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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체분사펌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가변분사장치를 포함하는 액체분사덤프의 수직단면도.

제2도는  다른  형태의  펌프  피스톤  밋  유입첵밸브를  구비함과  동시에  본  발명의  약간  변형된 가변분
사장치를 도시하는 액체분사검프의 수직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가변분사장치의 또 다른 변형예를 도시하는 수직확대단면도.

제4도  내지  제7도는  각각  제3도의  4-4선  단면도로서,  제4도는  분무차단  상태를  도시하고, 제5,6,7도
는 각각 제1, 제1, 제3의 접선개방위치로 회전한 노즐캔의 상대회전위치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액체분사펌프                       11 : 펌프본체

11 : 유입통로                              13 : 배출통로

14 : 침지튜브                              15 : 생크

16 : 용기뚜껑                              17 : 분무실린더  

18 : 내단                                     19 : 유입구 

10 : 축방향리브                          11 : 배출구

11 : 유입첵밸브                          13 :  리레이너링

14 : 스프링애그                          15 : 링상피스톤

16,17 : 환상형주변부                 18 : 가변체적펌프실

19 : 피스톤로드조립구               31 : 피스톤로드

31 : 레버                                    33 :  힌지점

34 : 외부스프링                          35,36 :  스프링고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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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가변분무특성을  가지는  방아쇠식분사기  헝태의  액체  분사점프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합성
시일(composite  seaI)과,  배출밸브(dischargevalve),  스핀실(spin  chamber)을  확대시키는일  없이 분
무조정을 행하는 스핀실을 형성하는 부재로 구성된 액체분사펌프에 관한 것이다.

액체분사펌프로는,  분무부재가  나사결합된  노즐캡과  협동하여  노즐캡의  축방향변위에  의한  스핀실 
깊이의  변화에  따라  분무패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즐단부에  가변분무장치를  가진  힝태의  것이 공
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3,061,101호에  있어서와  같이  노즐캡을  점차  외측으로  이동시키면, 스
핀실(spin chamber)이 플리넘실(plenum chamber)로 변환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거친 분무패턴
(coarser  spraypatten)이  형성되다가  결국에는  스트림  분무가  분출된다.  노즐캡을  충분히  조이면 미
세분무를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완전  조이게되면  분무가  차단된다.  그리고  분무부재의  내단에는 별
도의 스프링에 의해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별도의 배출밸브가 위치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081,113호에  있어서,  배출밸브  및  차단  스프링(closing  spring)은  미세분무를 
행할수  있도록  반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나사결합노즐캡의  배출오리피스까지  연장된  슬롯을  가진 베
이스플레이트와  함께  단편부재(one-piece  element)를  형성한다.   노즐캡을  완전히  조일  경우에는 분
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만, 조정식분무패턴은 제공되지 않는다.

미합중국  특허  제1,843,411호에는,  회전식분절개폐기(Segmented  rotatable  shutter)  가  동작하여 분
무부재(atomizer  element)의  접선도관에  연결된  분사구를  개폐함에  따라  외부적인  조정에  의해 분무
부재의  1또는  1이상의  분사구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므로써  액체연료버너의  분무용량을  변화시키는 장
치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다.  즉,  분무용량은  배출오리피스를  통과하는  분무액을  교축하므로써 변화
시킨다.

그러나,  노클캡과  그것에  인접한  펌프본체간의  보이지  않는  간극을  제거하고  부주의로  인해 노즐캡
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펌프의  비사용시  액체의  배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
해서는,  와류속도를  변화시켜  액체분사패턴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즐캡을  축방향으로 
변위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상술한 종래의 액체분사펌프를 다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노즐단부에 스프링힘이 가해진 배출밸브(spring biased discharge 
valve)와,  회전식노즐캡내에  위치한  접선개구와  협동하여  노즐캡의  회전시  축방향  변위없이 분사패
턴을  조정하는  스핀실을  형성하는  부재를  가지는  액체분사펌프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그리하여 스핀
실에서의  와류속도는  스핀실의  길이를  크게하거나   배출량을  변화시키는일  없이  액체분사패턴을 변
경할 수 있게끔 변화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핀실형부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스핀실대부로  연장된  복수의 액체공급
통로를  가지고,  노즐캡의  당접부에는  스핀실로  통하는  접선개구가  형성되고,  상기  접선개구  및 액체
공급통로는  시핀실내의  와류속도를  제어하므로써  노즐캡의  회전시  배출오리피스에서  분사되는 액체
의 패턴법위를 조정하도록 상대적으로 배치하여서된 분사펌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스핀실형성부재의  액체공급  통로는  상이한  크기로  되어  있고,  노즐캡의 
접선개구는  노즐캡의  상대적인  회전위치에  따라  액체공급  통로와  선택적으로  정합(matching)또는 비
정합(mismatching)되도록 동일사이즈 및 동간격으로 형성된 분사펌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 본  발명의 목적,  장점 및  신규의 특징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각 도면에 있어서 동일부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참조변호를 붙여서 인용한다.

제1도에는  유입통로(11)  및  배출통로(13)를  구비한  펌프본체(11)로  구성된  방아쇠식  점프(10)형태의 
액체분사펌프가 도시되어 있다.

펌프본체(11)의  생크(15)속에는  재래식  침지튜브(14)가  삽입되어서  공지의  방법으로  분무할  분무액 
수용용기(도시하지  않음)대로  뻗어있게된다.  암나사  또는  기타  용기고정수단을  가진  용기뚜껑(16)은 
펌프본체와  일체로  또는  그것에  고정되어서  펌프를  용기의  목부에  부착한다.  펌프본체상의 축방향리
브(10),  유입구의옵셋(offset)대부쇼울더  등의  형태로된  정지수단은  유입통로내로  연장되어서 펌프
본체 생크내에서 침지튜브의 높이를 제한한다.

또,  펌프본체는  도시한  바와같이  원추형의  내단(18)을  가지는  분무실린더(17)로  구성되고,  상기 원
추형내단에는  유입통로(11)와  연통하는  유입구(19)가  형성되어  있다.  도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분무실린더(17)는  유입통로  및  배출통로와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내단근방의 분
무실린더의 원통형벽에는 배출구가(11)가 형성되어, 배출통로(13)와 연통된다.

그리고,  펌프본체상부에는  짝힘의  발생없이  상부하중을  지댕하기위한  중앙등지느러미(11)가 부착되
어 있다.

흡입밸브는,  제1도에서과  같이  닫혀진  위치에서는  상기  내단(18)의  내면에  힘을  가하는  원추형의 유
입첵밸브(11)의 형태로 되어 있다. 유입첵밸브(11)는 스프링래그(14)를 통하여 리래이너링
(retainingring)(13)에  일체형으로  연결되고,  상기  리래이너링은  분무실린더벽과의  마찰조립이나 분
무실린더벽에 형성된 스납비이드(snapbeads)등에 의하여 분무실린더의 내면에 고정된다.

링상피스톤(15)은  분무실린더(17)내에서  왕복운동하는  것으로서,  그  양단에는  분무실린더의  내면과 
액밀접촉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  미끄럼운동하는  환상현주변부(16)(17)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기  링상피스톤은  분무실린더와  함께  가변체적펌프실(18)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링상피스톤에
는  스냅조립용의  헤드를  가지고  피스톤로드(31)와  스냅조립할  수  있도록  언더커트된 피스톤로드조립
구(19)가  형성되어  있다.  도면에서  상기  피스톤로드(31)가  힌지점(33)에서와  같이  펌프본체에 힌지
된  레버(31)형상의  방아쇠  작동기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단이 스프링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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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35)(36)에서  레버  및  펌프본체에  고정된  외부스프링(34)은  레버형상의  방아쇠가  작동하자마자 펌
프피스톤을  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와는  달리,  펌프실린더내부의  펌프피스톤과 리레이너링(13)
사이에  귀환코일스프링(도시하지  않음)을  배치하여  분무실린더의  바깥쪽으로  펌프피스톤을 밀어붙이
는 역활을 하게 한다

뭍론,  상기  유입첵밸브(11),  스프링래그(14)  및  리레이너링(13)  대신에  입구보올첵밸브를 유입통로
(11)내에  적당히  배치하거나  입구플랩밸브(inlet  flap  valve)를  설치해서  유입구의  밸브제어를 행하
여도 된다.

펌프본체는  배출통로(13)의  연장부를  형성하는  노즐부착보스(37)를  구비하고,  노즐부착보스(37)의 
외부에는  노즐캡(38)이  조립되어서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3도에 
보다  상세히  도시한바와  같이,  노즐캡의  내측환상형의  스냅비이드(39)는  노즐부착보스(37)의 외측환
상형  스납비이드(41)와  협동하여  노즐캡을  한위치에  유지시키는  한편  축방향변위의  발생없이 상대적
인  회전운동이  가능하게  한다.  노즐캡은  펌프본체의  전방쇼울더(41)와  당접하도록  해도되고, 그것으
로부터  약간  이격시켜도  무방하다.  그리고  상기  노즐캡은  제4도  대지  제7도에  도시한것과  같이. 정
사각형의  외형을  가지는  것으로,  각  표면상에는  작동모우드  또는  OFF위치를  나타내는  모우드 마크
(43)가 표시되어 있다.

단편부재(44)는  하우징(45)을  포함하는  합성체로  구성되고,  상기  하우징은  노즐부착보스(37)의 개방
단과  시일링조립되는  한편  노즐부착보스에  스냅(shap)조립될  경우  노즐캡의  원환상  언더커트와 맞춰
지는  환상형플랜지(46)를  가진다.  또,  상기  하우징(45)은  그  외면(48)의  외주면에  노즐캡의 환상형
플랜지(49)를  수용하기위한  환상형홈(47)을  가진다.  상기  외면(48)은  노즐캡의  대향부와  함께 원형
스핀실(51)을 형성하고, 이스핀실은 노즐캡의 분사구(40)와 연통하게 된다.

배출통로(13)의  단부는  원추형  또는  환상밸브시이트(51)로  되어  있고,  평면,  원추면,  구면  또는 포
물선면등의  적절한  밸브면을  가진  배출첵밸브(53)는  제3도의  배출밸브  폐쇄위치에서는  상기 밸브시
이트(51)에  안착되어  있게  된다.  스프링래그  또는  띠스프링(54)은  배출첵밸브(53)와  하우징(45)을 
일체로 연결해서 배출첵밸브를 폐쇄위치쪽으로 탄성으로 밀어붙이게 한다.

단편부재(44)는  환상형플래지(46)와  하우징(45)의  접속부에  상당하는  위치에  제4도  내지  제7도에 명
백히  도시한  바와  같은  복수개의  액체공급통로(55)(56)(57)를  가진다.  이중  액체공급통로(55)  및 
(56)은  동일한  크기로  되어있으나  액체공급통로(57)은  약간크다.  상기  3개의  액체공급통로는  내각이 
110도인  법선(1)(제4도  참조)상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들  법선이  각각의  액체공급통로를  반분하는 
것은 아니다.

노즐캡의 플랜지(49)에는 원형스핀실(51)에 대하여 접선방향으로 3개의 등간격 접선개구
(58)(59)(61)가  형성되어  동일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설명의  편의상,  3개의  접선개구의  중심을 서
로 연결하면 그 중심을 꼭지점으로하는 정삼각형(t)을 그릴수 있다.

제3도  및  제4도는  접선개구(58)(59)(61)가  어떠한  액체공급통로와도  반경방향으로  정합되지  않은 
OFF위치를  도시한다.   이  위치에  있어서,  모우드  마크(43)는  노즐캡의  상면에  위치하고,  상기 모우
드  마크의  근방에는  OFF표시가  오게된다.   그리하여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노즐캡의 상대회전위
치에  있어서는  적재,  보관  또는  운반등의  비사용  상태중  액체의  분무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방아쇠를 
부주의로  작동하더라도  액체의  누설을  거의  방지할  수  있다.  노즐캡을  제5도  내지  제7도에서와  같이 
펌프본체에  대하여  시계방향으로  90도,  180도  및  170도  회전시키면,  그에  따라  한개,  두개  및 세개
의  접선개구가  단편부재(44)의  액체공급통로와  순차적으로  정합되어서  분사패턴을  배출첵밸브의 개
방에  응동하여  미세분무로부터  점차  거친  분사  또는  스트림분사(stream  sprays)로  변환시켜  나갈  수 
있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즐캡의  외면에는  9시,6시,3시위치에1,1,3의  마트가  표시되어 있
다.   그러므로  노즐캡을  제4도의  위치에서  제5도의  위치로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미세분무
상태를  나타내는  마크  "1"이  제5도에서와  같이  최상부로  오게된다.  이때에는  하나의 접선개구(61)만
이  액체공급통로(57)의  일부와  반경방향으로  정합되고,  나머지  1개의  접선개구(58)(59)는 막혀버린
다.  그리하여  펌프실이  충만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작동하면,  액체가  피스톤에  의해  배출통로를 통하
여  송출되고,  액체의  압력이  스프링래그(54)의  귀환력을  초과하면  배출첵밸브(53)가  열립과  동시에 
상기  액체는  노즐부착보스(37)를  통과한  다음  접선개구(61)와  정렬된  액체공급통로(57)를  경유하여 
스핀실(51)로  들어간다.  따라서  분사구(40)에  의해  제어되는  스핀실내로  들어가는  일정체적의 액체
는  개구(61)를  통과하면서  가속되고  스핀실내에서  비교적  높은  속도의  와류로된  후  분사구(40)을 통
하여 미세한 알갱이로 분무된다.

보다  거친분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마크  "1"가  최상부로  올때까지  노즐캡을  제5도의  위치에서 
제6도의  위치로  다시  90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이때  접선개구(59)  및  (61)은 액체공급통
로(57)  및  (55)와  각각  정합되고,  접선개구(58)은  폐쇄된다.  그리하여  미세분무시와  동일량의 압축
액체가  1개의  접선개구(59)(61)를  통해  비교적  낮은  와류속도로  스핀실내에  유입된  다음 분사구(4
0)를  통하여  마크  "1"의  세탕시보다  거친상태로  분무된다.  그리고,  노즐캡을  제6도의  위치에서 제7
도의  위치로  다시  90도  회전시키면  3개의  접선개구(58)(59)(61)가  모두  액체공급통로(57)(55)(56)와 
정합되므로써  스핀실에서의  압력유체의  와류속도는  더욱  저하하고  배출구를  통하여  더욱  거친 분무
가 행하여진다.

접선개구  및  액체공급통로는  본  발명의  법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도면에  도시한것과  약간 
다른배열  또는  크기로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액체공급통로는  도면에  도시한것과는  다른  크기로 하
여  미세분무와  거친분무  사이의  분무패턴이  90도  회전시마다  완만히  변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노즐캡은  90도만  돌려서  또는  180도만  돌려서  OFF위치에서  거친분무위치로  조정할수  있게 해
도된다

제1도에  도시한  단편부재(44)는  예를들면  배출첵밸브(53)가  원추형대신  구형이고,  하우징(45)의 표
면(48)이  스핀실(51)내부로  더욱  깊게  뻗어있으며,  스핀실의  일부가  하우징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도에  상세히  도시한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분사구를  통한 분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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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분무패턴을 조정하는 기능 및 작용은 상술한것과 거의 같다

제1도에  도시한  펌프(10A)는  유입첵밸브  및  펌프피스톤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액체분사펌프
(10)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분무실린더(17)의   단부에  형성된  밸스시이트에 
안착되는  밸브면을  가진  유입첵밸브  그  자체  및  시일링캡(64)을  분무실린더내에  리레이닝하기위한 
리레이너링을  가진다.  시일링캡의  안쪽으로  꼬부라진  플랜지(65)는  분무실린더의  환상형홈(66)에 조
립되어서  리레이너링(63)에  의해  리레이닝된다.  시일링캡(64)은  펌프실(18)을  밀봉하여  액체가 외부
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피스톤  및  스프링의  펌프기능도  겸한다.   이러한펌프기능은 시
일링캡의  중앙에  다이어프램부(70)를  형성시켜서  그것을  스프링래그(67)로  구획된  펌프실내에서 압
축시키므로써  비로소  제공되는  것이며,  이때  상기  스프링래그는  유입첵밸브(61)와  리레이너링(63)을 
상호연결하는  한편  시일링캡(64)의  벽면부분은  단성적으로  뻗어  있게된다.  상기  시일링캡(64)은 피
스톤로드(31)에  의해  인가되는  힘에  밀려서  분무실린더내로  신장되는  것으로,  고무,  라텍스  또는 폴
리우레탄수지등과  같이  분무액에  적합한  탄성중합재로  제조한다.  압축력을  제거하면  상기 시일링캡
은  단성에  의해  원래의  비응력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결과  피스톤로드  밋  레버(31)는  평상의  위치로 
귀환하게  되므로써  분무실린더내에서  흡입행정이  이루어  진다.  탄성중합재는  신장된  상태에서 장기
간  방치하면  탄성이  열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사용시에는  시일링캡을  응력이  제거된  상태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일링캡의  다이어프램부(70)를  레버의  작동에  의해  분무실린더내로 가압하
면,  펌핑압력이  피스톤로드를  통하여  시일링캡의  벽면부분에  인가된다.  따라서,  피스톤로드(31)는 
실린더내에서  최대의  변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  및  다이어프램부에서  응력패턴을  수용할  수 있
는  형상으로  제조된것이어야  하고,  시일링캡은  응력을  임계점이하로  균일하게  유지하여  사용수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두께의 단면형상으로 제조해야 한다.

그리고,  제1도에  있어서  하우징의  원추형면(48)은  더욱  돌출되고  있고,  노즐캡의  대면부는  보다 균
일한  원추형스핀실(51)을  형성해서  분무시  촛점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보형(complementarily 

shaped)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능은 상술한 것과 동일하다

제1도에  도시한  액체분사펌프(10)에  있어서,  용기뚜껑(16)의  슬리이브(69)의  내면이나  생크(15)의 
외면상에는  적어도  하나의  축방향통기구(68)가  형성된다.  이러한  축방향  통기구는  그  상단에서 외부
로  개방된것으로  환상형요입부(71)와  당접하는  슬리이브(69)상의  원추형  플랜지(71)르  가로질러 연
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펌프본체는  상부로부터  용기뚜껑에  스냅조립할  수  있게  된다.  가요성 단성중
합재로된  환상형립(annular  lip)또는  분젠밸브(bunsen  valve)(73)는  도면에  도시한것과  같이  축방향 
통기구를  폐쇄하기  위한  밸브시이트를  형성하는  생크(15)의  원추형선단(74)과  당접하여  용기내의 압
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경우에 축방향 통기구를 통해 용기내부의 액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분젠밸브(73)는  액체분사펌프가  직립상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용기내의  압력이 대기압
보다높은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축방향통기구를  폐쇄한다.  용기내의  압력이  펌핑작용중  대기압 이하
로  강하하면,  상기분젠밸브(73)는  열리고  외부의  공기가  축방향  통기구(68)를  통해  용기내부로 들어
와서  용기내부  및  외부의  압력을  균등화하므로써  용기로부터  배출된  액체에  상당하는  양의  공기를 
보충하는 결과 용기의 파손을 방지하고 펌프 내에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펌프본체의  생크(15)와  용기뚜껑의  슬리이브(69)가  당접해서  있더라도  그들  1개의  부재는  시일링 또
는 분젠밸브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상대적인 회전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상기 1개의 
부재가  당접하면,  펌프본제에  필요한  안정성  및  지지력이  제공되기때문에  펌프본체가  외력에  의해 
과도하게 뒤틀리는일이 없다.

제1도의  액체분사펌프(10A)는  변형된  통기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생크(15)의  외주면상의  축방향 
통기구(75)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통기폐쇄위치에서는  슬리이브(69)상단의  아래까지  연장되어 
있다.  한편,  축방향  통기구의  타단은  생크(15)의  축소단면부(78)에  형성된  원추형  밸브시이트(77)에 
안착되어있는 제1분젠밸브(76)의 앞부분까지 연장된다

제1분젠밸브(76)의  내단에는  적어도  하나의  축방향  통기구(79)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슬리이브(69)내에서의  생크(15)의  축방향운동은  축소단면부(78)의  양단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되고 
축방향  통기구는  확실하게  개폐된다.   그리하여,  조작자가  펌프를  손에쥐고  그것을  작동시키면, 파
지력  및  용기의  중량으로  인하여  생크(15)가  슬리이브(69)내에서  필요한  만큼  약간  축방향으로 이동
하고  그에따라  축방향  통기구(75)는  제1도의  가상선위치에  놓여지게되어  그  상단이  개방된다.   따라
서,  제1분젠밸브(76)가  밸브시이트(77)에서  떨어짐에  따라,  양단이  개방된  축방향  통기구(79)  및 개
방통기구(79)에  의해서  개방통기로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분젠밸브(73)는  제1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기로를  제어한다.  펌프본체를  아래로  눌러서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 
시일링을  행하면  분젠밸브를  다시  닫을  수  있고,  생크(15)와  슬리이브(69)간의  조립이  자유로운 경
우에는 양 부재를 당접시키므로써 시일링을 행할 수 있다.

제1분젠밸브(76)가  적절히  제어되고  비사용시  분젠밸브(73)가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경우에는 생크
(15)와  슬리이브(69)를  빡빡하게  조립할  필요가  없으며,  펌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용기의  중량에의해 
분젠밸브가  계속  패쇄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통기밸브작용은,  펌프의  특정방향에  사용설명서, 상
표,  표지등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펌프본체를  용기에  조립한  후  그것을  슬리이브(69)내에서  돌릴수 
있도록  된  분무특성에  악영향을주는  일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생크와  슬리이브는  조립관계를  영구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의  공통축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회전운동을  하는  한편  축방향으로 제한
된  이동을  하여  분젠밸브를  상술한바와같이  동작시킨다.  상기  영구조립은  생크(15)의 계합단부(74)
를 분젠밸브(76)의 너머로 스냅조립하므로써 행하게 된다.

물론,  상술한  펌프(10A)용  통기밸브  구조는  제1도의  액체분사펌프(10)에  응용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액체분사  펌프는  간단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분무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필요부품의  수를  저감한것이기 
때문에,  조립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작동이  편리하다.  배출밸브구조체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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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된  스프링편향  배출첵밸브를  가지는  단편구조로  되어  있고,  복수개의  액체공급통로가  형성된 
하우징으로  구성되고,  노즐부착보스의  선단과  시일링적촉하는  환상형플랜지를  가지며, 배출밸브구조
체  그  자체와  노즐부착보스를둘러싸고  있는  회전식  노즐캡과  액밀접촉한다.  노즐캡에  형성된 접선개
구는  액체공급통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배치되어서,  노즐캡을  돌림에  따라  비사용  상태에서는 분무
가  완전히  차단되기도  하고  분사구를  통한  분무패턴이  미세분무에서  거친  분무  또는  스트림분무로 
변화하기도  한다.  분사구에서는  교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사구를  통한  액체의  분사량은 접선개구
가  하나,  둘  또는  셋이  개방되더라도  항상  일정하고,  접선개구가  개방되면  와류가속이  발생하므로 
스핀실의  용량  또는  크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와류속도를  변화시킬수  있다.  따라서,  노출캡은 펌프
본체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고,  각종  분무패턴  조정중  노즐캡과  배출밸브  구조체와 
노즐부착보스간에는 긴밀한 액밀접촉이 이루어진다.

더우기,  본  발명에  있어서는  무한한  가변분무  패턴이  제공되고,  이러한  분무패턴은  액체공급통로와 
접선개구간의  상대적인  구성에  따라  노즐캡이  OFF위치에서  360도  이하로  희전하도록하여  조정할 수
도  있다.  다시말해서,  액체공급통로의  크기  및  접선개구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노즐캡을 어느방향
으로든지  90도  또는  180도만  돌려서  OFF위치로부터  미세분무,  거친분무  및  더욱  거친분무로 분무패
턴을  조정할  수도  있고,  노즐캡을  시계방향으로  1/4회전만  시켜서  분무패턴이  OFF위치로부터 분무위
치로되도록  조정할  수도  있으며,  노즐캡을  반시계방향으로  l/4회전시켜서  분무패턴이  OFF의치로부터 
스트림  분무위치로되도록  조정할수도  있다.  액체공급통로  및  접선개구는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는한 1개 또는 3개 이상으로 선택적으로형성시킬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  의하면  거의  스트림분무에  가까운  가장  거친분무패턴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순수한  스트림분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도면에  도시한것과는  반대방향으로  하나의 
접선개구를  형성시키면  된다.  다시말해서,  접선개구중  하나를  제4도를  놓고  보았을때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되도록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역방향접선개구의  개방에  따라 스핀실
내의  와류가  상쇄되고,  그결과  스핀실이  플리넘실로  변환되므로써  순수한  스트림이  분사구를  통하여 
분사된다

그밖에도,  단편부재(44)는,  분무차단위치에서  밸브시이트쪽으로  스프링편향될  수  있는  것이기만 하
면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한  상술한  형태이외의  어떠한  배출첵밸브로  구성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펌프피스톤,  피스톤탄성귀환수단  및  유입첵밸브도  상술한  것과는  다른  헝태의  것을  본 발명
의 액체분사펌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  비추어  볼때  본  발명은  다른형태로  다양하게  변경  및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첨부
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상술한  이외의  형태로  변경실시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사할  유동성  액체가  담긴  용기위에  취부하기에  적합하고  펌프실린더와  상기  실린더내에서 왕복운
동하고  상기  실린더와  함께  가변  펌프실을  형성하는  피스톤과  상기  펌프실의  안밖으로  유동성 액체
를  전달하기  위하여  밸브로  제어되는  입구수단  및  출구수단을  구비하는  펌프몸체와,  상기  피스톤을 
수동으로  왕복운동시키기  위한  수단과,  배출오리피스를  가지고  상기  출구수단의  끝단부에서 상기펌
프몸체위에서의  축방향이  동없이  배출차단위치와  적어도  두개의  선택가능한  배출개구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하게  착설된  노즐캡과  상기노즐캡내에  배치되고  상기  펌프몸체상에  취부된  단편부재를 포함
하고,  상기  노즐캡은  내면을  가지고,  상기  부재는  상기  내면으로부터  그것과  함께  원형스핀실을 형
성하기  위하여  간격이  떨어진  외면을  가지는  하우징을  포함하고,  상기  노즐캡의  벽면을  상기 하우징
의  벽면과  맞물림  결합하며,  상기  캡벽면은  상기  내면에서  상기  스펀실로  인도하는  적어도  두개의 
간격이  서로  떨어진  접선개구를  가지고,  상기  하우징  벽면은  거리가  떨어진  적어도  두개의 액체공급
통로를  가지고,  상기  개구와  상기통로는  단독으로  배출흐름통로수단을  이루고,  상기  배출폐쇄 위치
로  상기캡의  회전시에  상개  개구와  상기  통로는  정합되지  않고  첫번째의  상기  배출개구위치로 상기
캡의  회전시에  상기통로중의  하나와  상기개구중의  하나와  정합되며  두번째의  상기배출개구위치로 상
기캡의  회전시에  상기  양쪽통로  모두와  양쪽개구  모두가  정합되게  배치됨에  따라,  와류속도로 상기
접선개구를  경유하여  본래  일정한  배출속도로  또한,  상기  배출  개구위치에  의존하는  패턴법위내에서 
액체가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덤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은  상기  펌프실린더의  일단부와  액밀접촉하는  시일링캡을  포함하고, 상
기  시일링캡은  펌핑작용중  상기  펌프실내로  탄성적으로  늘어나는  탄성중합재로  된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펌프몸체는  상기  유입통로를  형성하는  속이빈  생크와,  상기생크를  둘러싸는 
슬리이브를  가지는  용기  뚜껑과,  상기  생크와  상기  슬리이브  사이에서  상대적인  축방향이동을 방지
하는  반면  상대적인  회전을  허용하는  상기생크와  상기  슬리이브위의  협동수단과,  상기  생크와 상기
슬리이브  사이에서  형성되고  일단이  열린  통기구와,  상기  통기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상기  통기구의 
반대쪽  단에서  상기  생크위에  형성된  밸브  시이트에  통상적으로  안착되고  상기  슬리이브상에서 가요
성  탄성중합재로  이루어진  환상형의  통기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통기밸브는용기  내의  압력이 강하함
에따라  상기  통기구를  열기위하여  상기  밸브시이트로  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분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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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펌프몸체는  상기  유입통로를  형성하는  속이빈  생크와,  상기  생크를  둘러싸는 
슬리이브를  가지는  용기뚜껑과,  상기생크와  상기  슬리이브위에서  상대적신  회전과  제한된  상대적인 
축방향  이동을  허용하는  협동수단과,  상기  생크와  상기  슬리이브사이에서  형성되고  일단이  폐쇄된 
통기구와,  상기통기구를  패쇄하기  위하여  상기통로의  반대쪽  끝단에서  상기  생크위에  형성된 밸브시
이트에  통상적으로  안착되는  상기  밸브  슬리이브위의  통기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통기구는  상기 상
대적인 축방향이동시에 확실하게 개방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로는  크기가  다르고  상기  접선개구는  동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캡은  상기  배출패쇄위치와  적어도  세개의  선택적인  배출  개구  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하게  착설되고,  상기캡의  상기벽면은  상기  개구의  적어도  세개를  가지고  상기  하우징의 상
기  벽면은  상기  통로의  적어도  세개를  가지고,  상기  1차  배출  개구  위치에서  상기  통로중의  하나와 
상기  개구중의  하나가  정합되고,  상기  2차  배출  개구  위치에서  상기  개구의  두개와  상기  통로의 두
개가  정합되며,  상기3차  배출  개구  위치에서  상기  통로의  모두와  상기개구의  모두가  정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로는  크기가  다르고  상기  접선개구는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접선개구의  두개가  1차방향으로  뻗어있고  상기  개구의  세번째것이  상기 1차방
향의  반대방향으로  뻗어서  상기  스핀실내의  와류가  상쇄되도록하여  순수한  스트림배출을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수단은  배출밸브시이트를  포함하고,  상기  부재는  펌프  흡입행정동안 펌프
실을  충전할때  상기  밸브시이트에  대하여  단력있게  안착된  일체형의  셀프스프링힘이  가해진 배출첵
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상기  배출첵밸브와  상기  하우징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띠스프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상기  배출첵밸브나  상기  하우징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띠
스프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선개구는  상기  스핀실내의  와류가  상쇄되도록  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뻗어
서 순수한 스트림 배출을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캡의  상기  벽면은  상기  개구를  포함하는  환상형  플랜지로  이루어지고 상
기  하우징은  상기  플랜지를  회전가능하게  수용하는  홈을.가지고,  상기  통로는  상기   홈속에 배치되
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분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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