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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배양조가 위치하는 배양실의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상부와 하부에 개폐문(1a)(1b)이 형
성되어 케비넷 형상으로 된 배양기 외통(1)내에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구획하여 배양실 내부에 배양조(2)
를 장치하되 배양실(101)의 양측 벽에는 배기공(3)(3a)을 뚫어서 배기팬(4)(4a)을 장치하고 또한 양측벽에 할로갠
등(5)(5a)을 설치하며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통기공(102)으로 연통시켜 흡기실(103) 주벽에 흡기공(104)
을 뚫어 흡기팬(105)을 장치하고 배양조(2)내에는 하측 중심부에 교반기(7)를 장치하여 전동기(8)로 회전시킬 수
있게 하고 교반기(7) 회전축(701) 양측에 영구자석집(702)(703)을 만들어 영구자석(6)(6a)을 내장하므로서 교반기
가 회전하면 배양액이 자화되고 동시에 교반기 상부로 소용돌이가 생겨 내부에 동공부가 형성되게하여 공기공급이
원활하고 거품이 소진되는 배양기가 되게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배양기외통, 배양실, 배기팬, 할로개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외관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단면 예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상태를 보이는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교반날개 분해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교반통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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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배양기외통 2 : 배양조

2a : 뚜껑 3,3a : 배기공

4,4a : 배기팬 5,5a : 할로갠등

6,6a : 영구자석 7 : 교반기

7a : 교반기회전축 8 : 전동기

8a : 회전축 101 : 배양실

102 : 통기공 103 : 흡기실

104 : 흡기공 105 : 흡기팬

701 : 회전축 702,703 : 영구자석집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배양조가 위치하는 배양실의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온도조정장치를 설치하고 배양조내에
장치되는 교반기를 배양조 하부에서 회전되게 장치하므로서 교반기가 회전하면 배양액의 중심상부에서 내측으로
역삼각형상의 소용돌이 홈이 형성되게 하여 배양액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제거되어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케하고
배양액 내부 깊숙이 공기가 흡인될 수 있게 하며 교반날개에 영구자석을 부착하여 배양액이 자화되게 하므로서 배
양액이 활성화되어 배양효과가 높은 배양기가 되도록 한 것이다.

종래의 배양기는 배양조 내에 가열장치를 하고 중심부에 교반기를 설치하여 회전시키기 때문에 배양기에서 거품이
발생하면 배양조 상부로 넘치는 결점이 있고 배양액 깊숙이 공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는
별도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결점이 있었으며 배양액에 직접 가열기가 닿기 때문에 배양액의 온도조
정이 원활하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위와같은 종래의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부와 하부에 개폐문(1a)(1b)이 형성되어 케비넷 형상으로 된 배양기 외통(1)내에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구획하여 배양실 내부에 배양조(2)를 장치하되 배양실(101)의 양측 벽에는 배기공(3)(3a)을 뚫어서 배기팬(4)(4a)
을 장치하고 또한 양측벽에 할로갠등(5)(5a)을 설치하며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통기공(102)으로 연통시켜
흡기실(103) 주벽에 흡기공(104)을 뚫어 흡기팬(105)을 장치하고 배양조(2)내에는 하측 중심부에 교반기(7)를 장
치하여 전동기(8)로 회전시킬 수 있게 하고 교반기(7) 회전축(701) 양측에 영구자석집(702)(703)을 만들어 영구자
석(6)(6a)을 내장하여서 되는 구성이다.

한편 본 고안은 교반기(7)를 배양조(2) 중심하부에 장치하기 위해 배양조(2) 바닥에 구멍을 뚫고 배양조 바닥외측에
전동기(8)를 장치하여 그 회전축(8a)을 배양조 내부로 투입하여 교반기 회전축(701)에 연결하거나

배양조 뚜껑(2a)에 전동기(8)를 장치하고 그 회전축을 길게 연장하여 연장된 회전축(8b)을 배양조 바닥가까이 투입
하여 교반기 회전축(701)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교반기를 설치하므로서 교반기가 배양조(2) 중심하부에 위치하도록
하는 수단에 포함되는 구성이다.

고안의 효과

이와같이된 본 고안은 배양기 외통(1) 내부의 배양실(101)에 할로갠등(5)(5a)이 양측으로 장치되어 있고 주벽에 배
기공(3)(3a)을 뚫어 배기판(4)(4a)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실(101)에 장치된 온도센서가 설정 온도이상을 감
지하면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즉시 배기팬(4)(4a)이 회전하고 흡기팬(105)이 작동하여 배양실의 온도를 내리게 되
고 설정된 온도에 당도하면 배기팬(4)(4a)과 흡기팬(105)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수단을 통해 배양실(101)의 온
도를 일정온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며(이러한 장치는 공지의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도
면에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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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고안의 배양조(2)에는 내부 중심하측에 교반기(7)가 장치되어 회전하므로 배양조내에 투입된 배양액에 상
광하협한 원추형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중심부에 동공이 생기므로 배양액 깊숙히 공기가 유입될 수 있고 동시에
거품이 발생하면 내부로 흡인되어 제거되므로 거품이 넘치지 않게 되고 교반기에 장치된 영구자석에 의하여 배양액
이 자화되므로 물분자집단이 세분화되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생물의 작용도 활성화시켜 배양효과를 높이게 되며
배양실의 온도 조정으로 배양조 내에 직접 히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히타에 의하여 배양액의 미생물이 사멸하
거나 히타의 교환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할로갠등을 가열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할로갠등의 적색열선
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배양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 본 고안의 영구자석(6)(6a)은 영구자석집(702)(703)에 내장되므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화학
접착제가 배양액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와 하부에 개폐문(1a)(1b)이 형성되어 케비넷 형상으로 된 배양기 외통(1)내에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구획하여 배양실 내부에 배양조(2)를 장치하되 배양실(101)의 양측 벽에는 배기공(3)(3a)을 뚫어서 배기팬(4)(4a)
을 장치하고 또한 양측벽에 할로갠등(5)(5a)을 설치하며 배양실(101)과 흡기실(103)을 통기공(102)으로 연통시키
고 흡기실(103) 주벽에 흡기공(104)을 뚫어서 흡기팬(105)을 장치하고 배양조(2)내에는 하측 중심부에 교반기(7)
를 장치하여 전동기(8)로 회전시킬 수 있게 하고 교반기(7) 회전축(701) 양측에 영구자석집(702)(703)을 만들어 영
구자석(6)(6a)을 내장하여서 되는 미생물 배양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교반기(7)는 배양조(2) 바닥에 구멍을 뚫고 배양조 바닥외측에 전동기(8)를 장치하여 그 회전축
(8a)을 배양조 내부로 투입하여 교반기 회전축(701)에 연결하므로서 교반기가 배양조 중심하부에 위치하도록 한 미
생물 배양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교반기(7)은 배양조 뚜껑(2a)에 전동기(8)를 장치하고 그 회전축을 길게 연장하여 연장된 회전축
(8b)을 배양조 바닥가까이 투입하여 교반기 회전축(701)에 연결하므로서 교반기가 배양조(2) 중심하부에 위치하도
록한 미생물 배양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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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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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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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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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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