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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많은 자유도를 가진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이 워터 스플레이는 컴퓨터에 의해 노즐의 방향이

제어될 수 있도록 장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터 디스플레이 노즐들을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노즐에 공급

되어지는 물의 압력 또한 원하는 대로 제어될 수 있다. 또한 야간 사용을 위해 노즐로 부터의 방출물을 비추는 적절한 빛이

노즐의 방향과 함께 조절될 수 있다. 전체 조립체의 높이가 작동위치, 수면 아래로 완전히 후퇴한 위치와 이 수면위로 뻗은

서비스위치 사이에서 바람직하게 제어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와 특징들이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노즐, 롤모터, 피치모터, 워터가이드, 위치결정요크, 안정요크, 지지프레임, 플랫폼링크, 짐벌조립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작동위치에 있어서의 워터 디스플레이의 측면도.

도 2 는 본 발명의 워터 디스플레이의 평면도.

도 3 은 짐벌(gimbal)내로의 램프의 설치에 관한 분해사시도.

도 4 는 서비스위치로 이동된 짐벌을 도시한 측면도.

도 5 는 후퇴 또는 대기위치로 이동된 짐벌을 도시한 측면도.

도 6 은 위 워터 디스플레이의 측면도.

도 7 은 위 워터 디스플레이의 정면도.

도 8 은 본 발명의 변경 실시예의 측면도.

도 9 는 도 8의 변경 실시예의 워터 디스플레이의 평면도.

도 10 은 노즐의 운동상태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워터 디스플레이의 또 다른 변경 실시예의 측면도.

도 11 은 가변제어(variable control)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노즐의 실시예에 관한 단면도.

도12 는 도11의 선 12-12를 따라 취해진 노즐의 웜기어의 부분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워터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노즐과 연관된 조명의 운동을 제어하는 워터 디스플레이에 관

한 것이다.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워터 디스플레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복합건물들과 상업건물들 주위에 장식적인 눈요기거리

로서 매우 자주 설치되어지고 있다. 많은 그와같은 워터 디스플레이들은 다양한 개개의 워터 디스플레이등이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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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연못 또는 풀의 형태로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컴퓨터의 제어하에서 어떠한 개별적인 워터 디스플

레이에서 제공되어지는 변화가 증가할수록, 일반대중의 그 눈요기거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설치에 있어서의 개개의 워터 디스플레이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만약 그 디스플레이가 원하는 결과

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흥미롭게 조명되어질 수 있다면, 야간에 그런 디스플레이들의 작동은 보통 그런 디스플레이들

의 시각적인 효과를 향상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워터 스플레이는 컴퓨터에 의해 노즐의 방향이 제어될 수 있도록 장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터 디스플레이 노즐들

을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노즐에 공급되어지는 물의 압력 또한 원하는 대로 제어될 수 있다. 또한 야간 사용을

위해 노즐로 부터의 방출물을 비추는 적절한 빛이 노즐의 방향과 함께 조절될 수 있다. 전체 조립체의 높이가 작동위치, 수

면 아래로 완전히 후퇴한 위치와 이 수면위로 뻗은 서비스위치 사이에서 바람직하게 제어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도록 설명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세한

설명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전문가가 이 개시를 판독함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잘 알려진 요소,장치,진행단계 등은 본 발명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예시하는 도 1 부터 도 12에 참고자료가 만들어 진다. 도 1 은 작동 또는 실행위치에서 본 발명에 따

른 전형적인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측면도이다. 워터 디스플레이(10)는 컴퓨터(20), 보조설비(30), 연동장치(40), 펌프

(80)및 짐벌조립체(100)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컴퓨터(20)는 보조설비(30)를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잔여장치에 제공하

는 것을 제어하도록 작동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잔여장치는 각각 컴퓨터(20)와 통신링크(22)를

가지는 전원장치(32)와 공기공급장치(34)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연료(워터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화염을 포함시키기 위

한), 불꽃착색제들(fire color agents),점화기, 광선착색휠들(light beam coloring wheels) 등과 같은 다른 설비들이 필요

에 따라 보조설비(30)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통신링크(22)는 케이블을 통한 직접 링크 되거나, 공지된 방법들을 통한 간접

링크가 될 수 있다.

공기 공급장치(34)는 작동 또는 실행위치(도 1에 도시됨), 서비스위치(도 4에 도시됨), 그리고 대기위치(도 5에 도시됨)와

같은 3 개의 수직위치들에서 짐벌조립체(100)를 위치결정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힘은 먼저 유체라인(36)을 통해서 연결장치(40)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연결장치(40)에 의해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연

결장치(40)을 통해서 짐벌조립체(100)에 이러한 제어된 운동을 전달함으로써 짐벌조립체(100)는 그 세가지 수직위치들

중의 하나에 위치결정되어질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연결장치(40)은 짐벌조립체(100)에 운동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실린더, 피스톤, 피벗및 요크와

같은 상호연결된 기계요소들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연결장치(40)는 실린더(42),피스톤(44),

실린더(46), 피스톤(48), 핀(50), 위치결정요크(52),

플랫폼 링크(54), 핀(56), 지레받침(58), 프레임(60), 베이스(64), 볼트(66), 지지프레임(70), 안정요크(72), 핀(74), 그리

고 핀(76)로 구성될 수 있다.

공기공급장치(34)는 유체라인(36)으로 개략적으로 표현된 적절한 수의 유체라인들을 통하여 연결장치(40)의 실린더(42)

와 실린더(46)에 연결될 수 있다. 위치결정요크(52)를 움직이기 위해서, 각각의 실린더는 공기공급장치(34)로부터 공기까

지 반응하는 피스톤을 가지고 있다. 피스톤(44)는 실린더(42)와 함께 작동하고 피스톤(48)은 실린더(46)와 함께 작동한다.

도 1에 도시된 피스톤(44)은 짐벌조립체(100)를 실행위치로 들어올리기 위해 공기공급장치(34)로부터의 유체의 압력하에

있다. 도 1에 도시된 피스톤(48)은 공기공급장치(34)로부터의 유체의 압력하에 있지 않아, 실행위치에 짐벌조립체(100)가

유지된다. 공기공급장치(34)로부터의 공기또는 물과 같은 공급물이 피스톤(44)와 피스톤(48)을 움직이는 힘을 부여하는

어떠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물론 다른 형태의 작동장치와/또는 연결장치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피스톤(48)과 피스톤(44)의 수직운동을 짐벌조립체(100)에 전달하기위해서,피스톤(48)은 핀(50)

을 통해서 위치결정요크(52)에 커플링될 수 있다. 그리고 위치결정요크(52)는 핀(56)에서 플랫폼링크(54)를 통해서 짐벌

조립체(100)에 커플링될 수 있다. 하강하는 피스톤(44)및 피스톤(48)중 하나 또는 양자에 반응하여 짐벌조립체(100)를 들

어 올리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위치결정요크(52)가 지레받침(58)에 커플링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30640

- 3 -



프레임(60)은 지레받침(58)에 대한 지지를 제공한다. 도 1의 베이스(64)는 그 위에 프레임(60), 실린더(62), 및 펌프(80)가

부착되는 안정된 플랫폼으로서의 역활을 한다. 베이스(64)는 가령 볼트(66)를 통해서 풀의 밑바닥(90)에 고정될 수 있다.

워터 디스플레이(10)에 대한 부가된 제어를 위해, 베이스(64)가 그 위에 프레임(60), 실행실린더(42), 및 펌프(80)가 부착

될 수 있는 안정된 플랫폼으로서 작용하는, 레일상의 컴퓨터로 제어되는 모터구동 휠형플랫폼상에 대신 위치될 수 있다.

지지프레임(70)은 핀(56)과 핀(74)에 고정된 플랫폼링크(54)에 의해 지지되고, 그 위에 물흐름(94)의 실행이 보여지는 상

승된 플랫폼으로서의 역활을 수행한다. 물흐름(94)의 운동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지프레임(70)이 그것의 알려

진 방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레받침(58)의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어느 한 점의 프레임(60)에 고정된 핀(76)을 가

지고, 플랫폼링크(54)의 알려진 방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레받침(58)에 대해서 위치결정요크(52)가 회전함에 따라 핀

(76)에 대해서 안정요크(72)가 회전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지프레임(70)의 알려진 방위가 유지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펌프(80)은 휘어지는 호스(82)를 통해서 노즐(102)에 연결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펌프(80)는 가

변주파수펌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노즐(102)를 통한 물흐름의 속도(압력)가 전원장치(32)로 부터 펌프(80)에 공급되는

전력을 통해서 컴퓨터(20)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펌프(80)는 물(92)속의 낮은 곳에 위치하여 베이스(64)에 부착되어 있

는 침수가능한 펌프로서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물(92)속의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펌프(80)가 워터 디스플레이

에 가깝게 위치될 수 있고 물(92)로부터 직접 끌어들일 수 있고 물(92)에 의해 냉각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작은규모의

설치물에 있어서, 펌프(80)는 전원공급장치(32)와 공기공급장치(34)의 근처에 있는 건조한 공간에 편리하게 위치될 수 있

다.

도 2는 본 발명의 워터 디스플레이(10)의 평면도이다.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짐벌조립체(100)는 내부짐벌(104), 롤모터

(116), 외부짐벌(110), 피치모터(112), 노즐(102), 각각 렌즈(107)을 가지는 램프들(106), 그리고 관련된 구조로 구성되

어 있다. 짐벌조립체(100)는 두개의 직교하는 수평축들(예를들면, X축과 Y축)의 양자의 조합 또는 둘 중 하나에 대하여 수

직방향으로부터의 노즐(102)의 제어가능한 편향을 허용한다.

도 1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같이, 지지프레임(70)은 짐벌조립체(100)에 대한 피스톤(48)과 도 1의 피스톤(44)의 운동의

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물흐름(94)의 실행이 보여지는 상승된 플랫폼으로서의 역활을 수행한다. 도 2의 외부짐벌

(110)은 피치축(114)을 통해서 지지프레임(70)에 차례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 내부짐벌(104)는 롤축(118)을 통해서 외부

짐벌(110)에 차례로 연결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피치축(114)과 롤축(108)들은 같은 평면상에 있고 렌즈

(107)의 높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렌즈(107)과 각각의 축 사이의 수직거리는 물(92)을 지나는 짐벌조립

체(100)의 진동의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짐벌조립체(100)의 컴퓨터로 제어된 피치모터(112)와

롤모터(116)에 대한 보다 빠른 응답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내부짐벌(104)은 비록 원형, 타원형 혹은 직사각형과 같은 다른 모양들도 지장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정사각형과 같은 사변형이 될 수 있다. 내부짐벌(104)의 내에서 물품들이 설치될 수 있다. 내부짐벌(104)의 각 모퉁이에

있는 하나의 램프(106)와 내부짐벌(104)의 중간에 있는 노즐(102)의 설치는 조립체(108)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짐

벌조립체(100)는 서로 직각으로된 축들위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짐벌(104)과 외부짐벌(110)로 구성된다 그래서 조립체

(118)는 양자의 짐벌들 모두 혹은 양자중 하나의 어떤 운동에 반응하여 컴퓨터로 제어된 평면 내부에 매달려 있게 될 것이

다. 도 2의 평면도에 의하면, 내부짐벌(104), 외부짐벌(110), 그리고 지지프레임(70)들이 서로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짐벌조립체(100)의 각 짐벌을 구동하기 위해서, 전선(38)을 통해서 도 1의 전원장치(32)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 모터들이

제공된다. 비록 수력모터시스템 또는 다른 구동 시스템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모터들은 밀폐된 전

기서보모터들 이다. 도 2의 피치모터(112)는 피치축(114)에 의해서 외부짐벌(110)에 연결될 수 있다. 롤모터(116)는 롤축

(118)에 의해 내부짐벌(104)에 연결될 수 있다. 피치축(114)에 의해서, 피치모터(112)는 측면의 축 Y-Y 에 대해서 외부짐

벌(110)이 회전하게끔 하기 위해 외부짐벌(110)에 작용하고 그래서 롤모터(116)는 외부짐벌(110)의 끝부분(120)에 관하

여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롤모터(116)는 세로축 X-X 에 대해서 내부짐벌(104)가 회전하게끔 하기 위해 내부짐벌(104)에

작용한다 그래서 내부짐벌(104)의 좌현측(122)이 도 2의 좌측으로부터 보았을 때 내부짐벌(104)의 우현측(124)에 관하

여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노즐(102)을 짐벌조립체(100)의 내부짐벌(104)이나 외부짐벌(110)의 운동에 반응시키기 위해

서, 노즐(122)은 지지플레이트(126)에 고정되어 질 수 있고 지지플레이트(126)는 지지플레이트(126)를 내부짐벌(104)에

연결시키는 스포크(128)를 가지고 있다.

도 3은 짐벌조립체(100)내부에 램프(106)의 설치에 관한 분해도이다. 바람직하게는, 도 2에 도시된 네개의 램프(106) 각

각은 노즐(102)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서 각 램프(106)로부터의 광선이 도 1의 물흐름(94)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도 3의

요크시트(yoke seat)(130)는 백서포터(back supporter)(134)에 의해 연결된 두개의 수직의 암(arms)(132)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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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링(136)은 램프(106)를 위한 시트(seat)를 형성하기 위해 백서포터(134)에 연결될 수 있다. 내부짐벌(104)의 하나의

안쪽 코너에 대해서 도시된 봐와같이 그리고 내부짐벌(104)의 각 안쪽 코너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인, 요크시트(130)는 두

개의 수직의 암(132)에 의해서 내부짐벌(104)의 안쪽 코너(138)에 부착될 수 있다. 램프(106)를 요크시트(130)의 링

(136)에 설치할 때에, U-형태의 볼트(140)들이 램프(106)의 베이스 주위와 너트(142)들에 의해 고정되어지는 백서포터

(134)를 통과하여 삽입된다.

전술한 바와같이, 도 1의 공기공급장치(34)는 실행위치(도 1에 도시됨),서비스위치(도 4에 도시됨), 및 대기위치(도 5에

도시됨)와 같은 세개의 수직위치 중의 어느 하나에 짐벌조립체(100)를 위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작동시에, 도 1의 컴퓨터(20)에 의해서 공기공급장치(34)에 제공될 수 있는 제어신호는 공기공급장치(34)가

공기를 실린더(42)의 상부로 펌프질하게하여 그것에의해 피스톤(44)이 내려가게 한다. 피스톤(44)을 내려가게 하는 것은 ,

차례로, 핀(50)에 의해 고정된 위치결정요크(52)를 아래로 끌어 내린다. 위치결정요크(52)는 도 1에 도시된 실행위치에 짐

벌조립체(100)를 들어올리기 위해 지레받침(58)에 대해서 선회함으로써 반응한다. 실행위치에 있어서, 바람직한 실시예

상의 노즐(102)은, 대략 18인치의 길이를 가지며, 수면(96)위로 대략 12인치 정도 뻗어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바

람직하게는 네개의 램프(106)의 각 렌즈(107)들은 짐벌조립체(100)위에 장착되고 그래서 렌즈(107)는 노즐이 수직인 실

행위치에 있어서 수면(96)으로부터 대략 6인치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

도 4는 서비스위치로 짐벌조립체(100)이 이동한 것을 도시한 측면도이다. 공기압력이 실린더(46)의 상부에 제공되었을

때, 짐벌조립체(100)를 도 1에 도시된 실행위치 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위치인 곳에 위치시키기위해 피스톤(48)은 도 1

에 도시된 그것의 충전되지않은 위치에서 도 4에 도시된 위치로 내려가게 된다. 도 4의 이러한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위치

는 짐벌조립체(100)의 대부분을 용이한 서비스를 위해서 수면(96)위에 두게 한다. 서비스가 끝났을 때, 공기는 실린더(42)

와 실린더(46)의 상부로부터 새어 나올 것이다. 각 실린더의 피스톤을 아래로 구동시키는 공기의 힘이 없이도, 중력은 물

보다 무거운 짐벌조립체(100)를 수면(96)아래 도 5에 도시된 대기위치로 가라앉힌다. 그 대신, 도 1의 공기공급장치(34)

로부터의 공기는 각 피스톤을 상승시키기 위해 각 피스톤의 하부로 공급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짐벌조립체(100)는 수면

(96)아래 도 5에 도시된 대기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대기위치에 있어서, 짐벌조립체(100)의 노즐(102)을 포함하는 전체

워터 디스플레이(10)는 보이지 않게 물(92)에 잠길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실행위치로부터, 짐벌조립체(100)는 그것의 설정된 수직방위로부터 도 6에 도시된 피치방향으로, 그리고

도 7에 도시된 롤방향으로 노즐(102)의 제어된 운동을 허용한다.

도 6은 앞쪽으로 기울어진 노즐(102)을 도시한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측면도이다. 컴퓨터(20)에 의해 생성된 제어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피치모터(도 2에 도시됨)(112)는 제어신호에 비례하는 양만큼 피치축(114)에 대해서 외부짐벌(110)을 회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피치축(114)을 통해서 도 6의 외부짐벌(110)에 작용하고 그래서 롤모터(116)가 끝부분(120)에 관

하여 하강한다. 이것은, 차례로, 워터 디스플레이를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그래서 물흐름(94)과 워터 디스플레이의 광

선이 Z-축에 관하여 각(150)으로 되게 한다. 물흐름(94)은 각(150)의 회전으로 반대방향으로 또한 기울어질 수도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노즐(102)는 피치축(114)에 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60°(±60°)로 회전할 것이다.

도 7은 우현으로 회전된 가상선으로 표시된 노즐(102)을 도시한 워터 디스플레이(10)의 정면도이다. 컴퓨터(20)에 의해

생성된 제어신호를 받았을 때, 도 7의 롤모터(116)는 롤축(118)에 관하여 도 7의 내부짐벌(104)이 회전하게끔 하기 위해

롤축(도 2에 도시됨)(118)을 통해서 내부짐벌(104)에 작용하고 그래서 우현측(124)이 좌현측(122)에 관하여 하강한다.

이것은, 교대로, 워터 디스플레이를 우현으로 기울게 하고 그래서 물줄기(94)는 Z-축에 관하여 각(160)으로 유지될 수 있

다. 물흐름(94)은 또한 각(160)의 회전으로 반대방향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노즐(102)는 롤축

(118)에 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45°(±45°)로 회전할 것이다. 도 2의 피치모터(112)를 통해서 제어된 피치운동, 롤

모터(116)를 통해서 제어된 롤운동, 그리고 펌프(80)을 통해서 제어된 노즐(102)에 의한 가변물흐름을 조합함으로써, 도

1의 컴퓨터(20)는 노즐(102)로부터 나오는 물흐름(94)을 조명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워터 디스플레이

가 되도록 워터 디스플레이의 물흐름의 위치를 완전히 특정시키고 물(94)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는 서로 수직한 축들위에 장착된 내부짐벌가 외부짐벌을 포함하는 어떤 짐벌시스템에 의해 X-Y-Z 데카르

트 좌표계에 있어서 노즐(102)의 운동을 제어한다. 다른 대체 실시예는 Z-축에 대하여 축 자체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

위에 장착된 하나의 짐벌을 통해서 R-Ø-Z 극 좌표계에 있어서 노즐(102)의 운동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8은

그런 대체 실시예의 측면도이다. 핀(56)과 핀(74)에 의해서 위치결정요크(52)와 안정요크(72)의 사이에서 커플링된 것은,

각각 워터 디스플레이(200)의 플랫폼링크(54)가 될 수 있다. 플랫폼링크(54)에 고정된 것은 요모터(yaw motor)(201)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요모터(201)가 Z-축에 대하여 둘중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 제어가능하게 회전할 수 있는 서보모

터(servo motor)이다. 요모터(201)에 연결된 것은 바닥면(202)을 가지는 프레임(204)이 될 수 있다. 컴퓨터(20)에 의해

생성된 전원장치(32)로부터의 제어신호를 받는 즉시, 요모터(201)는 Z-축에 대하여 프레임(204)을 회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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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204)는 수평축(208)에 있는 짐벌(206)을 통해서 짐벌조립체(205)에 연결될 수 있다. 프레임(204)이 Z-축에 관하

여 회전함에 따라, 짐벌(206)은 Z-축에 관하여 회전한다. 프레임(204)의 윗면(210)은 프레임(204)의 바닥면(202)의 위로

얼마간 떨어져서 플랫폼(210)위의 물체의 원활한 운동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실시예의 R-Ø-Z 극 좌표계에 있어서,

노즐과 램프와 전 X-Y 평면상의 운동을 위해서, 단지 하나의 짐벌의 사용, 여기서는 짐벌(206)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알

려진 설정된 방위에 있어서 Z-축에 관하여 플랫폼(204)이 회전한다.

도 9는 대체 실시예인 워터 디스플레이(200)의 평면도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비록 원형, 타원형, 또는 정사각형과 같은

다른 모양들도 지장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짐벌(206)이 직사각형과 같은 사변형이다. 짐벌(206)내에

램프의 설치와 적어도 하나의 노즐이 있을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같이, 네개의 램프(106)들은 짐벌(206)에 의해 지

지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특히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된 두개의 램프들은 노즐(102)과 같이 짐벌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

다. 다른 두개의 램프들은 수평모터(214)의 수평축(208)에 평행하고 짐벌(206)에 관하여 접촉없이 각 램프(106)를 회전

하게 하는 위치에 있는 축위의 핀(212)에 의해 짐벌에 부착된다. 도 9의 평면도에 있어서, 짐벌(206)과 프레임(204)은 서

로 동심원을 이룬다. 짐벌(206)을 구동하기 위해, 전선(38)에 의해 도 8의 전원장치(32)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 수평모터

(214)는 짐벌(206), 두개의 램프 및 노즐을 제어할 수 있게하고 수평축(208)에 대하여 비례하여 회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평축(208)에 의해 짐벌(206)에 연결될 수 있다.

도 10은 노즐(102)의 운동을 도시하는 워터 디스플레이(200)의 측면도이다. 도 8에 도시된 실행위치로부터, 도 10의 요모

터(201)는 짐벌(205)이 그것의 설정된 수직방위로부터 어떤 각방향으로 노즐(102)의 제어된 운동을 허용함에따라 Z-축

에 대해 노즐(102)의 제어된 운동을 허용한다. 도 9의 수평모터(214)는 수평축(208)을 통해서 도 10의 짐벌(206)을 제어

가능하게 회전시킨다. 요모터(201)로부터의 회전운동과 수평모터(214)로부터의 각운동의 조합은 물흐름(94)을 목표로한

것이다 그래서 물줄기(94)는 Z-축에 관해 어떤 위치로도 향할 수 있으며 Z-축에 대해 각(220)으로 향할 수 있다. 전형적

인 실시예에 있어서, 노즐(102)는 Z-축에 관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60°(±360°) 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

그램이 의도적으로 적절히 지시된 각을 제한하는, 회전관커플링(rotating pipe coupling) 또는 슬립링들(slip rings)의 사

용도 없이 수평축(208)에 대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60°(±60°)로 회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 Z-축에 대한 충분한 각의 자

유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명백히 슬립링과 회전관커플링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0의 요모터(201)에 의해 제어된 회전운동, 도 9의 수평모터(214)에 의해 제어된 각운동, 그리고 도 8의 펌프(80)에 의

해 제어된 노즐(102)에 의한 가변물흐름을 조합함으로써, 컴퓨터(20)는 매우 재미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워터 디스플레이

가 되도록 물흐름(94)의 위치를 완전히 특정하고,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같이, 네개의 램프(106)가 두개는 강성적으로(ridgidly) 그리고 두개는 핀(212)에 의해 짐벌(206)에 부

착되어 있다. 두개의 강성적으로 장착된 램프들은 노즐의 축과 물흐름을 대략 일직선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노즐의 설정된

방위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중력으로 인해, 도 10의 물흐름(94)은 Z-축으로부터 0°보다 더 큰 각(220)으로 시작했을 때

원호를 이룰 것이다. 노즐(102)이 수직으로부터 충분히 편향되었을 때, 물흐름(94)은 워터 디스플레이의 야간 작동시에 두

개의 강성적으로 장착된 램프(106)로부터 발산되는 광선으로부터 원호를 이룰 것이다. 램프(106)중 어느 것으로부터 발산

되는 광선을 보다 먼 거리까지 물흐름(94)에 맞추어 유지하기 위해서, 링크장치(230)와 같은 메카니즘이 제공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같이, 링크(238)는 램프조립체에 부착된 핀(246)위의 끝부분(240)과 짐벌(204)에 관하여 강성적으로

장착된 핀(237)위 다른 끝부분에 피벗으로 회전할 수 있게 장착된다. 도 10에 예시된 바와같이 노즐(102)이 각(220)으로

Z-축으로부터 편향되었을 때, 강성적으로 장착된 램프들의 조명으로부터 곡선을 그리며 멀어짐에 따라 그 물줄기의 원심

부분을 조명하기 위한 램프로부터 광선을 유발하는, 부가적인 각(248)과 같은, 각(220)보다 더 큰 각에 의해 회전하도록

링크(238)가 각 램프를 회전하게 한다. 짐벌(206)에 직경방향으로 배치되어 강성적으로 장착된 두개의 램프와 전술한 바

와같이 직경방향으로 피벗으로 회전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장착된 또 다른 두개의 램프들을 가지고, 램프(106)로부터 발산

되는 광선은 물흐름(94)이 밤의 어둠속으로 떨어지기 전에 물흐름의 보다 먼 길이를 비추기 위해 보다 먼 거리 이상으로

물흐름(94)에 맞추어 유지될 것이다.

도 1의 노즐(102)은, 비록 어떤 워터 디스플레이의 노즐 즉 유체의 흐름을 인도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복수의 노즐로

서, 불변 또는 가변노즐이 사용될 수 있을 지라도, 바람직하게는, 소방호스 형태의 노즐이 될 것이다. 단지 가변노즐의 하

나의 보기로서, 도 11은 가변제어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노즐의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노즐(300)은 하우징(302), 워터가

이드(330), 실(seal)(350), 웜스크류(354)및 관련된 기계설비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우징(302)은 내측이 내부챔버(306)

를 형성하는 실린더(304)를 포함할 수 있다. 실린더(304)의 하부는 가장자리 톱니를 가지는 웜휠(308)안으로 형성될 수

있다. 웜휠(308)로부터, 실린더(304)는 외부를 향해 립(lip)(312)안으로 점점 가늘어 진다. 내부챔버(306)는 내부챔버

(306)의 베이스에서 내접나사(314)가 형성될 수 있는 길다란 챔버가 될 수 있다. 내접나사(314)의 상단부 위에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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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부분이 길다란부분(318)의 시점을 형성하는 공동(316)이 될 수 있다. 길다란부분(318)은 수렴하는 원뿔(320)로 끝부분

을 이룬다. 수렴하는 원뿔(320)은 노즐출구(322)안으로 점점 가늘어진다. 하우징(302)에 삽입된 것은 워터가이드(330)가

될 수 있다. 원통형입구(332)로부터 워터가이드(330)의 내부는 수렴하는 원뿔(334)을 형성한다. 수렴하는원뿔(334)로부

터 스로트(throat)(336)는 스트라이크플레이트(337)에 뻗어 있다. 스트라이크플레이트(337) 바로 아래에 배출구(338)와

배출구(340)가 워터가이드(330)의 두께를 관통하여 뻗어있다. 스트라이크플레이트(337)의 형태는 입구의 물을 배출구

(338)와 배출구(340)쪽으로 보다 잘 인도하기 위해서 원뿔형이 될 수 있다.

스트라이크플레이트(337)의 외상부는 포스트(342)가 될 수 있다. 포스트(342)로부터 워터가이드(330)가 길다란실린더

(344)속으로 외부를 향해 점점 가늘어 진다. 워터가이드(330)가 하우징(302)속으로 삽입되었을 때, 포스트(342)는 노즐

출구(322)와 동심원을 이루며 위치하고 길다란실린더(344)는 길다란부분(318)과 동심원을 이루며 위치한다. 길다란실린

더(344)와 길다란부분(318)은 배출구(338)와 배출구(340)로부터 물이 흘러들어 가는 공동(346)을 형성한다. 워터가이드

(330)와 하우징(302)사이의 연결부의 한쪽 끝에 실을 수용하기 위해서, 홈(grove)(348)이 길다란실린더(344)의 베이스에

서 길다란실린더(344)속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우징(302)속에 워터가이드(330)를 삽입하기 전에, 실(350)은 홈(348)속

으로 위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실(350)은 원형고리가 될 것이다.

노즐출구(322)에 관하여 포스트(342)를 이동함으로써, 물흐름(94)(도 1에 도시됨)이 원형의 물흐름에서 부채모양의 물흐

름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접나사(352)들은 워터가이드(330)의 홈(348) 아래에 형성될 수 있다.

하우징(302)의 내접나사(314)들은 워터가이드(330)의 외접나사(352)에 관하여 움직이고 짝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하

우징(302)의 내접나사(314)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웜스크류(354)는 지지플레이트(356)에 고정되고 가장자리톱니(310)

에 커플링될 수 있다. 웜휠(308)과 웜스크류(354)는 웜기어(356)를 형성한다. 웜기어(356)는 도 12와 연관하여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워터 디스플레이에 노즐(300)을 부착시키기 위해, 노즐(300)의 나삿니부분(358)은 지지플레이트(356)을 통해

서 삽입될 수 있고 그래서 시트(360)는 지지플레이트(356)의 상부 반대쪽에 놓여있다. 커플링너트(362)는 유연성있는 호

스(82)를 원통형입구(332)에 맞물리게 하고 노즐(300)을 지지플레이트(356)에 나삿니부분(358)을 맞물리게 함으로써 고

정시킨다.

작동시, 웜기어(356)는 도 11에 도시된 화살표방향으로 하우징(302)을 위 아래로 움직인다. 웜기어(356)의 작동은 도 12

와 관려하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2는 도 11의 선12-12을 따라 취해진 노즐(300)의 웜기어(356)의 부분단면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같이, 웜기어(356)는 웜스크류(354)를 형성하는 나삿니가 있는 축속으로 맞물리는 가장자리톱니

(310)를 가지는 웜휠(308)로 구성될 수 있다. 통신링크(22)를 통한 컴퓨터(20)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 전원장치

(32)는 전선(38)을 통해서 웜모터(364)에 전류를 보낸다. 웜스크류(354)에 커플링될, 웜모터(364)는 컴퓨터(20)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웜스크류(354)를 회전 시킨다.

본 발명이 특정한 노즐 또는 노즐들, 혹은 조명조립체의 형태나 수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한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많은 다른 가변노즐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단지 실례에 의해서, 조명조립체들은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 제어 가능한 칼

라휠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빛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독립적이고 변경할 수 있게 작동가능한 램프들을 이용하여 다른

색깔들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또는 한 형태의 광선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광선으로 서서히 변화하게 하기 위해 다른 모

양의 광선들을 가질 수 있다. 명백히 본 발명에 있어서 변이의 범위는 실행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단지 제한되고, 이러한 점

에서 본 명세서가 주어졌다.

본 발명이 다양한 그림들에 관하여 특별히 기술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림들과 상세한 기술, 그리고 어떤 바람직하고

대체적인 실시예와 같은 것들은 단지 예시로서 이해되어져야 하며,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대체 예들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져서는 않된다. 본 발명의 영역과 내용으로부터 이탈없이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전문가

에 의해, 많은 변형과 개량들이 본 발명에 만들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하면 노즐에 공급되어지는 물의 압력 또한 원하는 대로 제어될 수 있다. 또한 야간 사용을 위해 노즐로 부

터의 방출물을 비추는 적절한 빛이 노즐의 방향과 함께 조절될 수 있다. 전체 조립체의 높이가 작동위치, 수면 아래로 완전

히 후퇴한 위치와 수면위로 뻗은 서비스위치 사이에서 바람직하게 제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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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짐벌;

상기 내부짐벌에 커플링된 롤모터;

상기 내부짐벌을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외부짐벌;

상기 외부짐벌에 커플링된 피치모터;

상기 롤모터와 피치모터를 제어하는 제어장치;

상기 내부짐벌에 커플링된 제 1 램프;

상기 내부짐벌에 커플링된 노즐; 그리고

상기 노즐에 커플링된 가압수 공급원;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짐벌을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조정하는 높이조정 메카니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1 램프는 수직으로부터 제 1 각도로 움직이고,

상기 제 1 각도가 상기 제 2 각도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피벗식으로 상기 내부짐벌에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에 피벗식으로 장착되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램프가 상기 내부짐벌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

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제 1 램프에 피벗식으로 장착되

고 제 2 끝부분에서 제 1 램프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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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는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2 램프는 수직

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이도록 상기 내부짐벌에 견고하게 커플링된 제 2 램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

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지지 구조물; 그리고

레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버는 제 1 끝부분, 길다란 부분, 및 상기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포함하

고, 상기 레버는 상기 레버의 상기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프레임에 커플링되고 상기 레버의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

는 상기 포인트에서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는 제 2 끝부분을 가지고 있고 ,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진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고 있고 ,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1 끝부분은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

터의 제 2 끝부분은 상기 지지 구조물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위치와 제 2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제 1 높이와 제 2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 3 위치로 더욱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제 3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안정링크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

버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프레임 상의 제 1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프레임

위의 제 2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그리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2 끝부분이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

링되어서, 상기 프레임, 상기 레버, 상기 지지 구조물, 및 상기 안정링크가 상기 지지구 조물에 관하여 고정된 방위에 상기

프레임을 유지시키는 평행사변형의 링크장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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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워터가이드, 상기 워터가이드 주위에 배치된 하우징 그리고 상기 워터가이드와 상기 하우

징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하우징에 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스프레이 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소방호스 노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와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보조 설비를 더 포함

하고 있고, 상기 보조 설비는 전기, 공기 및 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이 조절기는 상기 워터가이드 및 상기 하우징과 조정가능하게 커플링하는 나사가공된 커플

링, 상기 나사가공된 커플링을 회전시켜 상기 하우징에 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웜 스크류 메카니즘, 그리고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도록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에 커플링된 웜 스크류 모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6.

짐벌;

상기 짐벌에 커플링된 롤모터;

상기 짐벌에 커플링된 노즐;

상기 노즐에 커플링된 가압수 공급원;

상기 짐벌을 피벗식으로 지지하는 회전가능한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커플링된 요모터;

상기 롤모터와 요모터를 제어하는 제어장치; 그리고

상기 짐벌에 커플링된 제 1 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상기 요모터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조정하는 높이조

정 메카니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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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1 램프는 수직으로부터 제 1 각도로 움직이

고, 상기 제 1 각도는 상기 제 2 각도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피벗식으로 상기 짐벌에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에 피벗식으로 장착되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

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램프가 상기 짐벌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에 피벗식으로 장착

되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는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2 램프가 수

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이도록 상기 짐벌에 견고하게 커플링된 제 2 램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지지 구조물; 그리고

레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버는 제 1 끝부분, 길다란 부분 및 상기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상기 레버는 상기 레버의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요모터에 커플링되고 상기 레버의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는

상기 포인트에서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는 제 2 끝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진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1 끝부분은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2 끝부분은 상기 지지 구조물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위치와 제 2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제 1 높이와 제 2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 3 위치로 더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프레임의 높이를 제 3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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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안정링크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

버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요모터 상의 제 1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요모터

상의 제 2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그리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2 끝부분이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

링되어서, 상기 요모터, 상기 레버, 상기 지지 구조물, 및 상기 안정링크가 상기 지지 구조물에 관하여 고정된 방위에 상기

요모터을 유지시키는 평행사변형 링크장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워터가이드, 상기 워터가이드 주위에 배치된 하우징 그리고 상기 워터가이드와 상기 하우

징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하우징에 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스프레이 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소방호스 노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2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와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보조 설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보조 설비는 전기, 공기 및 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이 조절기는 상기 워터가이드 및 상기 하우징과 조정가능하게 커플링하는 나사가공된 커플

링, 상기 나사가공된 커플링을 회전시켜 상기 하우징에 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웜 스크류 메카니즘, 그리고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도록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에 커플링된 웜 스크류 모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제어가능한 가변 주파수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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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롤모터와 상기 피치모터 중 적어도 하나는 밀봉된 전기 서보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

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4.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5.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제어가능한 가변 주파수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6.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롤모터와 상기 피치모터 중 적어도 하나는 밀봉된 전기 서보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7.

노즐;

상기 노즐에 커플링된 가압수 공급원;

제 1 램프;

제 1 회전축 및 상기 제 1 회전축에 대체로 수직인 제 2 회전축을 가지고 있고,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를 이동가능하

게 지지하는 짐벌 조립체;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의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회전축 둘레로 회

전시키는 제 1 구동 시스템;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의 제 2 부분을 상기 제 2 회전축 둘레로 회

전시키는 제 2 구동 시스템; 그리고

상기 제 1 구동 시스템 및 상기 제 2 구동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

레이.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회전축 및 상기 제 2 회전축은 대체로 수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회전축은 대체로 수평이고 상기 제 2 회전축은 대체로 수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

터 디스플레이.

등록특허 10-0630640

- 13 -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1 램프는 수직으로부터 제 1 각도로 움직이

고, 상기 제 1 각도는 상기 제 2 각도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피벗식으로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

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에 피벗식으로 장착되

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램프가 상기 짐벌 조립체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

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에 피벗식으

로 장착되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는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2 램프가 수

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이도록 상기 짐벌 조립체에 견고하게 커플링된 제 2 램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4.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조정하는

높이조정 메카니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와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보조 설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보조 설비는 전기, 공기 및 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6.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지지 구조물; 그리고

레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버는 제 1 끝부분, 길다란 부분 및 상기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상기 레버는 상기 레버의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고 상기 레버의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

하는 상기 포인트에서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등록특허 10-0630640

- 14 -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안정링크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

버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짐벌 조립체 상의 제 1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짐

벌 조립체 상의 제 2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그리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2 끝부분이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

으로 커플링되어서, 상기 프레임, 상기 레버, 상기 지지 구조물, 및 상기 안정링크가 상기 지지 구조물에 관하여 고정된 방

위에 상기 짐벌 조립체를 유지시키는 평행사변형 링크장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는 제 2 끝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진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1 끝부분은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2 끝부분은 상기 지지 구조물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위치와 제 2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제 1 높이와 제 2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 3 위치로 더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제 3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1.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워터가이드, 상기 워터가이드 주위에 배치된 하우징 그리고 상기 워터가이드와 상기 하우

징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하우징에 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스프레이 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소방호스 노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3.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이 조절기는 상기 워터가이드 및 상기 하우징과 조정가능하게 커플링하는 나사가공된 커플

링, 상기 나사가공된 커플링을 회전시켜 상기 하우징에 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웜 스크류 메카니즘, 그리고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도록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모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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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5.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제어가능한 가변 주파수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6.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구동 시스템과 상기 제 2 구동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는 밀봉된 전기 서보 모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7.

노즐;

상기 노즐에 커플링된 가압수 공급원;

제 1 램프;

제 1 회전축 및 상기 제 1 회전축에 대체로 수직인 제 2 회전축을 가지고 있고,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를 이동가능하

게 지지하는 짐벌 조립체;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의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회전축 둘레로 회

전시키는 제 1 전기 서보 모터;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 상기 노즐 및 상기 제 1 램프의 제 2 부분을 상기 제 2 회전축 둘레로 회

전시키는 제 2 전기 서보 모터; 그리고

상기 제 1 전기 서보 모터 및 상기 제 2 전기 서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회전축 및 상기 제 2 회전축은 대체로 수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59.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회전축은 대체로 수평이고 상기 제 2 회전축은 대체로 수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

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제 1 램프는 수직으로부터 제 1 각도로 움

직이고, 상기 제 1 각도는 상기 제 2 각도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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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피벗식으로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부분

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에 피벗식으로 장착되

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노즐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2.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램프가 상기 짐벌 조립체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제 1 끝

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크래킹 링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크래킹 링크는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에 피벗식으

로 장착되고 제 2 끝부분에서 상기 제 1 램프의 피벗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견고하게 장착된 핀에 피벗식으로 장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3.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는 상기 노즐이 수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임에 따라 제 2 램프가 수

직으로부터 제 2 각도로 움직이도록 상기 짐벌 조립체에 견고하게 커플링된 제 2 램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4.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가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조정하는

높이조정 메카니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와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 중 적어도 하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보조 설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보조 설비는 전기, 공기 및 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6.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지지 구조물; 그리고

레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버는 제 1 끝부분, 길다란 부분 및 상기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상기 레버는 상기 레버의 제 1 끝부분에서 상기 짐벌 조립체에 커플링되고 상기 레버의 길다란 부분을 따라서 존재

하는 상기 포인트에서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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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지는 안정링크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레

버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짐벌 조립체 상의 제 1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1 끝부분이 상기 짐

벌 조립체 상의 제 2 포인트에 피벗식으로 커플링되고, 그리고 상기 안정링크의 제 2 끝부분이 상기 지지 구조물에 피벗식

으로 커플링되어서, 상기 프레임, 상기 레버, 상기 지지 구조물, 및 상기 안정링크가 상기 지지 구조물에 관하여 고정된 방

위에 상기 짐벌 조립체를 유지시키는 평행사변형 링크장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69.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는 제 2 끝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기 높이조정 메카니즘은 제 1 끝부분과 제 2 끝부분을 가진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1 끝부분은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의

제 2 끝부분은 상기 지지 구조물에 커플링되고,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위치와 제 2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제 1 높이와 제 2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0.

제 6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추에이터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레버의 제 2 끝부분을 제 3 위치로 더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상기 짐벌 조립체의 높이를 제 3 높이로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1.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워터가이드, 상기 워터가이드 주위에 배치된 하우징 그리고 상기 워터가이드와 상기 하우

징에 커플링되어서 상기 하우징에 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스프레이 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소방호스 노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3.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이 조절기는 상기 워터가이드 및 상기 하우징과 조정가능하게 커플링하는 나사가공된 커플

링, 상기 나사가공된 커플링을 회전시켜 상기 하우징에 대하여 상기 워터가이드를 이동시키는 웜 스크류 메카니즘, 그리고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도록 상기 웜 스크류 메카니즘에 커플링된 제어가능한 전기 서보 모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4.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청구항 75.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수 공급원이 제어가능한 가변 주파수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워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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