성된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분수기(21)는 수세미 지지판(12)을 형성하고 지지판의 중심 쪽으로 다수개의 장방형의 구멍(13)을 
형성하고 수세미(14)는 중심부에 분수구(11)와 같은 크기의 원형군(22)가 있고 이 원형구(22)구를 중심으로 방사형
으로 다수개의 끈(18)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이구 수도꼭지(20)는 내부에 개폐판(7)과 용수철(6)을 축에 끼워 용도에 따라 배수구(3)(4)를 열고 
닫아 물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솔(15)은 원뿔형으로 분수구(11)에 끼우고 빼도록 한 구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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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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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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