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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끼식물의 고정물

요약

본 발명은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상면에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토

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적층·고정되어 이루어진 이끼식물의 고정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보다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이끼식물을 사용하는 자연 회귀성 재료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이끼식물의 고정물, 분쇄지, 종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조성물, 자연 회귀성 재료, 식물 소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식물 소재를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발명이다.

배경기술

현재, 여러가지 종류나 용도의 재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개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공업적인 과정을 경유하여 

수득되는 재료이다.

이들 재료는 현대의 고도 기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반면에, 이러한 재료의 개발·

생산에 따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증가, 오존층의 파괴, 환경 호르몬 등의 문제를 새롭게 야기하여 지구환경에 결

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하에, 종래와 같은 공업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가능한 한 「자연 회귀적」인 과정에 의해 생산되는 재료,

예를 들면, 왕겨나 조개 껍질을 고화시킨 포장재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이들 「자연 회귀성 재료」가 종래의 공업 제품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자연 회귀성 재료」를 수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식물

뿌리의 왕성한 신장력에 착안하여 이러한 뿌리의 능력을 「뿌리 활기」라는 현상을 핵으로서 이용함으로써 공업적인

생산 과정이 아닌 농업적인 생산 과정에 의해 생산할 수 있는, 종래에는 고정하는 것이 곤란했던 미세 물질이 고정된,

환경에 우수한 「자연 회귀성 재료: 식물 뿌리의 뿌리 활기에 의해 미세 물질이 일정 형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미세 물

질의 고정물」(이하, 뿌리 활기 고정물이라고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제WO 00/25570호 공보 등).

뿌리 활기 고정물은 자연 회귀성 재료로서 대단히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이지만, 보다 염가로 제공될 수 있는 자연 회

귀성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뿌리 활기 고정물에서 염가로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효과적으로 환경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 회귀성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자는 이러한 과제에 관하여 예의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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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성물을 기본적인 소재로 하는 것으로 상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회귀성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본 발명은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이하, 분쇄지 등이라고 한다)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하, 

토대용 조성물이라고 한다)의 상면에 분쇄지 등,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하, 상면용 조성물이

라고 한다)이 적층·고정되어 이루어진 이끼식물의 고정물(이하, 본 고정물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발명이다(또한, 

본 고정물의 「상면」이란 본 고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시공면측이 아니라 표면측에 위치하는 면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본 발명자는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 요구되는 조건을 「사후적으로 고화시켜 정형화하며, 또한 이끼식물

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강한 알칼리성 때문에 이끼식물 등의 생육을 억제하는 시

멘트나 모르타르는 사후적으로 고화시킴으로써 정형화하지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비고화 상태가 고온에서만

유지되는 합성 수지 등도 비고화 상태로 이끼식물에 접촉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고화

상태에서 고화 상태로 되는 과정은 통상적으로 용매가 증발함으로써 진행되지만, 이러한 용매가 각종 유기 용매인 경

우에는 이러한 유기 용매가 이끼식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므로 비고화 상태가 유기 용매에 의해 유지

되고 있는 것은 소재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상기한 각종 조건을 구비한 소재로서는 가소성을 갖는 비고화 상태를 유지하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로서, 예를 들면 점토류, 분쇄한 종이류 등을 들 수 있지만, 점토류 만으로는 단

위 중량이 무거우며, 또한 고화 상태에 서는 대단히 취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분쇄한 종이류는 단위 중량이 

가볍지만, 역시 고화 상태에서는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식물의 생육에 대하여 유용한 물질이 희소하며, 시

공후 생물이 정착하기 어려운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소재로서는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들 

수 있다.

분쇄지란 문자 그대로 분쇄한 종이이며, 종이의 종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문지, 위생용지, 잡지류

, 광고지, 카피 용지 등을 종이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케나프지(케나프의 식물섬유에 의해 보통 종이의 제조 공

정에 준하여 제조될 수 있는 종이)를 종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분쇄란, 기본이 되는 종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종이 섬

유 단위까지 미세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분쇄 수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하기하는 전구 조성물을 제조

할 때에 수중에서 전단 칼에 의한 전단, 줄칼에 의해 깎아 내기, 또는 손으로 구김 등에 의해 목적하는 분쇄지를 제조

할 수 있다.

종이 전구물이란 펄프로부터 정제한, 종이가 직접적인 원료로 되는 물을 함유하는 식물섬유이다.

토질 미세물이란 「흙에 근사한 형태의 미세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는 흙(배양토 등), 자갈, 모래, 도기 

가루, 유리 가루, 규조토, 재, 경량 골재, 점토, 이탄 이끼, 펄라이트 등을 들 수 있다. 토질 미세물은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종류나 배합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질 미세물로서, 뿌리 활기 고정물의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잔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뿌리 활기 고정물과 본 고정물의 제조를 결합함으로써 자연 회귀 소

재를 제조하는 재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 토질 미세물 이외의 미세 물질을 이의 원래의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한, 

필요에 따라 함유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식물섬유(예: 뿌리 활기면을 형성하는 뿌리 부분, 전단한 뿌리 

부분 등의 식물 뿌리 부분 등), 짚, 생쓰레기 분쇄물, 숯조각, 광석류, 식물의 종자 등을 함유시킬 수 있다. 특히, 식물

섬유는 이들 조성물을 강화하는 데에 함유시키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확인된다. 특히, 상기한 뿌리 활기면을 형성하는

뿌리 부분이나 전단한 뿌리 부분 등의 식물 뿌리 부분은 식물의 종자에서 떼어낸 후에도 당분간은 생명 활동을 계속

하여 제품 중에서 신장하여(전형적으로는 제품의 최종 건조공정에서 뿌리 부분의 신장에 따른다), 당해 제품의 강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의 뿌리 부분을 토대용 조성물이나 상면용 조성물에 함유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종자에서 잘라낸 직후의 뿌리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뿌리 부분을 제공하는 식물의 종류는 특별

히 한정되지 않지만, 벼, 보리, 옥수수 등의 벼과의 식물 뿌리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식물의 뿌리 부분의 

함량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토대용 조성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에 대해 습윤 질량으로 1 내지 20질

량% 정도이다.

또한,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는 토질 미세물로서 점토를 함유시키는 것이 이들 조성물 자체의 강도와 

소성(塑性)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점토와 분쇄지 등을 공존시킴으로써 상승적으로 강도와 소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하기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점토란, 흙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0.07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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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질 미세물이며, 일반적으로 실트, 점토 내지 콜로이드라고 칭명되는 토질 미세물을 의미한다.

또한,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 분쇄지 등 및 토질 미세물 이외의 함유물, 예를 들면, 결합제, 증점제 등의 

결합 강화제를 함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합 강화제(특히, 화학 합성품)를 첨가하지 않아도 본 고정물의 원래

의 형상을 경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구 환경에 대하여 우수하다(즉, 강우 등에 의해서도 환경에 대하여 악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 합성품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며, 가능한 한 이들 결합 강화제는 함

유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이끼식물 이외)은 결합 강화제가 함

유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여기서, 실질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성분(예: 신문지 등

의 인쇄지의 잉크 성분 등)이나 수분이 함유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토대용 조성물과 상면용 조성물은 이들의 전구 조성물을 경유하여 형성된다. 즉, 우선 분쇄지 등, 토질 미세물 및 물(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은 이끼식물도 포함한다)을 함유하는 전구 조성물을 제조하고, 이들 전구 조성물을 본 

고정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즉, 토대용 조성물과 상면용 조성물의 각각의 전구 조성물을 목적하는 형상 형태로 

적층·압축·성형하여 습윤 상태의 본 고정물을 수득하고, 이것을 건조함으로써 본 고정물의 완성품을 수득할 수 있

다. 또한, 토대용 조성물과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적층할 때에 양쪽 전구 조성물 사이에 결합 용 조성물을 배

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용 조성물로는, 전형적으로는 사용하는 토대용 조성물과 동일한 성분에, 또는 적어도 토대

용 조성물의 기본 성분, 즉 토질 미세물과 분쇄지에 통상적인 전구 조성물보다도 많은 양(2 내지 5배량)의 물을 첨가

하여 수득된 혼련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용 조성물에 의해 토대용 조성물과 상면용 조성물을 보다 확실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토대용 조성물과 상면용 조성물은 서로 분쇄지 등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동질의 조성물이므로, 적층하여 이것을

압축하는 것만으로 양쪽 조성물면은 일체화되며, 양쪽 조성물의 적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접착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용이한 적층·압축에 의한 일체화 공정을 실시하기 위해 양쪽 조성물의 분쇄지 

등 및 토질 미세물은 가능한 한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 분쇄지 등 및 토질 미세물의 비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질량

비로 분쇄지 등:토질 미세물= 1:2 내지 1:4 정도가 바람직하다. 분쇄지 등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 자체가 취약해지며, 색조에서도 종이의 색깔이 전체면으로 나오며, 색채 의장적으로 적절성을 결여하

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질 미세물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 고착성이 저하되며, 

건조해도 안정적으로 정형화되는 것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양쪽 조성물의 단위 체적당 원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

해진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에서 사용하는 토질 미세물로서 점토를 함유시키는 것이 적

절하다. 이러한 점토의 함량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이들 조성물의 토질 미세물 전부를 점토로 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는 질량비로 점토:점토 이외의 토질 미세물= 1:10 내지 1:1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에서 분쇄지 등 및 토질 미세물과 물의 비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구 조성물 전량에 대하여 각각 1 내지 30질량% 및 3 내지 25질량%

정도가 바람직하다. 물의 함량이 너무 적으면 분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종이의 분쇄 작업이 어려워지며, 분쇄지와 

토질 미세물의 충분한 혼련도 곤란해진다. 물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전구 조성물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양쪽 조

성물의 제조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낭비가 되어 버린다. 단, 토대용 조성물 및 상면용 조성물

(특히, 상면용 조성물)을 얇은 형태로 성형할 때에는 물의 양을 상대적으로 증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확인된다. 

또한, 분쇄지 대신에 종이 전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함유한 상태의 종이 전구물의 물 함량이 결과적으로 상

기한 바와 같은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본 고정물은 상면용 조성물에 이끼식물을 함유시킴으로서 이끼식물이 재생할 수 있는 본 고정물을 이의 제조 

공정에서 후반에 이끼식물을 첨가하는 공정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할 수 있다. 단, 본 고정물에서 상면용 조성물에 함

유되어 있는 이끼식물은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끼식물의 생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끼식물의 노출 수

단으로서, 우선 상면용 조성물 중의 이끼식물의 함유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끼식물

을 상면용 조성물의 이끼식물 이외의 함유물의 2배 내지 15배(질량비) 정도가 되도록 함유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끼

식물의 함량이 상면용 조성물의 이끼식물 이외의 함유물의 2배 미만이면 이끼식물 이외의 요소(종이 섬유 및 토질 미

세물)가 본 조성물의 상면을 덮으며, 이것이 이끼식물의 생육에 장애가 되어 버린다. 또한, 상기 이끼식물의 함량이 1

5배를 넘으면 상면용 조성물에서 이끼식물의 고정력이 너무 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른 노출 수단으로서, 상면용 조성물에서 이끼식물의 함량을 2배(질량비) 미만, 적절하게는 0.1 내지 1배로 하면서 

성형한 본 고정물의 상면측의 이끼식물을 다양한 이끼식물의 노출 수단을 사용하여 이의 표면에 이끼식물을 노출시

키는 양태를 들 수 있다. 이끼식물의 노출 수단으로서는, 예를 들면 ① 전동(電動) 줄 부착공구 등으로 본 고정물의 표

면을 얇게 깎아 내어 처리를 하는 것이나, 가장 적절한 양태로서 ② 성형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의 수분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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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성형된 상면용 조성물의 표면을 수류(水流)와 접촉시키는 것, ③ 군락형(야생 이끼가 형성한 군락에 근사한 

상태)으로 기립 배치한, 노출시킬 이끼식물에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상층으로 하며 그 위에서 이러한 조성

물을 군락형으로 기립 배치한 이끼식물의 하부를 향해 이끼식물의 상부가 기립 노출된 상태로 되도록 이동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노출 수단 ② 및 ③은 효율적으로 이끼식물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노출 공정에서 깎아 낸 것과 같이 먼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수류를 사용하는 노출 공정 ②는 본 고정물이 이끼식물을 함유한다는 특징에 따라 처음으로 가능해진다. 즉, 이러한 

노출 수단 ②를 실시할 때에는 수류를 접촉시키는 전구 조성물에는 수분이 함유된 고화전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수류에 의해 조성물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성형된 조성물의 수류를 접촉시키는 면의 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이끼

식물이 수류를 트랩함으로써 조성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어한다. 따라서, 최표면의 전구 조성물의 토질 미세물이나 분

쇄지 등만이 수류와의 접촉에 따라 씻겨 나가고, 그 결과 목적하는 이끼식물의 노출 상태를 매우 간편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류의 강도는 일본에서 통상적인 상태(급수 제한시와 같이 극단적으로 수압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압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상수도에서 연결된 노즐 부착 호스로 실현되는 정도의 수류로 충

분하다.

노출 공정 ③은 이끼식물의 식물체를 본 고정물의 표면에 가장 명료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공정이다. 즉, 상기한 노출

공정 ① 및 ②는 주로 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측면의 일부를 노출시킬 수 있는 공정인 데 반해, 이러한 노출 공정 ③은 

군락형으로 기립 배치(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정상부가 상측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직립상태를 의미하지

는 않고, 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정상부가 상향 방향으로 되어 경사 배치되어 있는 상태도 이러한 기립 배치에 포함된

다)된 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정상부 근방을 모두 본 고정물 표면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출 공정 ③에 의해 

이끼식물의 식물체가 노출된 본 고정물에서는 마치 다른 방법에 의해 노출을 실시한 본 고정물의 이끼식물을 양생하

여 재생 싹의 발아가 확인되도록 하는 생생한 모스 그린(moss green)을 본 고정물의 제조 당초부터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출 공정 ③에서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군락형으로 기립 배치한 이끼식물의 하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수류나 풍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수류는 노출 공정 ②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가정용 상수도에서 연결한 노즐 부착 호스로 실현되는 정도의 수류로 충분

하다.

상기한 노출 공정 ① 또는 ②를 실시한 경우와 노출 공정 ③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히 제품 제조 직후의 이끼식물의 

상태가 상이하므로 외관도 상이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품의 일부에 대해 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정상부 

근방을 노출시킨 노출 공정 ③을 실시한 부분과 이끼식물의 식물체의 측면의 일부를 노출시킬 수 있게 한 노출 공정 

① 및 ②를 실시한 부분을 단일의 본 고정물에서 설치함으로써 한층 다채로운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이끼식물의 노출 수단(①, ②, ③ 등)을 사용하는 양태의 본 고정물은 이끼식물(①, ②), 또는 본 고정물의 상면

용 조성물 부분 또는 기립시킨 이끼식물의 하부 근방(③)이 종이 섬유 및 토질 미세물 등에 의해 강하게 고정되어 있

으므로, 예를 들면 본 고정물을 경사면 위에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끼식물이 풍우 등에 의한 탈락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의 두께를 매우 얇게 하는(기판의 두께: 5mm 정도) 경우에는 본 고정물을 구성하는 소재 모두를 상면

조성물에서 이끼식물의 함량을 이끼식물 이외의 함유물의 2배 미만(적절하게는 0.1 내지 1배)으로 한 상면용 조성물

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의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에서도 상기와 동일한 이끼식물의 노출 수단[예: ① 또는 ②] 등

을 실시함으로써 이끼식물을 이러한 얇은 형태의 본 고정물의 상면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에서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가 설치되며, 이러한 오목 구조 및/또는 볼록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할 

수 있다.

즉,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에 의한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캐릭터 모양 등을 설치하며, 이러한 오목 구조 

및/또는 볼록 구조에 선택적으로 이끼식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배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선 본 고정물당 이끼식물의 사용량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본 고정물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의장적인 시도를 본 고정물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본 발명은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이하, 본 오목-볼록 구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목 구조 및/

또는 볼록 구조가 분쇄지 등,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형성되어 있는 본 고정물을 제공하는 발

명이다.

본 고정물에서 본 오목-볼록 구조가 채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또한 전형적인 양태로서는 하기 양태 ① 및 ②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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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물론, 이들 양태 ① 및 ②를 조합하고, 오목 구조 및/또는 볼록 구조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상면용 조성물

로 할 수 있다).

① 본 고정물의 상면에 볼록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볼록 구조나 비볼록 구조 중의 하나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양

태.

②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오목 구조나 비오목 구 조 중의 하나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양

태.

오목-볼록 구조를 갖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에 관해서는 발명의 실시 양태란에서 후술될 것이다.

또한, 상면용 조성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끼식물을 직접 본 고정물의 상면에 이끼식물을 배치하여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틀 등에 배치함으로써 목적하는 형상(예: 기판상)으로 성형한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 상면의 목적하는

곳에 이끼식물을 배치하며(예: 형틀내에 배치된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의 상면에서 이끼식물을 배치할 예정 형상

의 관통구가 설치된 판상 부재를 적층·배치하며 이러한 관통구에 이끼식물을 파종함으로써 상기한 이끼식물의 배치

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치한 이끼식물을 성형된 토대용 조성물에 압입하며(예: 상기한 판상 부재의 관통구

에 대한 감합 형상의 압입용 볼록부가 설치된 판상 부재에서 배치된 이끼식물을 토대용 조성물 내에 압입함으로써 이

러한 이끼식물의 압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성형물을 건조함으로써 당해 양태의 본 고정물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끼식물을 직접 사용하는 본 고정물에서 이끼식물 대신에 상면용 조성물의 분쇄물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분쇄지 등,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고화시킨 것)을 분쇄하여(예: 회전 칼 등으로 대상

물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에 의해 분쇄), 상면 조성물의 분쇄물을 수득하고, 이것을 상기한 이끼식물과 동일한 요령

으로 이러한 양태의 본 고정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쇄물을 분쇄할 때에는 입상이 아니라 선형이 되도록 회

전 칼 등의 분쇄 수단을 선택·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형의 분쇄물은 특히, 수분을 첨가하면 대상물에 접착하기

쉬워, 적절한 분쇄물의 양태이다.

이러한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분쇄물을 이끼식물에 의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장소, 예를 들면, 분화에 의해 용암으로

덮힌 토지, 옥상, 반건조 상태의 콘크리트면(콘크리트면에는 미세한 요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다) 등에 파종

함으로써 당해 장소에서 이끼식물의 정착이 촉진되며 이끼식물에 의한 환경의 개선을 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이끼

식물의 재배를 실시할 때에 이러한 분쇄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끼식물만을 밭에 파종하는 경우보다 바람에 의한 탈락

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일단, 대상물에 파종한 분쇄물에 가볍게 물을 뿌림으로써 대상물에서 이끼식물의 정착도를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의 상면에 홈 구조를 제공하여 이러한 홈 구조에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을 충전하여 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의 본 고정물(이하, 홈 부착 본 고정물이라고 한다)의 상면에 제공되는 모양은 가는 선형 모양이 고려된다

. 따라서, 특히 면 위에 미세한 선이 필요한 디자인 모양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태는 적절하다.

홈 부착 본 고정물은 형틀 등에 배치함으로써 목적하는 형상(예: 기판상)으로 성형한,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의 

상면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홈 파기를 실시하며, 이러한 홈 속에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을 압입한 다음, 이

러한 홈을 위에서 압박함으로써 홈의 상부를 좁혀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을 홈 속에 충전한 상태로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홈의 단면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 지 않지만, 홈 파기를 하는 시점에서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

물을 홈 속에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U자형 또는 V자형인 것이 적절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홈의 상부의

폭은 위에서 압박함으로써 좁히고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이 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습윤 상태의 홈 부착 본 고정물을 건조시킴으로써 홈 부착 본 고정물(토대용 조성물의 상면에 홈 구조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홈 구조에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이 충전 고정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의 완

성품을 제조할 수 있다.

본 고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끼식물은 자연계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식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체 길이가 2 내지 3mm의 발생 초기의 상태에서 식물체 길이가 어느 정도의 길이, 구체적으로는 2 내지 3cm 이상(상

한은 이러한 이끼식물의 식물체 길이의 최대한까지이며,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이

끼식물은 재배법에 따라 수득한 이끼식물에서도 또한 소위 배양법[예: 「식물 바이오테크놀로지 II」, 도쿄화학동인: 

현대화학·증간 20의 39페이지 「선태류의 배양」(오노저) 등 참조]을 사용하는 「배양 이끼」를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재배법으로 수득한 이끼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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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식물은 사용하는 이끼식물의 종류에 따라 이미 공지되어 있는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배수가 양호한 팔레트 위에 모래 등을 깔아 그 위 에 이끼식물을 심어 이러한 이끼식물의 종

류에 따르는 온도 조건 및 일조 조건으로 양생함으로써 목적하는 종류의 이끼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또한, 일단 팔레트에서 육성한 이끼식물이나 자연계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식물을 보다 대규모로 재배하기 위해 지상

에 뿌리고 이것을 양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끼식물의 모래 등의 오염을 떨어뜨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상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오염이 떨어져 적당하게 분산된 이끼식물을 효율적으로 수득하기 위해, 예를 들면 세정전의 이끼식물을 물로 일단

세정하여 여기에 천천히 원심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일련의 이끼식물의 세정 공정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실시되는 

세탁의 빨기→헹굼(세정 공정)→탈수(완만한 원심공정)이라는 통상적인 공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완만한 원심처리는 이끼식물이 거의 탈수된 상태가 되는 시점에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체적 원심처

리의 회전수는 가정용의 세탁용 탈수기 정도, 구체적으로는 500 내지 1500회전/분 정도이며, 3분 정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세정 완료된 이끼식물은 통상적인 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지상에 균등하게 분산시켜 뿌릴 수 있다. 이러한 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또는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으로 체를 사용해도 양호하다.

특히, 넓은 면적에 이끼식물을 뿌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트랙터 등의 이동할 수 있는 장치에 체를 사용하는 기능을

설치하여 이러한 트랙터 등을 주행시키면서 이끼식물을 체를 사용하여 목적하는 영역에서 균등하면서도 또한 효율적

으로 이끼식물을 뿌릴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끼식물의 종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트리쿰 운둘라툼(Atrichum undulatum)(Hedw.) 피. 베아우브(P. Beauv)(Namigata-Tachigoke) 등의 

아트리쿰 피. 베아우브(Atrichum P. Beauv.)(Tachigoke-zoku); 포고나툼 인플렉숨(Pogonatum inflexum)(Lindb.) 

랙.(Lac.)(Ko-sugigoke) 등의 포고나튬 피. 베아우브(Pogonatum P. Beauv)(Niwa-sugigoke-zoku); 폴리트리카스

트룸 포르모숨(Polytrichastrum formosum)(Hedw.) 지.엘. 스미스(G.L. Smith) 등의 폴리트리카스트룸 지.엘. 스미

스(Polytrichastrum G.L. Smith)(Miyama-sugigoke-zoku); 폴리트리쿰 콤뮨 헤듀(Polytrichum commune Hedw.)

(Uma-sugigoke) 등의 폴리트리쿰 헤듀.(Polytrichum Hedw.)(Sugigoke-zoku); 세라토돈 푸르푸레우스(Ceratodon

purpureus)(Hedw.) 버드.(Bird.)(Yanoueno-akagoke) 등의 세라토돈 버드.(Ceratodon Bird.)(Yanouenoaka-goke

-zoku); 디크라눔 자포니쿰 미트.(Dicranum japonicum Mitt.)(Shippogoke), 디크라눔 니포넨세 베슈(Dicranum nip

ponense Besch)(O-shippogoke), 디크라눔 스코파리움 헤듀.(Dicranum scoparium Hedw.)(Kmojigoke), 디크라눔

폴리세툼 에스더블유.(Dicranum polysetum Sw.)(Nami-shippogke) 등의 디크라눔 헤듀.(Dicranum Hedw.)(Shipp

ogoke-zoku); 레우코브리움 스카브룸 랙.(Leucobryum scabrum Lac.)(0-shiragagoke), 레우브리움 주니페로이데

움(Leucobryum juniperoideum)(Brid.) 씨. 물.(C. Mull.)(Hosoba-okinagoke) 등의 레우코브리움 햄페(Leucobryu

m Hampe)(Shiragagoke-zoku); 브리움 아르젠테움 헤듀.(Bryum argenteum Hedw.)(Gingoke) 등의 브리움 헤듀.(

Bryum Hedw.)(Hariganegoke-zoku); 로도브리움 기간테움(Rhodobryum giganteum)(schwaegr.) 파르.(Par.)(O-

kasagoke) 등의 로도브리움(Rhodobryum)(Schimp.) 햄페(Hampe)(Kasagoke-zoku), 플라기오니움 아쿠툼(Plagio

mnium acutum)(Lindb.) 티. 콥.(T. Kop.)(Kotsubogoke) 등의 플라기오니움 티. 콥.(Plagiomnium T. Kop.)(Tsuru-

chochingoke-zoku); 트라키시스티스 마이크로필라(Trachycystis microphylla)(Dozy et Molk.) 린드브.(Lindb.)(K

obano-chochingoke) 등의 트라키시스티스 린드브.(Trachycystis Lindb.)(Kobano-chochingoke-zoku); 피르호브

리움 도지아눔(Pyrrhobryum dozyanum)(Lac.) 마누엘(Manuel)(Hinokigoke) 등의 피르호브리움 미트.(Pyrrhobryu

m Mitt.)(Hinokigoke-zoku); 바르트라미아 포미포르미스 헤듀.(Bartramia pomiformis Hedw.)(O-tamagoke) 등의 

바르트라미스 헤듀.(Bartramia Hedw.)(tamagoke-zoku); 클리마시움 덴드로이데스(Climacium dendroides)(Hedw

.) 웹. 에 모흐르(Web. et Mohr)(Furoso), 클리마시움 자포니니시움 린드브.(Climacium japonicium Lindb.)(Koyano

-mannengusa) 등의 클리마시움 웹. 에 모흐르(Climacium Web. et Mohr)(Koyano-mannengusa-zoku); 라코미트

리움 에리코이데스(Racomitrium ericoides)(Web. et Brid) 브리드(Brid)(Hai-sunagoke), 라코미트리움 자포니시움

로지 에 몰크.(Racomitrium japonicium Dozy et Molk.)(Ezo-sunagoke), 라코미트리움 카네스센스(Racomitrium c

anescens)(Hedw.) 브리드. 에스에스피. 라티폴리움(Brid. ssp. latifolium)(Sunagoke), 라코미트리움 바르블로이드

스 카드.(Racomitrium barbuloides Card.)(Kobanosunagoke) 등의 라코미트리움 브리드.(Racomitrium Brid.)(Shi

mofurigoke-zoku); 힙눔 플루마에포르메 윌스.(Hypnum plumaeforme Wils.)(Haigoke) 등의 힙눔 헤듀.(Hypnum 

Hedw.), 놈. 콘스.(nom. cons.)(Haigoke-zoku); 투이디움 카네다에 색.(Thuidium Kanedae Sak.)(Toyama-shinob

ugoke) 등의 투이다움 브루취 에 쉼프. 인 비.에스.지.(Thuidium Bruch et Schimp. in B.S.G.)(Shinobugoke-zoku)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이끼식물은 단독 종류의 이끼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2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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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고정물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질이 상이한 이끼식물끼리, 예를 들면 일광을 좋아하는 이끼식물과 응달을 좋아

하는 이끼식물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고정물을 시공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이끼식물끼리 경합 천

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이끼식물은 전체 식물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세하게 절단한 형태(적절하게는 0.5 내지 2mm 

길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끼식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체를 미세하게 절단함으로써 재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끼식물을 미세하게 절단하는 수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건조시킨 이끼식물을 회전칼 등으로

대상물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로 분쇄함으로써 목적하는 분쇄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이끼식물의 성장 

싹은 재생력이 강하므로, 이것을 선택적으로 본 발명에서 이끼식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장 싹의 선택적 

취득은, 특히 솔이끼류 등의 정선류에서는 자생하고 있는 이끼식 물의 식물체 정상부(성장 싹이 위치한다)를 바리캉

형의 가위 등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솔이끼류에서는 식물체 정상부를 빗자루 등으로 청소함으로써 성장 싹

을 선택적으로 수득할 수 있다). 또한, 이끼식물은 일단 재생 싹을 제거해도 빠른 시기에 재생하므로 이러한 재생 싹의

취득 작업은 동일한 이끼식물에서 여러번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이와 같이 미세하게 절단된 형태로 수득된 이끼식물은 상면용 조성물 중에 함유시킬 수 있으며, 본 고정

물 위에 배치 고정시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에서는 이끼식물을 고정화한 후, 다시 이끼식물을 양생하여 재생 싹을 발아시키는 공정을 제조 공정

으로 하여, 이와 같이 발아시킨 본 고정물을 완성품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에는 필요에 따라 착색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시 토대용 조성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의 중의 하나 또는

쌍방에, 예를 들면 착색된 점토 덩어리 등의 착색물의 덩어리를 투입하여 이러한 착색물이 상면에 나타나는 형태의 

본 고정물로 할 수 있다.

본 고정물의 전체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평판상(예: 본 고정물의 평면 형상을 A4판으로 하는 등의 정형화

를 실시할 수 있다)은 물론, 콜로니형, 요철형, 다공형 등의 형상을, 예를 들면 형틀의 전체 형상을 조정함으로써 자유

자재로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될 수 있는 본 고정물은 평지 또는 완사면, 또한 통상적인 벽 면 등에서 시공함으로써 경시적으로 상면

의 이끼식물이 신장하는 등에 의해 시공 장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끼식물은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가사

상태로 되지만, 새로운 강우에 의해 습윤 상태로 되면 곧 생명 활동을 개시한다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공 장소에서 잔디나 다른 식물과 같은 물주기 등의 유지 작업을 하지 않고 시공 장소의 환경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끼식물은 잔디 등의 일반 식물과 상이하며, 생명 활동을 광합성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헛뿌리는 식물체의 

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대량의 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공 장소의 단위당 중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가령 시공한 본 고정물이 파손 등에 의해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시공한 본 고정물을 

제거하여 새로운 본 고정물로 대체할 수 있다.

본 고정물에서는 이끼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방출시키며, 또한 이끼식물의 단열효과에

의해 시공 대상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며, 소위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억제에도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한, 이끼식물

은 생물상 중에서도 극히 초기의 생물상을 구성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본 고정물에서 이끼식물이 정착함으로써 순차

적으로 다른 생물을 정착 생식시키는 것으로 되며, 이에 따라 시공 장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을 이끼의 증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본 고정물을 시공 등을 함으로써 이끼식물을 양생하여, 

예를 들면 당초, 1단위인 이끼식물을 본 고정물 위에서 2단위 이상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식시킨 이끼식

물의 식물체 부분의 상부를 베어내고, 이와 같이 베어낸 이끼식물을 본 고정물이나 뿌리 활기 고정물에 사용할 수 있

다(본 고정물에서 이끼식물을 베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재배에 의한 이끼식물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이끼

식물을 베어낸 본 고정물을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양생함으로써 다시 이끼식물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

정물은 이끼식물을 증식시킬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것에도 적합하다.

본 고정물의 시공 장소는, 특히 콘크리트면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공(정착)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

면, 미리 바닥 부분에 구멍을 설치한 본 고정물을 제조하고, 이러한 구멍에 접착물(예: 이끼식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리콘계 접착제)를 충전하고, 그 상태로 본 고정물을 시공 장소에 압착함으로써 본 고정물을 정착시킬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의 바닥면에 다른 식물 뿌리의 뿌리 활기 부분을 설치한다[예: 본 고정물의 내부에 식물의 종

자를 배치하여 본 고정물을 상향으로 하여 이것을 양생하여 식물체 부분(잎·줄기부)을 제거함으로써 바닥면에 목적

하는 뿌리 활기 부분을 형성시킬 수 있다(반드시, 뿌리 활기 고정물과 같은 뿌리 활기면을 형성시킬 필요는 없다)]. 이

러한 뿌리 활기 부분에 접착물을 부착하여 이에 따라 시공 장소에 본 고정물을 정착시킬 수 있다.

본 고정물의 토질 미세물로서 뿌리 활기 고정물을 제조할 때에 생기는 잔토(뿌리 활기를 시키는 식물을 양생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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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흙 등)를 사용함으로써 뿌리 활기 고정물의 제조와 본 고정물의 제조를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적

절하다. 또한, 본 고정물의 파쇄지로서는 카피지나 신문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고정물의 제조를 종이의 재생 시

스템 중에 편입할 수 있다.

제WO 00/25570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뿌리 활기 고정물 단 독으로도 몇가지 재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본 고정물의 제조를 조합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재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정물 자체에 뿌리 활기을 실시하여 본 고정물을 뿌리 활기 고정물로 할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제

조된 형틀내에 배치한 뿌리 활기가 없는 본 고정물(건조후 또는 건조전의 습윤 상태일 수 있다)에서 일반적인 식물(벼

, 보리 등)의 종자를 배치하고, 이의 뿌리를 신장시켜 하면에 뿌리 활기면을 설치함으로써, 목적하는 뿌리 활기 고정

물로서 본 고정물을 수득할 수 있다. 이러한 뿌리 활기 공정 등의 상세함은 제WO 00/25570호 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

다.

또한,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에서 적어도 본 고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대용 조성물(상면용 조성물은 적층 고정되

어 있다)을 수분을 함유하는 전구용 조성물의 단계에서 기물(器物)(일정 형상을 갖는 물체를 의미한다)에 적층 고정하

여, 적절하게는 상기한 이끼식물의 노출 공정 ① 내지 ③을 실시하여 건조함으로써, 이끼식물이 표면에 나타난 조형

물을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1e는 본 고정물의 제조공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 내지 2c는 본 고정물의 시공 양태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a 및 3b는 본 고정물의 시공에서 뿌리 활기 부분을 사용하는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 내지 4e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볼록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볼록 구 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5a 내지 5e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볼록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볼록 구조에 대한 비볼록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6a 내지 6d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오목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7a 내지 7d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오목 구조에 대한 비오목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8a 내지 8c는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를 설치한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이끼식물을 포함하는 상면용 조성물 대신에 매트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이끼식물을 사용하여 오목-볼록 구

조를 설치한 본 고정물의 하나의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a 내지 10c는 이끼식물을 포함하는 상면용 조성물의 대신에 매트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이끼식물을 사용하여

오목-볼록 구조를 설치한 본 고정물의 다른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a 내지 11d는 상면용 조성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끼식물을 직접 상면에 배치한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하나의 

실시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a 및 12b는 홈 부착된 본 고정물의 홈 부분의 작출 공정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13a 내지 13j는 기립 배치한 이끼식물을 사용하는 양태의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a 내지 14c는 형상을 가공한 본 고정물을 조합한 입체물의 제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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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을 사용하면서 설명한다.

도 1a 내지 1e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대표적인 양태를 종단면도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1a는 전체 형상

이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11)(형틀의 바닥판(111)에는 수분 배출용 구멍(112)이 설치되며, 바닥판(111)은 형틀의 

측판(113)에서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의 바닥판(111) 위에 박리용 망상체(12)를 배치하며 그 위에서 상면용 조성

물의 전구 조성물(13)[이러한 전구 조성물(13)은 토질 미세물(적절하게는 점토를 함유한다), 분쇄지 등, 이끼식물(13

1) 및 물을 상기한 비율 범위로 함유하는 조성물이다]을 용기(14)에서 흘려 넣는 공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어서, 흘려

넣은 전구 조성물(13)을 형틀(11)의 바닥판(111)에서 평평하게 펴서 그 위에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5)[이러

한 전구 조성물(15)은 토질 미세물(적절하게는 점토를 함유한다), 분쇄지 등 및 물을 상기한 비율 범위로 함유하는 조

성물이다]을 흘려 넣는다[도 1b]. 이어서, 전구 조성물(15)을 가볍게 펴서 박리용의 망상체(17)을 배치하여 그 위에

서 수분 배출용 구멍(181)이 설치된 압박판(18)에서 압입하여 형틀(11)내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3)과 

토대용 조성물(15)이 적층된 상태로 압축·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구멍(112) 및 (181)로부터 배출되어, 상면

용 조성물(13')과 토대용 조성물(15')은 형틀(11)내에서 적층된 상태로 일체화한다[도 1c]. 이어서, 형틀(11)의 바닥

판(111)을 뽑아 망상체(12·17)를 박리하여 습윤 상태의 본 고정물(10)을 수득할 수 있다[도 1d].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본 고정물(10)의 상면에 적층 고정된 상면용 조성물(12')은 이끼식물(131)의 함유 비율을 상면용 조성물의 이

끼식물 이외의 함유물의 2배 이상으로 하면 이끼식물(131)은 외면을 향하여 노출되며, 이러한 습윤 상태의 기판상의 

본 고정물(10)을 건조시키면 그대로 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에 대해 이끼식물(131)의 함량이 상면용 조성물

의 이끼식물 이외의 함유물의 2배 미만이면 이끼식물(131)은 상면용 조성물(13)의 이끼식물 이외의 함유물 중에 매

립되며, 건조 후, 도 1e와 같이 그라인더(19) 등에 의해 깎아 내거나 수류에 의해 이끼식물의 노출 처리(상기한 이끼

식물의 노출 수단 ②: 도시되지 않음)를 실시하여, 본 고정물(10)의 표면에 이끼식물의 노출 필요성을 확인한다.

본 고정물(10)은, 이끼식물(131)이 노출된 상면용 조성물(13')측을 상면으로 하며 토대용 조성물(15')측을 시공면측

으로 하여, 시공면에서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공면은 콘크리트면이며 토대용 조성물

은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므로, 시공면에 직접 본 고정물(10)을 접착제 등으로 단단하게 접착 고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예를 들면 본 고정물(10)의 바닥면에 압박판(211)이 부착된 나사형 금속 부재(21)를 고정시키고, 이러한 나

사형 금속 부 재의 판(211)을 접착판으로 하여 여기에 접착제를 붙여 시공면에서의 접착 고정을 실시할 수 있다[도 2

a]. 또한, 본 고정물(10)의 바닥면에 구멍(22)(본 고정물(10) 내부를 향해 구멍 크기를 확대한 것이 접착 강도를 향상

시키는 데에 적절하다)을 설치하며, 이 속에 콘크리트나 접착제(221)를 주입하여 이러한 콘크리트나 접착제로 접착 

고정을 실시할 수 있다[도 2b]. 또한, 당해 도 2b의 구멍을 관통구(23)로 하여 접착제 등(231)을 리벳형으로 하여 본 

고정물의 접착 고정을 실시할 수 있다[도 2c].

또는,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25) 속에 배치한 본 고정물(10)의 상면에 식물 종자(24)를 배치하고, 이러한 식물의 

종자(24)에서 발근시켜 본 고정물(10)의 바닥 부분에 뿌리 활기 부분(241)을 형성시키고[도 3a], 이러한 식물의 식물

체 부분(줄기·잎·종자)을 제거하며, 뿌리 활기부분(241)을 개재시켜 접착제 등(241)으로 본 고정물(10)의 접착 고

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정물(10)을 시공면에서 접착 고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시적으로 이끼식물(131)을 양생시켜 이의 시

공부분의 환경개선(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산소 방출, 이끼식물(131)에 의한 단열 효과에 의한 시공 대상물

의 온도상승의 억제, 이끼식물(131)을 기초로 하는 생물상의 형성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4a 내지 4e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볼록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볼록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4a에서,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35)은 바닥판(351)이 측판(352)에서 탈 착할 수 있으며, 또한 물 배출용의 다수

의 구멍(353)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판(351)의 상면에는 박리용의 망상체(32)가 배치되어 있다. 망상체(32) 위로부터

본 고정물(30)에서 이의 내부가 볼록 구조(301)에 대한 감합 형상의 관통구(301')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다수의 물

배출용의 다수의 구멍(302)이 설치되어 있는 볼록 구조(301)에 대한 형틀판(33)이 배치되며, 그 위로부터 조성물 유

입용 관통구(301')가 설치되어 있는 조성물 유입용의 두꺼운 보조판(34)을 이러한 관통구(301')가 관통구(301')와 실

질적으로 중첩되도록 배치하고, 이러한 보조판(34)의 관통구(301')로부터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36)을 관통

구(301')을 향하여 흘려 넣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도 4a에서, 관통구(301')의 상단구의 단면 형상과 관

통구(301)의 하단구의 단면 형상은 가능한 한 동일한 것이 관통구(301')의 상단으로부터 전구 조성물의 유입 용이성

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또한, 관통구(301')의 상단구의 단면적은 이의 하단구의 단면적보다 약간 크며, 관통구(301')

의 단면적이 아래를 향해 서서히 좁아지는 것이 또한 전구 조성물의 유입 용이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도 4a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36)을 흘려 투입하여 관통구(301')를 이러한 전구 조성물(36)로 채운 다음, 

보조판(34)을 제거하고, 이러한 전구 조성물(36)을 형틀판(33)의 관통구(301')의 상면에서 슬라이드 절단하며, 그 위

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37)을 적층한 다음, 그 위로부터 박리용 망상체(32')를 배치하고, 다시 그 위로

부터 수분 배출용 구멍(381)이 설치된 압박판(38)으로 압입하여 형틀(35)내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36)과

토대용 전구 조성물(37)이 적층된 상태로 압축·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구멍(302) 및 (353)으로부터 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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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면용 조성물(36')과 토대용 조성물(37')은 형틀(35) 내에서 적층된 상태로 일체화한다[도 4b]. 이어서, 형틀(35)

의 바닥판(351)을 취하여 망상체(32·32')를 박리하고, 형틀판(33)을 떼어내어 토대용 조성물(37') 위에 상면용 조성

물의 볼록부(301)가 설치되어 있는 본 고정물(30)이 제조된다[도 4c: 도 4d가 전체도].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관통

구(301'·301')를 설치한 형틀판(33)과 보조판(34)을 사용하여 상기한 제조 공정에 따라서 볼록 구조를 갖는 본 고정

물을 제조함으로써, 예를 들면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상면용 조성물(36')의 볼록 구조(30

1a, 301b, 301c, 301d)가 설치된 본 고정물(30')을 제조할 수 있다.

도 5a 내지 5e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볼록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볼록 구조에 대한 비볼록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5a에서,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45)은 바닥판(451)이 측판(452)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으며, 또한 물 배출용의 

다수의 구멍(453)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판(451)의 상면에는 박리용 망상체(42)가 배치되어 있다. 망상체(42) 위로부

터 본 고정물(40)에서 이의 내부가 볼록 구조(401)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형상의 원통구(401')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한 다수의 물 배출용의 다수의 구멍(402)이 설치되어 있는, 볼록 구조(401)에 대한 형틀판(43)이 배치되어 있다. 관

통구(401')에는 이러한 관통구(401')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관통구(401')에 끼 워 넣을 때에 관통구(40

1')의 단면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면 형상을 갖는 돌출부를 형틀판(43) 위에 형성할 수 있는 감합용 부재(44)가

끼워져 있다. 다음에, 감합용 부재(44)에 의해 칸막이된 형틀판(43) 위에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46)을 흘려 넣

으면 이러한 전구 조성물의 명백한 잉여 수분은 구멍(453) 및 (402)에서 외부로 배출되며, 대체적으로 물이 빠진 상

태의 전구 조성물(462)이 형틀판(43) 위에 배치된다.

이어서, 감합용 부재(44)를 떼어내고, 그 위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47)를 흘려 넣고, 이것을 상기한 도 

4b와 동일하게 하여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압입하고 형틀(45)내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462)

과 토대용 전구 조성물(47)이 적층된 상태로 압축·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구멍(402) 및 (453)으로부터 배출

되어, 상면용 조성물(46')과 토대용 조성물(47')은 형틀(45)내에서 적층된 상태로 일체화한다[도 5b]. 이어서, 형틀(4

5)의 바닥판(451)을 취하여 망상체를 박리하고, 형틀판(43)을 떼어내어, 상면용 조성물(461')이 상면에 설치된, 볼록

부(401)과 비볼록부가 위치하고 있는 본 고정물(40)[도 5c: 도 5d는 전체도]을 제조한다.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관

통구(401')를 설치한 형틀판(43)과 감합용 부재(44)를 사용하여 상기한 제조 공정에 따라서 볼록 구조를 갖는 본 고

정물을 제조함으로써, 예를 들면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볼록 구조(401a, 401b, 401c, 4

01d, 401e)가 설치되며, 또한 상면용 조성물(37')가 비볼록부에 위치하고 있는 본 고정물(40')을 제조할 수 있다.

도 6a 내지 6d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오목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6a에서,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55)은 바닥판(551)이 측판(552)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으며, 또한 물 배출용의 

다수의 구멍(553)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판(551)의 상면에는 박리용의 망상체(52)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망상

체(52) 위에는 본 고정물(50)에서 설치해야 할 오목 구조(501)에 대한 감합 형상의 부재(53)(부재(53)에는 물 배출용

의 구멍(531)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가 접착 고정되어 있다(망상체(52)와 부재(53)는 접착 고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망상체(52) 위에 부재(53)을 적재하는 것만으로 양호하다). 또한, 그 위로부터 부재(53)가 접착된 망상체(52)에 대한 

감합 형상의 감합 부재(541)를 감합시켜 감합 부재(541)와 부재(53)가 합해져 평탄면이 형성된다. 이러한 평탄면 위

에 감합 부재(541)의 감합 구조 상단의 단면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단면 형상의 관통구(561)가 설치된 조

성물 적재용의 보조판(56)이 감합 부재(541)의 감합 구조 상단과 관통구(561)의 하단이 대응하여 합해지도록 적재되

어 있다. 또한, 그 위로부터 조성물 유입용 관통구(561')가 설치되어 있는 조성물 유입용의 두꺼운 보조판(57)을 관통

구(561)와 관통구(561')가 실질적으로 중첩되도록 배치하며, 이러한 보조판(57)의 관통구(561')로부터 상면용 조성

물의 전구 조성물(58)이 관통구(561)을 향해 유입되고 있다. 또한, 도 6a에서, 관통구(561)의 상단구의 단면 형상과 

관통구(561')의 하단구의 단면 형상은 가능한 한 동일한 것이 관통구(561')의 상단으로부터의 전구 조성물의 유입 용

이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또한, 관통구(561') 의 상단구의 단면적은 이의 하단구의 단면적보다 약간 크며, 관통구(5

61')의 단면적이 하향으로 서서히 좁아지고 있는 것이 또한 전구 조성물의 유입 용이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

도 6a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58)을 흘려 투입하여 관통구(561)를 이러한 전구 조성물(58)로 채운 후, 보

조판(57)을 제거하고, 전구 조성물(58)을 보조판(56)의 관통구(561)의 상면에서 슬라이드 절단한 다음, 보조판(56) 

및 감합 부재(541)를 제거한다. 또한, 그 위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59)을 적층한다. 이어서, 이것을 상

기한 도 4b와 동일하게 하여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압입하고, 형틀(55)내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

성물(58)과 토대용 전구 조성물이 적층된 상태로 압축·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구멍(553) 및 (531)로부터 배

출되어, 상면용 조성물(58')과 토대용 조성물(59')은 형틀(55)내에서 적층된 상태로 일체화한다[도 6b]. 이어서, 형틀

(55)의 바닥판(551)을 취하여 망상체를 박리하고, 상면용 조성물(58')이 상면에 설치된 오목 구조(501)에서 확인되는

본 고정물(50)[도 6c]을 수득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부재(53)를 접착한 망상체(52)와 감합 부재(541), 

보조판(56) 및 보조판(57)을 사용하여 상기한 제조 공정에 따라 오목 구조를 갖는 본 고정물을 제조함으로써, 예를 들

면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오목 구조(501a, 501b, 501c, 501d, 501e, 501f, 501g)가 설

치되며, 또한 상면용 조성물(58')이 오목부에 위치하고 있는 본 고정물(50')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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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내지 7d는 본 고정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를 설치하여 이러한 오목 구 조에 대한 비오목 구조를 상면용 조성물

로 하는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기재한 도면이다.

도 7a에서는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65)은 바닥판(651)이 측판(652)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으며, 또한 물 배출용의 

다수의 구멍(653)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판(651)의 상면에는 박리용의 망상체(62)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망상

체(62) 위에는 본 고정물(60)에서 설치해야 하는 오목 구조(601)에 대한 감합 형상의 부재(63)(부재(63)에는 물 배출

용의 구멍(631)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가 접착 고정되어 있다(망상체(62)와 부재(63)은 접착 고정되지 않으며, 단순

히 망상체(62) 위에 부재(63)를 적재하는 것만으로도 양호하다). 또한, 예를 들면 도 5a에 도시된 요령으로 물기를 뺀

상태의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66)이 적재되어 있는 부재(63)에 감합할 수 있는 형상의 관통구(641)가 설치되

어 있는 형틀판(64)을 작성하고, 이러한 형틀판(64)의 관통구(641)를 부재(63)에 감합시키면서 형틀(65)의 바닥 부

분을 향해 배치시키고 있다.

이어서, 그 위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적층한다. 이어서, 이것을 상기한 도 4b와 동일하게 하여 압박판

(도시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압입하고, 형틀(65)내에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66)과 토대용 전구 조성물이 적

층된 상태로 압축·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구멍(653) 및 (631)로부터 배출되며, 상면용 조성물(66')과 토대용 

조성물(67')은 형틀(65)내에서 적층된 상태로 일체화한다[도 7b].

이어서, 형틀(65)의 바닥판(651)을 뽑아 망상체를 박리하고, 형틀판(64)을 떼어내어 상면용 조성물(66')이 상면에 설

치된 비오목 구조에서 확인되는 본 고정물(60)[도 7c]을 수득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부재(63)를 접착한

망상체(62)와 형틀판(64)을 사용하여 상기한 제조 공정에 따라서 오목 구조를 갖는 본 고정물을 제조함으로써, 예를 

들면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상이나 크기의 오목 구조(601a, 601b, 601c, 601d, 601e, 601f)가 설치되

며, 또한 상면용 조성물(66')이 비오목부에 위치하고 있는 본 고정물(60')을 제조할 수 있다.

도 4a 내지 4e 내지 도 7a 내지 7d에 도시된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를 설치한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은 이러한 양태

의 본 고정물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적절한 하나의 실시 양태이다. 예를 들면, 도 8a 내지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75)의 바닥면에 습윤 상태의 상면용 조성물(71)을 배치하며, 그 위에 관통구(721)를 설치한

형틀판(72)을 적층하여[도 8a], 관통구(721) 밑에 배치되어 있는 상면용 조성물(71')을 제거하고[도 8b], 그 대신에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73)을 상면용 조성물(71)을 제거한 위치에 충전하여[도 8b] 본 조성물(40)과 동일한 양

태의 본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정에 따르면 상면용 조성물(71)의 제거 작업을 각 관통구마다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작업을 단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향이 있다.

또한, 본 고정물에서는 이끼식물을 포함하는 상면용 조성물 대신에 매트 상태를 유지시킨 형태의 이끼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형태의 본 고정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상으로 성형한 토대용 조성물(81)

에 이끼식물(솔이끼 등의 정선류가 적절하다)의 측면끼리를 접촉시켜 팽이형으로 경화 시킨(고화 수단으로서는, 예를

들면 팽이형으로 정리한 이끼식물의 바닥 부분을 습윤 상태의 본 조성물로 경화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끼식물의 

고형 단위(82)를 매립한 그대로 본 고정물을 고화시키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끼식물의 고형 단위

(82)를 토대용 조성물(81)에 매립한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이끼식물이 상면의 볼록부로서 돌출한 본 고정물로 하는 

것도 이끼식물이 상면의 오목부로서 매립된 본 고정물로 할 수 있다(상면에서 이끼식물이 토대용 조성물과 수평으로 

매립된 형태로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즉,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의 바닥 부분(851)[물 배출용의 구멍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도시하지 않음)] 위에 물 배출용의 구멍(821)이 설치되어 있는 부재(82)가 접착되어 있는 망상체(81)를 배치하여 이

러한 부재(82) 위에 군락형의 이끼식물(83)을 감합할 수 있는 형상의 관통구(842)가 설치된 보조판(84)을 배치한[이

러한 보조판을 복수의 박판(841a, 841b···)를 중첩시킨 형태로 할 수 있다(다른 예의 보조판에서도 동일)] 다음, 

관통구(842)에 군락형의 이끼식물(83)을 감합 배치하며, 그 위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적층하여 이것

을 형틀내에서 상기한 도 4b와 동일하게 하여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압입하여 압축함으로써, 군락형의 

이끼식물(83)이 상면의 오목부로서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본 고정물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도 10b의 좌측 1/2 부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재(82)가 접착되어 있지 않은 망상체(811)를 상기한 망상체(81) 대신에 사용하면 상면에서 

이끼식물이 토대용 조성물과 수평으로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다. 또한, 도 10b의 우측 1/2 부분에 도시된 바

와 같 이, 망상체(811) 위에 관통구(841)가 설치되며, 또한 다수의 물 배출용의 구멍(842)이 설치된 형틀판(84)을 적

재하여 관통구(841) 속에 군락형의 이끼식물(83)을 감합하여 그 위로부터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적층하고, 

이것을 형틀내에서 상기한 도 4b와 동일하게 하여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압입하여 압축함으로써, 군락형

의 이끼식물(83)이 상면의 볼록부로서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본 고정물을 제조할 수 있다.

도 11a 내지 11d는 상면용 조성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끼식물을 직접 상면에 배치한 본 고정물의 제조 공정의 한가지 

실시 양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도 11a에서는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95)의 바닥 부분(951)[물 배출용 구멍(952)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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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망상체(91)를 배치하며, 그 위에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적층하여 이것을 형틀(95)내에서 도 4b와 동일하

게 하여 압박판(93)(물 배출용 구멍(931)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적절하게는 이의 하면에 망상체(94)를 끼우고 있

다)을 사용하여 압입하여 압축함으로써, 형틀(95)의 형(型) 형상으로 성형된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92)를 수득

하는 공정을 도시하고 있다. 다음에,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습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92)의 상면으로부터 이

끼식물(96)을 배치할 소정 형상의 관통구(971)가 설치된 판상 부재(97)를 적층하여 배치하고, 이러한 관통구(971)에

이끼식물(96)을 파종함으로써, 토대용 조성물(92)에서 목적하는 위치에 이끼식물을 배치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1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통구(971)에 대한 감합 형상의, 압입용의 볼록부(981)가 설치된 망상체(98)에서 배치된 이끼

식물(96)을 토대용 조성물(92)에 압입함으로써(예: 상기한 압박판(93)으로 압입할 수 있다), 토대용 조성물(92)에서 

이끼식물(96)을 압입 고정할 수 있다[도 11d]. 이러한 상태의 성형물을 건조함으로써, 목적하는 이끼식물을 직접 상

면에 배치한 본 고정물을 제조할 수 있다.

도 12a 및 12b는 홈 부착된 본 고정물의 홈 부분의 작출 공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성형된 습

윤 상태의 토대용 조성물(1002)의 상면에 V자 홈(1003)의 홈 파기를 실시하고, 이러한 V자 홈(1003)에 이끼식물 또

는 상면용 조성물(1004)을 충전한다. 이어서, 도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V자 홈(1003)의 상면으로부터 압박판(100

5)으로 압박함으로써 V자 홈의 상부를 좁혀,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1004)을 상부가 좁혀진 V자 홈(1003') 중

에 충전된 상태로 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의 면 위에 이끼식물 또는 상면용 조성물(1004)이 충전된 V자 홈를 작출하여 본 고정물의 표면 모

양을 추가로 다양화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도 13a 내지 13j는 기립 배치한 이끼식물을 사용하는 양태의 본 고정물(110)의 제조 공정의 일례를 종단면도를 사용

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a에서 전체 형상이 중간 크기 접시형의 형틀(1101)(형틀의 바닥판(11011)에는 수분 배출용 구멍(11012)이 설

치되어 있다)의 바닥판(11011) 위에 박리용 망상체(11021)를 배치하고, 그 위에 이끼식물(1103)을 기립 배치(상방이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하여 그 위에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104)을 용기(11041)로부터 상층되어 있는 단

계를 도시하고 있다(방향 좌측의 이끼식물(1103)은 거의 수직 상태로 기립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의 이끼식물(1103)

은 상방으로 경사 기립 배치되어 있다). 이어서, 상층된 전구 조성물(1104)을 샤워 노즐(11051)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수류(1105)의 수압을 이용하여 이끼식물(1103)의 하부를 향해 이동시킨다[도 13b]. 도 13b의 공정 종료 후, 이끼식

물(1103) 위에 박리용 망상체(11022)를 배치하며, 그 위로부터 적절하게는 형틀(1101)의 내측의 오목부 전체를 압

입할 수 있는 압입면(11061)을 갖는 제1의 압박판(1106)으로 압입하며,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켜(화살표 α)[도 13c]

, 형틀(1101)을 떼어낸다(화살표 β)[도 13d].

이어서, 적절하게는 제1의 압박판(1106)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2의 압박판(1106')을 형틀(1101)을 떼어낸 후에 배

치하며, 다시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킨다[도 13e]. 다음에, 제1의 압박판(1106)을 뗀 후에 형틀(1101)을 대상물로 덮

어 압입하고[도 13f], 다시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켜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가 아래를 향한 상태로서 제2의 압박판

(1106')을 떼어내어 망상체(11021)를 박리한다[도 13g]. 이때,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104')을 용기(11041)

로부터 흘려 투입하여 얇게 상층하여 이것을 샤워 노즐(11051)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수류(1105')의 수압을 이용하여

표면을 고르게 하고,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로 향하도록 약간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어서,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104')을 용기(11041)로부터 흘려 투입하여 두께를 수반하는 상층을 실시한다[도 13h].

이어서, 이러한 대상물에 대하여 상기 도 13c 내지 도 13f의 공정을 반복하여 도 13i의 상태로 한다. 즉, 상층을 실시

한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1104') 위로부터 박리용 망상체(11023)를 배치하여 제3의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으

로 압입한 후,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키면서 형틀(1101)을 떼어낸 후,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측에 제4의 압박판(도

시하지 않음)을 배치하면서 다시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켜 제3의 압박판을 떼어낸 후에 형틀(1101)을 다시 대상물로 

덮어 끼워 넣은 다음, 대상물 전체를 반전시키고, 제4의 압박판과 망상체(11022)를 박리하여 적절하게는 이끼식물(1

103)의 정상부에 부착된 여분의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샤워 노즐(11051)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수류(1105'

)의 수압을 이용하여 세정한다[도 13i]. 이어서, 제5의 압박판(도시하지 않음)으로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측으로

부터 적절하게는 박리용의 망상체를 개재시켜 압입한 후, 압박판, 망상체 및 형틀을 전부 떼어내어, 이것을 건조시킨

다.

이들 공정에 따라, 이끼식물(1103)의 정상부 근방이 기판 표면에 노출된 본 고정물(110)을 제조할 수 있다.

본 고정물은 형상의 가공이 용이하다. 즉,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둑판 모양의 본 고정물(1200)(적어도, 이의 

상면은 상면용 조성물이다)을 실톱(1201) 등의 간편한 절단법에 의해 절단하여 가공하거나[도 14a], 본 고정물(1200

)을 제조하기 위한 형틀의 형 형상을 고안하여 다양한 형상의 본 고정물을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고정물(120

0A)과 (1200B)의 형상을 감합 형상으로 함으로써 양자를 감합시켜, 본 고정물을 사용하는 입체 형상물을 수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4b에 도시한 본 고정물(1200A)과 (1200B)의 감합조(組)에 물을 뿌리면 양쪽 본 고정물은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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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시 건조시킴으로써 이러한 입체 형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또한, 도 1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통구 또는 비관

통구(1301)가 설치된 판상 부재(1300)의 관통구 또는 비관통구에 상면용 조성물(1303)을 충전하여 이것을 마찰 절

단하여 건조시킴으로써 이끼식물이 투입된 보드(1300)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마찰 절단을 그라인더(1304) 

또는 샤워 노즐에 의한 수류(도시하지 않음)로 실시함으로써, 상면용 조성물(1303) 중의 이끼식물을 상면에 노출시킬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재한다. 또한, 하기에 기재된 질량은 특별히 단정하지 않는 한, 건조 질량이다. 또한, 함량

은 특별히 단정하지 않는 한, 함유 대상에 대한 질량%이다.

[실시예 1]

분쇄한 신문지 180g과 토질 미세물 500g[① 수도 육모 전용 입상 배양토를 믹서로 시판하는 비입상 배양토 정도의 

입자 직경으로 세립화한 것 400g과 ② 점토 100g]을 물 15L 중에 함유시켜 교반, 혼련하여, 15L의 기본 조성물을 수

득한다.

이끼식물 200g[솔이끼:우산이끼= 7:3(질량비)]과 상기에서 수득한 기본 조성물 3L를 투입하여 혼합한 다음, 물을 1

5L까지 증량하여 혼합하여,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수득한다.

이러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바닥면에 제1 망상체를 배치한, 바닥면이 300×600mm인 중간 크기 접시형

의 팔레트(바닥면에 작은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위에 3L 투입하고, 얇게 펴서 고르게 하여 그 위에 제2의 망상체를 

배치하고, 그 위로부터 압박판으로 가볍게 눌러 탈수하면서 기판상으로 성형한다. 이어서, 압박판과 제2의 망상체를 

제거하고, 그 위로부터 가정용 상수도[통상적인 급수 상태의 일본 도쿄도의 가정용 상수도에서 직접 3단계로 연결한 

수도 꼭지에서 취한다(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샤워 노즐을 경유하여 발생시킨 수류와 접촉시켜 기판 표면의 조성물

을 제거하고, 이끼식물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기판의 물기를 빼고 건조시키고, 건조후, 팔레트로부터 기판을 떼어 내고 가볍게 압박하여 이끼식물이 노출된

본 고정물을 수득한다.

또한, 기본 조성물을 제조할 때에 첨가한 토질 미세물을 모두 배양토로 변경하여 기본 조성물을 제조한 다음, 상기와 

동일한 공정에 따라 본 고정물을 제조한다. 이러한 본 고정물에 비해, 상기한 점토를 배합한 제품에서는 탄력성이 확

인되며, 질감이 우수하다.

또한, 기본 조성물에 벼의 뿌리 부분(벼의 종자를 작은 구멍이 설치된 팔레트 위에 흙을 배치하고 그 속에서 발근시켜

뿌리가 1Ocm 정도 신장한 시점에서 팔레트의 바닥 부분을 따라 뿌리 부분만을 떼어버리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을 50g(습윤 질량) 첨가하여, 상기와 동일한 공정을 실시한다. 그 결과, 최후의 건조 공정에서 고정물 내부의 뿌리가 

저절로 신장하며(일부가 고정물 외부에 노출된다), 완성된 본 고정물은 뿌리 부분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인장력

과 굽힘 강도가 보다 높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사용하는 기본 조성물을 본 실시예 2에서도 사용한다.

또한, 이끼식물 200g[솔이끼:우산이끼= 7:3(질량비)]과 상기에서 수득한 기본 조성물 1L를 투입하여 혼합한 다음, 

물을 15L까지 증량하여 혼합하여,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수득한다.

이러한 상면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을, 바닥면에 제1 망상체를 배치한, 바닥면이 300×600mm의 중간 크기 접시형

의 팔레트(바닥면에 작은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위에 1L 투입하여 얇게 펴도록 하여 배치한다.

이어서, 상기한 기본 조성물을 3.75배로 물로 희석하고, 이와 같이 희석된 기본 조성물을 팔레트 위의 상면용 조성물

의 전구 조성물 위에 얇게 올려서 상층한다.

상기한 기본 조성물 4L에 분쇄지 100g을 투입하여 혼련하고, 여기에 추가로 펄라이트 2L(용량) 및 이탄 이끼 0.3L(

용량)를 투입한 다음, 혼련하고, 물을 전량이 15L로 될 때까지 첨가하여 다시 혼합하여,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

을 수득한다.



공개특허 특2003-0067692

- 15 -

이러한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 5L를 상기의 상층된 기본 조성물 위에 추가로상층하여 그 위에 제2의 망상체를 

배치하며 위로부터 압박판으로 압축하여 성형한다.

성형후, 압박판과 형틀을 떼어내고 성형물을 건조시켜, 이끼식물이 상층되어 노출된 본 고정물을 수득한다.

[실시예 3]

바닥면에 망상체를 배치시킨, 바닥면이 300×600mm의 중간 크기 접시형의 팔레트(바닥면에 작은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의 바닥 부분의 전면에 군락형으로 재배한 솔이끼를 정상부가 위로 향하도록 기립 배치한다. 이 위에 실시예 1

에서 사용한 기본 조성물을 물로 3.75배로 희석한 조성물을 균일하게 이끼식물이 안보일 정도로 1 내지 2회 상층하

며, 여기에 가정용 상수도로부터 샤워 노즐을 경유하여 발생시킨 수류를 접촉시켜 이의 수압에 의해 기본 조성물을 

이끼식물의 하부로 향하도록 이동시킨다. 다음에, 제2의 망상체를 이끼식물의 정상부 위에 배치하고, 그 위로부터 압

박판을 사용하여 이끼식물과 기본 조성물을 팔레트 내로 압입한다.

다음에, 압박판과 팔레트와 망상체를 떼어내며, 대상물을 이끼식물의 정상부를 팔레트의 바닥으로 향하도록 망상체를

배치한 동일한 팔레트에 배치한다. 다음에, 물을 사용하여 3배로 희석한 기본 조성물 1L를 이끼식물의 바닥면 위로부

터 상층하여 샤워 노즐의 수류와 접촉시킴으로써 표면을 고르게 한다. 이 위에 상기한 토대용 조성물의 전구 조성물 4

L를 상층하여 망상체를 개재시켜 압박판으로 압입하여 기판상으로의 성형을 실시한다.

성형후, 압박판과 망상체와 팔레트를 대상물로부터 떼어내고, 반전시켜 이끼식물의 정상부에 부착된 여분의 조성물을

샤워 수류에 의해 세정한 후, 다시 압박판으로 압축후, 건조시켜, 이끼식물의 정상부가 노출된 본 고정물을 수득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라, 이끼식물의 특징을 살린 자연 회귀성 재료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상면에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적층·고정되어 이루어진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결합 강화제를 함유하지 않고 분

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인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토질 미세물에 점토가 함유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토질 미세물에 식물의 뿌리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면에 오목-볼록 구조가 제공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목 구조 및/또는 

볼록 구조가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로 형성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결합 

강화제를 함유하지 않고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며, 또한 분쇄지 및/또는 종

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결합 강화제를 함유하지 않고 분쇄지 및/또는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인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면의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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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성물의 이끼식물이 고정물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군락형의 이끼식물의 정상부 근방이 고정물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

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9.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상면에 홈 구조가 제공되어 있으며, 이러한 홈 구조

에 이끼식물, 또는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토질 미세물 및 이끼식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충전 고정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10.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상면에 오목 구조가 제공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목 

구조의 바닥면에 이끼식물이 배치 고정되 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결합 강화제를 함유

하지 않고, 분쇄지 및/또는 종이 전구물 및 토질 미세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인 이끼식물의 고정물.

청구항 12.
제9항 내지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토질 미세물에 점토가 함유되어 있는 이끼식물의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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