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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이중출원한 특허출원번호 10-2002-0020186 호와 관련한 조립식 해 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100)에 관
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해저면에 정착 시키는 상기 장치의 하부 콘크리트 방석판(101)의 중앙에 "ㅁ"형의 공간부(102)를 형
성시켜 여기로 사질층 또는 사니질층이 쉽게 형성되게 하여 상기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가 일측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넘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고 상기 콘크리트 방석판(101)의 파열을 방지키 위해 그 중간층 속에 철근(103)을 " # "
자형으로 나열시킬때 전후좌우 사방 모서리부의 적당 지점에다 "L"자형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입설시키되, 상단 양
편부에 상단 통공(111)(112)과 하단 양편부에 하단통공(113)(114)을 천공한 다수의 "L" 자형의 고정앵글기등체(1
10)의 1/2부분을 매설하여 입설(立設)시키고, 상기 고정앵글기둥체(110)의 하단통공(113)(114)에는 상기 철근(10
3)을 가로 세로방향으로 " # " 형이 되게 관통 삽입시켜 콘크리트로 성석시킴을 특징으로 하고, 이 고정앵글 기둥체(
110)의 상단 통공(111)(112)에 다가는 "L"자형의 지주 앵글 기둥체(120)를 덧대어 입설시키되, 상단부에는 일측편
에 천공된 상부 통공(121)및 하단부에는 양측편에 천공된 하부통공(122)(123)과 일측편에 "ㄷ" 형의 요부(124)를 
가진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하단부 양측편 통공(122)(123)에다 볼트(140)를 끼워 너트(141)로 체결하고, 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상단부의 상단통공(121)에다가는 양측단부에 통공(131)(132)을 천공한 "L" 자형의 수평앵
글체(130)를 가로세로 사방으로 결합시키되, 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상단부 통공(121)과 수평앵글체(130)의 
통공(131)(132)에다 볼트(140)를 끼워 너트(141)로 체결 고정시킨 다음, 전후좌우 사방에 입설된 상기 지주앵글 기
둥체(120)의 일측편에 형성된 "ㄷ"형의 요부(124)에다가는 통상의 로프(150)로 사방을 층층히 감아 고정시켜서 되는 
조립식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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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콘크리트 방석판,철근,통공,고정앵글 기둥체,지주앵글기둥체,요구,수평고정체,볼트,너트,로
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이 고안의 일부를 삭설하여 나타낸 전체 조립 사시도

도 2 는 이 고안의 분해 조립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 101 : 콘크리트 방석판

102 : 공간부 103 : 철근 110 : 고정앵글 기둥체

111,112 :상단통공 113,114 : 하단통공 120 : 지주앵글 기둥체

121 : 상단통공 122,123 : 양측편 통공 124 : 요구

130 : 볼트 141 ; 너트 150 : 로프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이 고안은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100)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다 밑에 장착시키는 상기 장치(100)
의 하부 콘크리트 방석판(101)의 중앙에 통상의 "ㅁ"형 또는 "ㅇ"형 등의 공간부(102)를 형성하여 이 공간부(102)로 
사질층 또는 사니층이 쉽게 형성 되게 하여 상기 장치(100)가 기울거나 넘어지는 폐단을 방지케 하고 따라서 콘크리트 
방석판(101)을 형성 시키면서 그 중간층 속에다 철근(103)을 "#"자형으로 나열 고정시킬 때, 전후좌우 사방 모서리
부의 적당지점에다 상,하단 양편부에 통공(111)(112)(113)(114)을 천공한 다수개의 "L"자형 고정앵글 기둥체(110)
를 1/2 부분을 매설 입설 시키되, 상기 고정앵글 기둥체(110)의 하단 양편통공(113)(114)으로는 상기 철근(103)을 
가로 세로방향으로 "#" 자형이 되게 관통 삽입시켜 콘크리트로 매설 성석시킴을 특징으로 하고, 이 고정앵글 기둥체(
110)의 상단 양편 통공(111)(112)에다 가는 "L"자형의 지주 앵글기둥체(120)를 덧대어 입설시키되, 상단부에는 일
측편에 천공된 통공(121)및 하단부에는 양측편에 천공된 통공(122)(123)과 일측편에 요설된 "ㄷ"자형의 요부를 가진 
지주앵글기둥체(120)의 하단부 양측편 통공(122)(123)에다 볼트(140)를 끼워 너트(141)로 체결하고, 상기 지주앵
글기둥체(120)의 상단부에다가는 상단 일측편에 천공된 통공(121)에다, 양측단부에 통공(131)(132)을 천공하여 가
진 "L"자형의 수평앵글체(130)를 가로세로 사방으로 결합 시키되,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상단부 통공(121)과 
수평앵글체(130)의 통공(131)(132)에다 볼트(140)너트(141)로 체결 고정시킨 다음, 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
의 일측편에 형성된 "ㄷ"형 요부(124)에다가는 로프(150)를 층층이 감아 고정시켜 주므로서 각종 해초류와 포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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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을 느껴 보다 빠르게 접착 성장케 하고 특히 각종 포자를 발아 종식한 별도의 로프를 상기 로프(150)에다 이중으
로 둘둘 감아 주므로서 이것들이 해중림(海中林)을 이루게 하는 기호 서식처를 제공하여 줌에 그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종래에는 여러가지로 된 해중림 조성장치를 바다속에다 투하시켜 해초류 들을 서식케 한 것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
은 해초류가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케 하지 못하고 해중림을 이루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는 것들 뿐이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고안은 이와 같은 난제들을 해소하고 상기 장치(100)를 조립식으로 하여 바지선등, 배위에서 상기 방석판(101)위
에다 지주앵글 기둥체(110)와 수평고정앵글체(130)를 볼트(140)와 너트(141)로 손쉽게 조립하고, 로프(150)로 상
기 지주 기둥체(100)를 층층마다 둘둘 감아서 바다속에다 투하시키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코저 함과, 특히 별도의 로프
에다 인공적으로 각종 해초류 및 포자등을 발아 접착시킨 로프를 덧감아 주므로서 이것들이 바닷속에서 쉽게 자라 생장
하여 보다 완벽한 해중림을 이루게 함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시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방석판(101)의 중간층 속에 철근(103)을 가로세로로 나열시킨 전후 좌우 사방 모서리부의 
적당 지점에다 "L" 자형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입설시키되, 그 하단부 양편에 천공된 하단 통공(113)(114)으로 철
근(103)을 가로세로로 관통 삽입시켜 상기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절반부를 콘크리트로 매설 성석 고정 시킴을 특징
으로 하고, 상기 고정앵글기둥체(110)의 상단부 양편에 천공된 상단통공(111)(112)에 다가는 "L"자형의 지주앵글 기
둥체(120)를 덧대어 입설시키되, 상단부 일측편에 천공한 상부 통공(121) 및 하단부 양측편에 천공된 하부통공(122)
(123)과 일측편에 "ㄷ"형의 요부(124)를 가진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하부통공(122)(123)을 고정앵글 기둥체(1
10)의 상단통공(111)(112)에 맞추어 볼트(140)를 끼워서 너트(141)로 체결 고정하고, 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
의 상단통공(121)에다 가는,양측단부에 통공(131)(132)을 천공한 "L"자형 수평앵글체(130)를 가로 세로 사방으로 
결합시키되, 상기 지주앵글기둥체(120)의 상단통공(121)과 수평앵글체(130)의 통공(131)(132)을 맞춰 볼트(140)
를 끼워 너트(141)로 체결 고정시킨 다음, 전후 좌우 사방에 입설된 상기 지주앵글기둥체(120)의 일측편마다 형성한 "
ㄷ" 형의 요부(124)에다 통상의 로프(150)로 사방을 층층히 감아 고정시켜서 되는 조립식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
(100)인 것이다.
    

    고안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이 고안은 방석판(101)의 중간층 속의 사방 적당지점에 입설한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그 하단 통
공(113)(114)에 철근(103)을 "#" 형으로 관통 삽입시켜 콘크리트로 절반부까지 매설 성석 고정시키므로서 상기 기
둥체(110)가 뽑히거나 빠지는 폐단이 없고, 따라서 상기 기둥체(110)의 상단부 양편 통공(111)(112)에다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하부 통공(121)(122)을 맞추어서 볼트,너트로 체결 고정시키고 그 상단부는 수평앵글체(130)의 양단
부 통공(131)(132)을 맞춰 볼트너트로 체결고정하며, 지주기둥체(120)의 중간중간부에 형성한 "ㄷ"자형 요부(124)
에다 통상의 로프(150)로 사방을 층층히 감아 구성하는 장치이므로 보다 많은 량의 선적과 조립상의 큰 이점인 조립의 
용이함은 물론 비용 절감의 이점 효과가 매우 큰 고안의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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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방석판(101)의 중간층 속에 철근(103)을 가로세로로 나열시킨 전후 좌우 사방 모서리부의 
적당 지점에다 "L" 자형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입설시키되, 그 하단부 양편에 천공된 하단 통공(113)(114)으로 철
근(103)을 가로세로로 관통 삽입시켜 상기 고정앵글 기둥체(110)를 절반부를 콘크리트로 매설 성석 고정시킴을 특징
으로 하고, 상기 고정앵글기둥체(110)의 상단부 양편에 천공된 상단통공(111)(112)에 다가는 "L"자형의 지주앵글 기
둥체(120)를 덧대어 입설시키되, 상단부 일측편에 천공한 상부 통공(121) 및 하단부 양측편에 천공된 하부통공(122)
(123)과 일측편에 "ㄷ"형의 요부(124)를 가진 지주앵글 기둥체(120)의 하부통공(122)(123)을 고정앵글 기둥체(1
10)의 상단통공(111)(112)에 맞추어 볼트(140)를 끼워서 너트(141)로 체결 고정하고, 상기 지주앵글 기둥체(120)
의 상단통공(121)에다 가는,양측 단부에 통공(131)(132)을 천공한 "L"자형 수평앵글체(130)를 가로 세로 사방으로 
결합시키되, 상기 지주앵글기둥체(120)의 상단통공(121)과 수평앵글체(130)의 통공(131)(132)을 맞춰 볼트(140)
를 끼워 너트(141)로 체결 고정시킨 다음, 전후 좌우 사방에 입설된 상기 지주앵글기둥체(120)의 일측편마다 형성한 "
ㄷ" 형의 요부(124)에다 통상의 로프(150)로 사방을 층층히 감아 고정시켜서 되는 조립식 해중림 인공어초 조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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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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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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