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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용기 내부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배양된 균주를 이용하여 액체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미생물 배양기

를 겸한 액체 비료생산기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뚜껑(11)을 가진 용기(1)내에 가열통(4)을 형성하여 그 내부에 전기히터(41)와 온도측정기(43)와 공기공급기(42)를 

구비하고 망용기와 뚜껑을 구비하는 가열부와

용기 뚜껑(11)에 투광창(111)을 만들어 투평판 (21)을 설치하고 커버(22)를 씌워서 커버(22)내에 수개의 조명등(20)

을 설치한 투광부(2)와 용기 뚜껑중앙부에 모터(3)를 장치하고 그 회전축(30)을 용기내부로 투입시켜서 회전축 외주

에 크고 적은 교반날개(31)(32)를 설치한 교반기를 갖추어서 이루어지고

가열통(4)의 하단과 상단부에 측방으로 연통하는 연결관(501)(502)을 도출하여 그 중간에 분쇄기(50)를 장치하여 모

터(5)로 분쇄기(50)를 작동시킬 수 있게 구성하여 내용물을 미분시킬 수 있게 구성한 다음 하측으로 배출관(102)을 

형성하고 뚜껑(11)에 투입구(101)를 설치하여서 이루어진 미생물 배양기를 겸한 액체 비료 생산기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미생물, 용기, 분쇄기, 가열용기, 투광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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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구성 예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측면 예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분쇄기 예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망체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용기 1a : 고정다리

2 : 투광부 3 : 모터

4 : 가열통 4a :속 뚜껑

5 : 모터 11 : 뚜껑 12 : 용량측정관 20 : 조명등 21 : 투명판 22 : 커버 30 : 회전축 31,32 : 교반날개 40 : 망용기 40

a , 손잡이 41 : 전기히터 42 : 공기공급기 43 : 온도측정기 50 : 분쇄기 51 : 회전축 52 : 회전자 101 : 투입구 102 : 

배출관

111 : 투광창 112 : 투입구

420 : 기포발생기 501,502 : 연결관

50a : 마찰돌기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일정크기의 용기 내부에 균주를 투입하여 배양하거나 배양된 균주로 액체비료를 제조할 수 있게 만든 미생

물 배양기겸용 액체비료 생산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액체 비료제조기는 용기 내부에 유기체를 넣고 균주를 넣어 유기체를 분해하고 발효시켜 액체 비료를 제조하

고 있으나 균주배양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제때에 효과적인 비료제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편이 있

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균주를 배양하여 비료로 사용하거나 배양된 균

주로 유기체를 발효시켜서 약체비료를 제조할 수 있게 기기를 구성한 것인데 이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뚜껑(11)을 가진 용기(1)하단에 가열통(4)을 형성하여 바닥에 전기히터(41)와 온도측정기(43)와 공기공급관(42)을 

구비하고 망용기(40)와 속뚜껑(4a)구비하는 가열부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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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뚜껑(11)에 투광창(111)을 만들어 투명판(21)을 설치하고 커버(22)를 씌워서 커버(22) 내측에 수개의 조명등(2

0)을 설치한 투광부(2)를 구비하며 용기 뚜껑중앙부에 모터(3)를 장치하고 그 회전축(30)을 용기내부로 투입시켜서 

회전축 외면에 크고 적은 교반날개(31)(32)를 장치한 교반기를 갖추어서 이루어지고

가열통(4)의 하단과 상단부에 측방으로 연결관(501)(502)을 도출하여 연결관(501)(502)의 외측단 사이에 분쇄기(50

)를 장치하여 모터(5)로 분쇄기(50)를 작동시킬 수 있게 구성하며 뚜껑(11)에 미생물과 유기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구(101)를 설치하고 가열통(4) 하단부에는 배출관(102)을 설치하여서 되는 구성이다.

한편 본 고안의 용기는 하단에 용기를 지지할 수 있는 고정다리(1a)가 구비되고,

용기의 측벽 일측에는 용기 내부의 액체양을 표시할 수 있게 용량측정관(12) 이 설치되며 뚜껑 일측에는 기포발생기(

420)를 설치하는 장치대 (13)를 구비하여 장치대에 설치된 기포발생기의 배출관을 가열통내부에 설치된 공기공급관(

42)에 연결하여 가열통 에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하며

첨부도면 도2와 같이 가열용기 외측에 콘트롤박스를 장치하여 전기히터와, 공기공급기와, 온도측정기를 관리할 수 있

게 구성하고

모터에 부착된 분쇄기는 모터의 회전축(51)에 분쇄기를 회전자(52)를 연결하고 그 분쇄통은 내벽에 다수의 마찰돌기

(50a)를 구비하여 유기체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가열용기내에 공급할 수 있게 하며

가열통 내에 투입되는 망용기는 첨부도면 도4와 같이 손잡이(40a)를 구비하여 망용기내로 접어 넣고 인출할 수 있게 

하고 가열용기 입구에는 별도의 뚜껑(4a)을 구비하여서 되는 구성이다.

고안의 효과

이와같이된 본 고안은 미생물 배양시와 액체비료 생산시의 사용방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배양시에는 가열통

(4)내에 물 50ℓ에 배지재료(포도당,무기물)5kg을 넣는 비율로 넣고 가열통의 뚜껑을 덮고 전기히터(41)를 작동시켜

끓여서 멸균시킨 다음 가열통 뚜껑을 열고 용기내에 별도로 멸균시킨 물200ℓ를 채워서 수온이 29℃이하가 되게 식

힌 다음 균주를 넣고 공기를 공급하면서 교반기를 작동시켜 교반하고 균주가 광합성이 되는 균주일 경우는 조명등(20

)을 켜서 30시간 정도 유지하므로서 200ℓ에 해당하는 균주를 배양할 수 있도록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배양된 균주는 직접 논밭에 시비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용량이200ℓ 정도 되므로 농가에서 만

들어 사용하기 좋은 수준이 되고 용량을 크게 하려면 기구를 크게 만들면 되므로 활용하기 좋으며

미생물 액체 비료를 생산하고저 할때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사체나 농산물을 가열용기(4)에 넣고 전기히터(41

)를 작동시켜 완전하게 삶은 다음 가열을 중지하고 용기내에 물을 채워 넣고 배양된 균주를 주입하여 용기내에 온도

가 30℃ 정도가 유지되게한후 배양된 균주를 넣고 발효시키면 액체비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가열통내에서 삶아진 유기체(동물시체나 농산물등)를 분쇄시킬 경우 분쇄기(50)로 연통하는 연통관(501)(502)

을 개방하고 분쇄기(50)를 작동시키면 가열통내의 유기체가 분쇄기로 순환되어 가열통내에 공급되므로 빠른시간내에

미분해시킬수 있고 유기체에 균주를 접촉시켜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발효를 시켜 필요한 액체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되며 분쇄기와 교반기와 조명등이 갖추어서 효과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포발생기(420)가 뚜껑(11)에 장치되어 작동되므로 공기의 주입이 원활하고 수분의 역류로 기포발생기가 손상될 염

려가 없는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가열용기(4)가 용기저부에 장치되어 있으므로 열관리가 용이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

용이 이루어지고 분쇄기의 장치로 인해 미생물 액체 비료를 사용할 때 찌꺼기로 인한 분무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고안의 기기는 용기 용량이 200ℓ인 경우 가열통이 50ℓ정도의 크기가 되므로 농가에서 1대만 갖추고 있

으면 원만한 농사에는 부족함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사용 크기의 규모를 원할 때는 용량을 확대시켜 사

용하므로서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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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11)을 가진 용기(1)하단에 가열통(4)을 형성하여 바닥에 전기히터(41)와 온도측정기(43)와 공기공급관(42)을 

구비하고 망용기(40)와 속뚜껑(4a)구비하는 가열부가 구비되고

용기 뚜껑(11)에 투광창(111)을 만들어 투명판(21)을 설치하고 커버(22)를 씌워서 커버(22) 내측에 수개의 조명등(2

0)을 설치한 투광부(2)를 구비하며

용기 뚜껑중앙부에 모터(3)를 장치하고 그 회전축(30)을 용기내부로 투입시켜서 회전축 외면에 크고 적은 교반날개(

31)(32)를 장치한 교반기를 갖추어서 이루어지고

가열통(4)의 하단과 상단부에 측방으로 연결관(501)(502)을 도출하여 연결관(501)(502)의 외측단 사이에 분쇄기(50

)를 장치하여 모터(5)로 분쇄기(50)를 작동시킬 수 있게 구성한 분쇄기와

뚜껑(11)에 미생물과 유기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구(101)를 설치하고 가열통(4) 하단부에는 배출관(102)을 설치

하여서 되는 미생물 배양기를 겸한 액체비료 생산기

도면



등록실용 20-0350286

- 5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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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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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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