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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요약

본 발명은 내부 및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한 꼭지(spigot)를 구비하는 냉장 냉동고의 문상에 장착된 물 분배기

(water dispenser)에 관한 것이다. 상기 분배기는 분배 공동(dispensing cavity)을 가지는 분배기 하우징(housing)을 포

함하고,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단부에 이동가능하게 장착된다.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물은 분배 공동내에 위치

된 용기(container)내로 분배될 수 있다.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는 물을 분배 공도 외측에 위치된 용기내로 분배할 수 있

다. 분배기 하우징은 분배 공동의 저면에 가동성 트레이(movable tray)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가동성 트레이는 내부 분

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해 후퇴되고,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도록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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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냉장 냉동고, 분배기 하우징, 분배 공동, 꼭지, 용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를 가지는 냉장 냉동고의 부분 정면도.

도 2는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 하우징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3은 연장된 용기 트레이를 도시하는 도 2의 얼음 및 물 분배기 하우징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4는 도 2의 얼음 및 물 분배기 하우징의 분해 사시도.

도 5는 도 2의 얼음 및 물 분배기로부터의 물 배수관 조립체(water spout assembly)의 분해 사시도.

도 6은 도 2의 얼음 및 물 분배기로부터 제거된 물 배수관 조립체의 후면 사시도.

도 7은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8은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8a는 연장된 위치로 부분 회전된 도 8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용기 트레이를 도시하는 부분 상면도.

도 9는 연장된 위치로 트레이가 완전히 회전되어 있는 도 8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 10은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11은 용기 트레이가 연장되어 있는 도 10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 12는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13은 배수관이 연장된 위치에 있는 도 12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 14는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15는 배수관이 연장된 위치에 있는 도 14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 16은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17은 배수관이 연장된 위치에 있는 도 16의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 18은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물병 및 행거 부착부의 부분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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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도 19의 물병 및 행거 부착부를 포함하는,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

시도.

도 21은 트레이가 하향 절첩되어 있는, 냉장 냉동고로부터 제거된 본 발명에 따른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다른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

도 22는 트레이가 상향 절첩되어 있는, 도 21의 얼음 및 물 분배기의 부분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의 부호의 설명*

9 : 트레이 10 : 트랙

11 : 냉동고 도어 12 : 냉장고 도어

13 : 손잡이 14 : 분배기 수납부

15 : 물 분배기 16 : 분배기 하우징

17 : 베젤 17' : 사용자 인터페이스

18 : 분배 공동 19 : 꼭지

20 : 꼭지 본체 21 : 꼭지 덮개

22 : 상부 브래킷 23 : 하부 브래킷

24 : 노즐 25 : 도관 조립체

26 : 스위블 인터페이스 27 : 본체

28 : 흐름 직선화기 베인 29 : 피봇 단부

30 : 장착 핀 31 : 채널

32 : 벽 33 : 하부 브래킷내의 개구

34 : 상부 브래킷내의 개구 35 : 꼭지 덮개내의 개구

36 : 장착 구멍 47 : 베젤

48 : 분배 공동 49 : 트레이

57 : 베젤 58 : 분배 공동

59 : 저면벽 60 : 회전 트레이 부분

67 : 베젤 68 : 분배 공동

69 : 트레이 70 : 병

71 : 유리잔 77 : 베젤

78 : 분배 공동 79 : 꼭지

공개특허 10-2006-0048154

- 3 -



85 : 사용자 인터페이스 86 : 작동기

87 : 베젤 88 : 분배 공동

89 : 꼭지 90 : 화살표

91 : 용기 92 : 화살표

104 : 노즐 105 : 유리잔

106 : 피처 107 : 베젤

108 : 분배 공동 109 : 꼭지

115 : 사용자 인터페이스 117 : 베젤

118 : 분배 공동 119 : 물 원드

120 : 도어 121 : 리세스

122 : 공급 호스 123 : 노즐

124 : 작동기 125 : 파지부

127 : 베젤 128 : 분배 공동

129 : 꼭지 130 : 병

131 : 수지부 132 : 브래킷

133 : 목부 134 : 힌지 핀

135 페달 137 : 베젤

138 : 분배 공동 139 : 꼭지

140 : 트레이 141 : 지지부

142 : 힌지 143 : 트랙

144 : 트레이 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냉장고 도어의 외면에 위치될 수 있는 물 분배기에 관련한다.

가정용 냉장 냉동고에 사용되는 얼음 및 물 분배기는 공지되어 있다. 가동성 폐쇄부 또는 도어와 연계될 수 있는 가동성 배

수관(movable spout)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water dispenser)도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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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냉장고의 도어상에 장착되는 분배기 하우징을 가지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에 관련한다. 분배기 하우징

은 꼭지(spigot)를 포함하는 분배 공동(dispensing cavity)을 포함한다. 꼭지는 분배 공동내의 내부 분배 위치와, 분배 공

동 전방의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가동적으로 장착된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꼭지는 내부 분배 위치와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분배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선회식으로 장착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활주식으로(slideably) 장착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꼭지는 사용자가 꼭지를 누름으로써 꼭지를 통해 물을 분배할 수 있게 하도록 밸브 작

동기(valve actuator)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분배기 하우징은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고, 트레이가 후퇴되어 있을 때, 꼭지 아래의 공동내에 컨테이

너를 지지하도록 분배 공동의 저면의 가동적으로 장착된 트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연장시에, 상기 트레이는 외부 분배 위

치에 있는 꼭지 아래의 분배 공동 외측에 컨테이너를 지지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트레이는 분배 공동의 저면의 트레이 브라켓(bracket)상에 활주식으로 장착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트레이는 분배 공동의 저면에 회전식으로 장착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가동적으로 장착된 본 발명에 따른 트레이는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컨테이너를 지지하기 위한 수평 위치로의 이

동을 위해 분배 공동의 저면에 장착된 힌지식 트레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냉장고의 도어상에 장착된 분배기 하우징을 가지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이다. 분배기 하

우징내에 원드(wand)가 배치될 수 있고, 이는 분배기 공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컨테이너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기

공동으로부터 후퇴될 수 있도록 배열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분배기 하우징은 원드를 저장하기 위한 리세스(recess)와, 리세스를 폐쇄하기 위한 도어를 포함할 수 있으

며, 원드가 리세스내에 보관된 위치에 있을 때, 원드를 수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복수의 분배 위치에서 꼭지를 선택적으로 위치시키도록 꼭지 구동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후퇴 및 연장 위치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위치로 가동성 트레이를 선택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트레이 구동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냉장고 물 분배기의 사용은 변화되어 왔으며, 얼음 및 물 분배기를 통해 분배된 물의 여과를 위해 냉장고에 물 필터의 추가

가 이루어졌다. 이런 물 필터는 사용자 섭취를 위해 물의 맛 및 외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는 이제 싱

크 장착식 또는 조리대 물 여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냉장고 물 분배기로부터 여과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자는 그 냉장고 물 분배기로부터 보다 많은 유연성 및 특징을 요구하고 있다. 물 분배기를 위한 용도는 이제, 조리 및 섭

취를 위한 대형 용기의 충전을 포함한다. 냉장고 물 분배기의 새로운 용도의 결과는 대형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

식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홈 위치로부터 사용자를 향해 1" 내지 6" 연장할 수 있는 완전 연장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꼭

지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애완동물 물 접시 또는 대형 쿨러 같은 바닥위의 물품 또는 인접한 조리대상

의 용기의 충전을 가능하게 하도록 연장가능한 배관을 가지면서, 물 분배기 하우징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물 원드를 제공함

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가 냉장 냉동고를 위한 얼음 및 물 분배기의 일부로서 개시되어 있지

만, 본 기술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가 얼음 분배기와 조합되지 않고, 물 분배기 단독으로서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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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는 물 분배기가 얼음 및 물 분배기 및 물 분배기 양자 모두를 지

칭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는 이해하에 물 분배기를 지칭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는 본 명세서 참조로 포함되어 있

는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된 동시계류 특허 출원 US2003001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계량 충전 물 분배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물 분배기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되어 있는 본 출원과 동시에 출원된 동시계류 특허 출원

US20030356호에 개시된 가변 유량 물 분배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도 1, 도 2,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측방향으로 나란한 냉장 냉동고의 냉동고 도어(11)상에 물 분배기(15)가 도시되어 있

다. 냉장 냉동고는 또한 냉장고 도어(12)를 가진다. 냉동고 도어(11) 및 냉장고 도어(12)는 손잡이(13)를 구비할 수 있다.

물 분배기(15)가 측방향으로 나란한 냉장 냉동고상에 도시되어 있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물 분배기가 소정의 냉장고 구

조, 모든 냉장고, 상단형 냉동고(top freezer), 저면형 냉동고(bottom freezer) 및 측방향으로 나란한 구조와 연계하여 사

용될 수 있으며, 냉장고 격실 도어 또는 냉동고 격실 도어 중 어느 하나상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물 분배

기(15)는 냉동고 도어(11)의 전면에 장착된 분배기 하우징(16)을을 포함한다. 분배기 하우징(16)은 냉동고 도어(11) 및 베

젤(17)에 장착되도록 배열된 분배기 수납부(14)를 포함할 수 있다. 베젤(17)은 상술한 동시 계류 미국 특허 출원

US20030018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 모두 17'에 배치될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물 분배기 제어부를

수용할 수 있다. 베젤(bezel)(17) 또는 분배기 수납부(14)는 트레이(9)상에 유리잔 등을 수용하도록 배열된 분배 공동(18)

을 포함할 수 있다. 페달(7, 8)은 각각 얼음 및 물 분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도록 분배 공동(18)내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

명에 따라서, 가동성 꼭지(19)가 물 분배기에 제공될 수 있다. 꼭지(19)는 도 1 및 도 2에서 홈 또는 내부 분배 위치에, 그

리고, 도 3에서 연장 또는 외부 분배 위치에 도시되어 있다. 트레이(9)는 분배 공동(18)에 수용되기에 너무 큰 용기를 지지

하기 위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배 공동(18)내의 후퇴 위치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장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분배기 하우징(16)에 이동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레이(9)는 베젤(17) 또는 분배

기 수납부(14)에 장착될 수 있는 트랙(10)상에 활주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도 4,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가동성 꼭지(19)를 볼 수 있다. 꼭지(19)는 외부 분배 위치(도 3) 및 내부 분배 위치(도 1 및

도 6)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분배기 수납부(14) 또는 베젤(17)에 이동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다. 꼭지(19)는 피봇 단부(29)

로부터 흐름 직선화 베인(flow straightening vane)(28)으로 인도하는 확장된 채널(31)을 포함할 수 있는 꼭지 본체(20)를

포함할 수 있다. 꼭지 덮개(21)는 반원통형 벽(32)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노즐(24)을 형성할 수 있는 유체 수납부를 형

성하도록 흐름 직선화 베인(28)을 수납할 수 있다. 흐름 직선화 베인(28) 대신, 또는 그에 부가하여, 꼭지는 꼭지(19)로부

터 물의 층상 또는 발포 흐름을 제공하도록 도시되지 않은 스크린 또는 도시되지 않은 에어레이터(aerator)를 포함할 수

있다.

꼭지 본체(20) 및 꼭지 덮개(shroud)(21)는 상부 브래킷(22) 및 하부 브래킷(23)에 의해 베젤(17)상에 지지되고 함께 유지

될 수 있다. 꼭지 본체(20)는 하부 브래킷(23)의 개구(33)내에 수용될 수 있는 장착 핀(30)을 포함할 수 있다. 꼭지 본체

(20)의 피봇 단부(29)는 상부 브래킷(22)내의 개구(34) 및 꼭지 덮개(21)내의 개구(35)를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꼭지

(19)는 브래킷이 장착 구멍(36)을 통과할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패스너(fastener)로 분배기 수납부(14) 또는 베젤(17)내

에 장착될 때, 상부 브래킷(22) 및 하부 브래킷(23)에 의해 함께 유지될 수 있다. 피봇 단부(29)는 도관 조립체(25)를 경유

하여 도시되지 않은 냉장고내의 물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 도관 조립체(25)는 꼭지 본체(20)와 회전가능한 액밀식 연결

부를 형성하도록 피봇 단부(29)상에 위치되도록 배열된 스위블 인터페이스(swivel interface)를 포함할 수 있다. 도관 조

립체(25)는 또한 노즐(24)로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가 폐쇄될 때, 수류의 방향으로 물의 작은 전후방향 진동을 방지함으

로써 노즐(24)로부터의 물의 적하를 방지하기 위해 본체(27)내에 도시되지 않은 체크 밸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꼭

지(19)는 꼭지(19)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부 분배 위치로부터 도 3에 도

시된 바와 같은 외부 분배 위치로, 회전될 수 있다. 피봇 단부(29와 장착 핀(30)에 의해 형성된 꼭지(19)를 위한 피봇 지점

이 분배 공동(18)의 외부면에 인접하기 때문에, 꼭지(19)가 180°회전될 때, 노즐(24)은 분배 공동(18)내의 내부 분배 위치

(도 6 참조)로부터 분배 공동(18) 전방의 외부 분배 위치(도 3 참조)로 이동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장착 핀(30)과 노즐

(24) 사이의 거리는 1/4" 내지 2와 1/2인"일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용기의 충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즐이 베젤(17)의 전면

을 초과하여 1" 내지 2와 1/4"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가동성 꼭지(19)의 치수가 베젤(17)의 전면을 초

과하여 꼭지(19)의 원하는 연장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분배 공동(18)의 깊이의 절충을 충족시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

을 이해할 것이다.

그 내부로부터 그 연장 위치로의 꼭지(19)의 회전과 동시에, 트레이(9)는 연장된 노즐(24) 아래에 충전될 용기를 지지하도

록 연장된 위치로 트랙(10)상에서 외향 활주된다. 꼭지(19)가 그 외부 분배 위치로 회전될 때, 트레이(9)가 그 연장 위치로

인출될 수 있는 반면, 트레이(9)는 양자 모두 연장되어 있을 때 노즐(24)과 트레이(9) 사이에 위치되기에 너무 큰 용기를

충전하기를 사용자가 원할 때, 트레이(9)가 분배 공동(18)내에 후퇴되어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꼭지(19)

는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두 위치로 도시되어 있지만, 꼭지(19)는 내부 및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

하나 이상의 디텐트 정지부(detent stop)를 구비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꼭지(19)는 도 1 내지 도 6의 실시예의 내부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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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그 내부 및 연장 위치와 하나 이상의 중간 위치 사

이에서 꼭지를 구동하도록 스텝퍼 모터를 포함할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구동 메커니즘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유사하게, 트레이(9)는 꼭지(19)와 독립적으로 또는 그와 연계하여 그 내부 및 연장 위치 사이에서 트레이(9)를 구

동하도록 도시되지 않은 구동 메커니즘을 구비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동시계류 특허 출원 US20030018호에 기술

된 바와 같은 제어부가 트레이 구동 메커니즘 및/또는 꼭지 구동 메커니즘을 동작시키기 위한 도시되지 않은 제어부를 포

함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도시되지 않은 작동기(들)가 작동기(들)를 동작시킴으로써 트레이

구동부 및/또는 꼭지 구동부를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 하도록 도시되지 않은 제어부에 연결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17')상에 제공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회전식 트레이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베젤(47) 또는 분배기 수납부(48)는 분배기 수납부(48)의

저면의 리세스(50)내에 트레이(49)를 회전가능하게 지지할 수 있다. 베젤(47)은 도 1 내지 도 6의 실시예의 꼭지 같은 회

전식 꼭지(19)를 포함할 수 있다. 도 7의 실시예에서, 트레이(49)는 트레이(49)가 도시되지 않은 베젤(47)의 표면을 초과

하여 연장하지 않도록 리세스(50)내로 도시된 연장 위치 사이에서 180°회전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트레이(49)가

내부 및 연장 위치 사이에서 트레이(49)를 구동하도록 구동 메커니즘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8, 도 8a및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회전가능한 트레이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분배기 하우징(58)은 고정된 트레

이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저면벽(59)을 가질 수 있다. 회전식 트레이 부분(60)은 후퇴 및 연장 위치(도 8 및 도 9 참조) 사

이에서의 이동을 위해 저면 벽(59) 아래에 회전가능하게 지지될 수 있다.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전식 트레이 부분

(60)은 그 후퇴 위치와 그 연장 위치 사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종래의 실시예의 경우에서와 같이, 회전식

트레이 부분(60)은 후퇴와 연장 위치 사이에서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후퇴 및 연장 위치 사이에서

가동성 트레이 부분을 구동하기 위해 구동 메커니즘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가동성 꼭지가 도 8, 도

8a 및 도 9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베젤(57)이 본 발명의 다수의 가동성 꼭지 실시예 중 하나에 기술

된 바와 같이 가동성 꼭지를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10 내지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가동성 트레이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분배기 수납부(68)는 분배기 수납부

(68)의 저면벽상에 지지된 가동성 트레이(69)를 가질 수 있다. 가동성 트레이(69)는 유리잔(71)을 충전하기 위해 다른 위

치로 병(70)을 옮기는 대신 냉장고에서 유리잔(71) 또는 기타 용기내로 액체를 붓고, 냉장고에 병을 돌려놓기 위한 연장가

능한 선반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베젤(67)은 분배 수납체(68)의 저면벽상에 트레이(69)를 가동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도시

되지 않은 적절한 트랙 배열을 가질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의 실시예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젤(67)은 본 발명의 다수

의 가동성 꼭지 실시예 중 하나에 개시된 바와 같이 가동성 꼭지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가동성 꼭지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분배기 수납부(78)는 그 후퇴 위치(도 12 참

조)에서 꼭지(79)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저면벽을 포함할 수 있다. 꼭지(79)는 베젤(77)의 전면에 인접한 피봇 지점

을 갖는 아암일 수 있다. 따라서, 꼭지(79)가 그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노즐(76)은 유리잔(80) 같은 분배기 수납부(78)

에 위치된 용기에 물을 분배하도록 위치된다. 꼭지(79)가 연장된 위치로 외향 회전될 때, 노즐(76)은 분배 공동내에 배치되

기에 너무 클 수 있는 피쳐(pitcher)(81) 같은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분배기 수납부(78)의 전방에 위치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 꼭지(79)는 노즐(76)이 베젤(77)의 전면을 초과하여 1" 내지 6" 연장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

자는 가동성 꼭지(79)의 치수가 꼭지(79)의 연장부가 베젤(77)의 전면을 초과하는 상태로, 분배기 수납부(78)의 폭의 절충

을 충족시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유리잔(80) 및 피쳐(81)가 도 12 및 도 13에 도시되어 있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도 12 및 도 13의 실시예와 함께 소정의 형태의 용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유사하게,

본 발명의 다수의 가동성 트레이 실시예 중 하나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동성 트레이가 분배 공동(78)내에 제공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꼭지(79)가 도 1 내지 도 6의 실시예에 도시된 선회식 장착 배열과 유사할 수 있는 베젤(77)에 대한 적

절한 피봇 장착 배열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14 및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가동성 꼭지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베젤(87)은 상술한 동시계류 미국 특허 출원

US20030018에 기술된 바와 같은 물 분배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작동기(86)는

얼음 또는 물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 공동(88)내에 배치될 수 있다. 꼭지(89)는 분배 공동(88)의 상단부에 회전식으로 장착

될 수 있다. 꼭지(89)는 그 내부 분배 위치로부터 그 연장 위치로 화살표(92)로 표시된 바와 같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다. 꼭지(89)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배 공동으로부터 꼭지(89)가 외향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베젤(87)의 전

면에 인접 배치된 피봇 둘레에서 베젤(87)에 회전식으로 장착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꼭지(89)를 위한 선회 장착 배열은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꼭지(19)의 선회식 장착 배열과 유사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꼭지(89)는 도시되지

않은 노즐이 베젤(87)의 전면을 초과하여 1" 내지 2와 1/4" 연장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베젤

(87)의 전면을 초과하는 꼭지(89)의 연장부와 분배 공동(88) 폭의 절충을 충족시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이다. 또한, 꼭지(89)를 위한 선회식 장착 배열은 용기(91)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화살표(90)로 표시된 바와 같이 꼭지의

공개특허 10-2006-0048154

- 7 -



전방 단부가 아래로 눌려질 때, 도시되지 않은 물 분배 제어부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치 작동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되

지 않은 스위치는 꼭지의 단부상의 압력에 의해 작동될 수 있으며, 작동기(86)가 눌러질 때 작동될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스위치에 부가될 수 있다. 물 분배기를 위한 대안적 작동 조립체를 제공하는 장점은 작동기(86)를 동작시기 위해 분배 공

동(88)에 끼워지기에 너무 큰 용기를 충전하는 기능이다.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가동성 꼭지 실시예를 볼 수 있다. 베젤(107)은 분배 공동(108)을 포함할 수

있다. 연장가능한 꼭지(106)가 내부 분배 위치(도 16) 및 연장 위치(도 17) 사이에서 피쳐(106) 같은 대형 용기를 충전하

기 위해 이동하도록 분배 공동(108)의 상단부에 장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꼭지(109)는 노즐(104)이 베젤(107)의 전

면을 초과하여 1" 내지 6" 연장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가동성 꼭지(109)의 치수가 베젤(107)의

전면을 초과하는 꼭지(109)의 연장부와 분배 공동(108)의 깊이의 절충을 충족시키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이다. 노즐(104)은 상술된 바와 같이 흐름 직선화 향상부를 포함하거나, 스크린, 에어레이터 및/또는 물의 흐름을 저속화

하기 위한 확장된 유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꼭지(109)는 베젤(107)에 장착된, 도시되지

않은 트랙상에 활주식으로 지지될 수 있으며, 공급 단부 대향 노즐(104)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공급 단부는 도

시되지 않은 선형 연장가능한 공급 라인으로 냉장고 물 공급부에 연결될 수 있다. 냉장고 물 공급부의 도시되지 않은 꼭지

(109)의 공급 단부에 대한 연결부는 대안적으로, 그 내부 및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꼭지가 이동될 수 있게 하도록 배열

된 스위블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냉장고 물 공급부로부터의 공급 라인은 냉장고 물 공급부에 가동성

꼭지 공급 단부를 연결하기 위한 잘 알려진 배열체인 도시되지 않은 여분의 길이의 배관, 도시되지 않은 코일형 배관, 도시

되지 않은 슬립 조인트 연결부, 또는 도시되지 않은 벨로우즈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베젤(117)은 공급 호스(122)를 갖는 물 원드(119)를 저장하기

위한 리세스(121)를 포함할 수 있는 분배 공동(118)을 포함할 수 있다. 리세스(121)는 물 원드가 도어(120)에 의해 리세스

(121) 내로 후퇴될 때 폐쇄될 수 있다. 베젤(11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115)를 포함할 수 있고 분배 공동(118) 내에 위치

된 용기 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한 도시하지 않은 고정 또는 가동 꼭지를 포함할 수 있다. 물 원드(119)는 노즐(123) 및 파

지부(grip)(125)를 포함할 수 있다. 파지부(125)는 물이 노즐(123)을 통해 충전될 용기(126) 내로 유동할 수 있도록 물 라

인을 개방하기 위해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밸브를 작동할 수 있는 작동기(124)를 포함할 수 있다. 공급 호스(122)는 임의의

소정 길이일 수 있고, 인접한 가공면 또는 심지어는 애완동물 물 접시 또는 더 큰 냉각기와 같은 바닥 상에 위치된 용기를

충전하는데 충분하게 길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물 원드는 물 원드가 분배 공동(118) 내로 후퇴될 때 노즐이 분배 공동

(118)의 상부의 가동 꼭지를 대신하여 분배 공동(118) 내에 위치된 용기 내로 물을 분배하도록 분배 공동(118)의 상부에

위치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19 및 도 20을 참조하면, 충전을 위해 물병을 적소에 유지하기 위한 브래킷이 도시되어 있다. 베젤(127)은 꼭지(129)를

포함할 수 있는 분배 공동(128)을 포함할 수 있다. 물병(130)은 물병(130)의 목부(133) 주위를 스냅 고정할 수 있는 수지

부(131)를 갖는 브래킷(132)에 의해 꼭지(129)의 하부의 적소에 유지될 수 있다. 수지부(131)는 수지부(131)가 다른 용기

의 충전과 간섭하지 않도록 상향 또는 하향 절첩될 수 있도록 힌지 핀(134)에 의해 브래킷(132)에 힌지 결합될 수 있다. 도

19 및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브래킷은 라운딩된 저부를 가질 수 있는 스포츠 물병을 충전하는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베젤(127)은 물병 또는 다른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물 분배기를 작동하기 위한 패들(135) 대신에, 또는 이에 부가하여 사

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충전용 누름 터치 패드를 포함할 수 있는 상기 언급된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US2003001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도시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1 및 도 2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가동 트레이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베젤(137)은 분배 공동(138) 및 가동 꼭

지(139)를 가질 수 있다. 베젤(137)은 힌지(142)에 의해 베젤의 면에 선회식으로 장착된 트레이(140)를 가질 수 있다. 트

레이(140)는 에지(144)에 인접하여 트레이(140)에 선회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베젤(137)의 측벽에서 트랙(143) 내에 활

주식으로 지지될 수 있는 지지부(141)에 의해 분배 공동(138)의 저부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여 수평 자세로 유지될 수 있

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지지부(141)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얼음 또는 물로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또는 냉장

고 내에 음식 또는 용기를 취출하거나 배치하기 위해 또는 냉장고 내에 저장된 병으로부터 액체로 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수평 자세의 가동 지지 트레이(140)를 다른 공지의 지지 장치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로,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트레이(140)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첩되기보다는 사용되지 않을 때 절첩되도록 배

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그의 특정 실시예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것은 아니며,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주는 종래 기술이 허용할 수 있는 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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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냉장고의 도어상에 장착되는 분배기 하우징을 가지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를 제공

하며, 여기에서 상기 분배기 하우징은 꼭지를 포함하는 분배 공동을 포함하며, 상기 꼭지는 분배 공동내의 내부 분배 위치

와, 분배 공동 전방의 외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가동적으로 장착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에 있어서,

냉장 냉동고의 도어상에 장착된 분배기 하우징과;

분배기 하우징내의 분배 공동과;

분배 공동 전방의 외부 분배 위치와 분배 공동내의 내부 분배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분배 공동내에 이동가능하게 장착

된 꼭지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외부 분배 위치와 내부 분배 위치 사이의 하나 이상의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는 물 분배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내부 분배 위치, 외부 분배 위치 및 내부 분배 위치와 외부 분배 위

치 사이의 하나 이상의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이동가능하게 장착되어 있는 물 분배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와 일체로 형성된 측벽 및 상단벽을 가지는 꼭지 덮개를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와 함께 이동할 수 있으면서 꼭지 위에 배치되어 있는 측벽 및 상단벽을 가지는 꼭지 덮개를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와 함께 이동할 수 있으면서 꼭지 위에 배치되어 있는 측벽 및 상단벽을 가지는 꼭지 덮개를 추가로

포함하고, 덮개의 일부는 유체 수납부를 형성하도록 꼭지의 일부와 결합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유체 수납부는 분배 노즐을 형성하는 물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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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유체 수납부는 노즐로부터 맑은 층상 수류를 발생시키기 위해 직선화 베인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노즐로부터 맑은 층상 수류(laminar flow)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즐내에 스크린(screen)을 추가로 포함

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노즐로부터 스플래시 자유 수류(splash free flow)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즐내에 에어레이터(aerator)를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유체 수납부는 노즐을 통한 수류를 저속화하기 위해 물 공급 라인에 대해 확장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하부 장착 배스킷 및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고, 꼭지는 피봇 단부를 가지며, 하부 장착 브래킷상에 꼭지

를 회전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해 장착 핀 및 물 공급 라인에 대한 연결부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하부 장착 브래킷은 분배 공동의 전방을 향해 연장하고, 하부 장착 브래킷상에 꼭지를 회전가능하게 지

지하기 위해 장착 핀을 수용하도록 하부 장착 브래킷의 전방에 인접한 개구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분배 공동의 전방을 향해 연장하면서, 꼭지 연결부를 저널 연결하고, 하부 장착 브래킷과 협력하여 분

배 공동내에 꼭지를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상부 장착 브래킷의 전방에 인접한 개구를 포함하는 상부 장착 브래킷을 추

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꼭지 연결부에 물 공급 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스위블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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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꼭지는 피봇으로부터 이격된 분배 단부를 가지고,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분배 단부는 피봇

단부로부터 내향 배치되고, 분배 공동내에 존재하며, 꼭지가 외부 분배 위치로 회전되었을 때, 분배 단부는 피봇 단부로부

터 외향 배치되고, 분배 공동 외측에 존재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선회가능하게 장착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꼭지는 피봇 단부로부터 이격된 분배 단부를 가지고,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분배 단부는 분

배 공동내에 배치되고, 꼭지가 외부 분배 위치로 선회되었을 때, 분배 단부는 피봇 단부로부터 외향 배치되며, 분배 공동의

외측에 존재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꼭지는 내부 분배 위치에서 피봇 단부와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반대 공동의 전방에 위치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분배 공동의 상부 부분에 활주식으로 장착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꼭지는 분배기를 위한 물 공급 라인에 꼭지를 연결하기 위한 공급 단부와 분배 단부를 가지는 물 분배

기.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꼭지의 공급 단부의 물 공급부에 대한 연결부는 내부 분배 위치로부터 외부 분배 위치로의 꼭지의 이동

을 허용하도록 배열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물 공급부에 대한 꼭지의 공급 단부의 연결부는 꼭지가 외부 분배 위치로 연장될 수 있도록 선형적으로

연장가능한 부분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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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물 공급부에 대한 꼭지의 공급 단부의 연결부는 외부 분배 위치로 꼭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스위블 인

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물 공급부에 대한 꼭지의 공급 단부의 연결부는 외부 분배 위치로 꼭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여분의 배

관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여분의 배관은 외부 분배 위치로부터 내측에 꼭지가 위치될 때 여분의 배관을 권취하도록 코일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배기.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물 공급부에 대한 꼭지의 공급 단부의 연결부는 외부 분배 위치로 꼭지가 연장될 수 있도록 벨로우즈

(bellows)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29.

제 21 항에 있어서, 꼭지가 수축될 때 내부 분배 위치에 , 그리고, 꼭지가 연장될 때 외부 분배 위치에 분배 단부를 가지는

분배 하우징의 꼭지를 활주식으로 지지하기 위한 트랙을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0.

제 21 항에 있어서, 꼭지와 함께 활주가능하며, 꼭지 위에 위치되어 있는 측벽 및 상단벽을 가지는 꼭지 덮개를 추가로 포

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꼭지 덮개는 덮개의 상단면을 아래로 누름으로써 꼭지가 연장될 때, 사용자가 꼭지를 통해 물을 분배할

수 있게 하도록 밸브 작동기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분배기 하우징은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꼭지 아래에 물병을 유지하기 위한 분배 공동내의 병

홀더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병 홀더는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을 때 꼭지 아래에 물병의 목부를 결합하기 위한 한 쌍의 아암을

선회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장착 브래킷을 포함하고, 이는 아암 쌍이 꼭지가 내부 분배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용기

를 충전하기 위해 꼭지와의 정렬을 벗어나 선회될 수 있게 하는 물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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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1 항에 있어서, 분배기 하우징은 트레이가 분배 공동내로 후퇴되었을 때, 내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의 공동내에 용

기를 지지하고, 트레이가 연장되었을 때,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해 분배 공동의 저면에 가동

성 트레이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트레이는 분배 공동의 저면의 트레이 브래킷상에 이동가능하게 지지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트레이는 후퇴 위치와 연장 위치 사이에서의 이동을 위해 트레이 브래킷상에 활주가능하게 장착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트레이는 고정된 위치와 회전가능한 위치를 포함하고, 고정된 위치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는 연장된

위치와 고정된 위치와 정렬된 후퇴 위치 사이에서의 이동을 위해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된 위치는 트레이의 고정된 위치상에 트레이의 회전가능한 부분을 제거가능하게 유지하

고, 회전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면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된 위치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위치에서 트레이의 회전가능한 부분을 선

택적으로 정지시키도록 하나 이상의 능동적 정지부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0.

제 1 항에 있어서, 분배기 하우징은 트레이가 수평 위치로 선회되었을 때, 제2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해

수평 위치로 분배 공동의 저면에 힌지식으로 장착된 트레이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트레이는 트레이가 수직 위치로 선회되었을 때, 분배 공동을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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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꼭지는 물을 분배하기 위해 내부 분배 위치로부터 외부 분배 위치로 위치하도록 수동 이동가능하며, 분

배기 하우징은 트레이가 분배 공동내로 후퇴되어 있을 때, 내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의 공동내에 용기를 지지하고, 트

레이가 연장되어 있을 때,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해 분배기 하우징의 저면에 수동 이동가능

한 트레이를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3.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분배 위치, 외부 분배 위치 및 내부 및 외부 분배 위치 사이의 하나 이상의 위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위치에 꼭지를 선택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꼭지에 연결된 꼭지 구동 메커니즘과, 물을 분배하기 위해 사용자가 선택된 위

치에 꼭지를 자동으로 위치시킬 수 있게 하도록 사용자 작동기를 포함하는 꼭지 구동 메커니즘을 동작시키기 위한 제어부

를 추가로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트레이가 분배 공동내로 후퇴되어 있을 때, 내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의 공동내에 용기를 지지하

고, 트레이가 연장되어 있을 때, 외부 분배 위치에서 꼭지 아래에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분배기 하우징 저면의 가동성 트레

이와, 후퇴 위치와 연장 위치 사이에서 트레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트레이에 연결된 트레이 구동 메커니즘을 추가로 포함하

는 물 분배기.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제어부는 분배 공동내부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분배 공동 외측의 용기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꼭

지 및 트레이를 선택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꼭지 구동 메커니즘 및 트레이 구동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물 분배기.

청구항 46.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 공동을 가지는 냉장 냉동고의 도어에 장착된 분배기 하우징와;

분배 공동으로부터 떨어진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 공동으로부터 후퇴되도록 배열되고, 분배기 하우징내에 위

치되어 있는 원드를 포함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분배 공동내에 위치된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 공동내에 장착된 꼭지를 추가로 포함하는 냉

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원드는 원드가 분배기 하우징내에 배치되어 있을 때, 분배 공동내에 위치된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도록

배열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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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항에 있어서, 원드는 분배 공동으로부터 원드가 후퇴될 때, 원드로부터 물을 분배하기 위해 작동기를 포함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50.

제 46 항에 있어서, 분배기 하우징은 분배 공동내의 보관 위치에 원드가 있을 때, 리세스를 폐쇄하고 원드를 수납하기 위해

원드와 도어를 보관하기 위한 리세스를 포함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원드는 원드가 분배기 하우징내에 위치되고, 도어가 폐쇄될 때, 분배 공동내에 위치된 용기내로 물을

분배하도록 배열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청구항 52.

제 49 항에 있어서, 원드는 물을 분배하기 위한 노즐과, 사용자가 원드를 유지하기 위한 핸들을 포함하며, 핸들은 작동기를

포함하는 냉장 냉동고를 위한 물 분배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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