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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줄기를 잘라 꺾꽂이한 화훼류를 뿌리가 내리도록 재배하여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꺾꽂이묘의 
재배상자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배수용 구멍을 갖는 상자의 바닥면에 내부에 요홈을 구비하는 
상태로 하향으로 돌출되는 다수의 돌출부와 벽체의 내면에 종으로 요입되는 다수의 통기홈을 구비시킨 것
으로,

돌출부에 의해 지면과 상자의 바닥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형성시켜 공기유통이 원활토록 하고 통기홈에 
의해 상자의 벽체를 통해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함과 아울러 내부에 형성되
는 요홈에 의해 재배용수 중 일정량이 요입부를 통하여 외부 배출되지 않고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배양토
에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발생하여 배양토의 습도조절기능은 물론 재배용수의 공급주기를 연장시켜 재배작
업에 편의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꺽꽂이묘 재배상자 화훼 요입부 공기유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구성을 보이는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적용상태를 보이는 단면 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꺾꽂이묘 재배상자

2:배수공

3:바닥면

4:벽체

5:돌출부

6:통기홈

7:재배용수 저장용 요홈

고안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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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줄기를 잘라 꺾꽂이한 화훼류를 뿌리가 내리도록 재배하여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꺾꽂이묘의 
재배상자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배수용 구멍을 갖는 상자의 바닥면에 내부에 요홈을 구비하는 
상태로 하향으로 돌출되는 다수의 돌출부와 벽체의 내면에 종으로 요입되는 다수의 통기홈을 구비시킨 것
으로,

돌출부에 의해 지면과 상자의 바닥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형성시켜 공기유통이 원활토록 하고 통기홈에 
의해 상자의 벽체를 통해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함과 아울러 내부에 형성되
는 요홈에 의해 재배용수 중 일정량이 요입부를 통하여 외부 배출되지 않고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배양토
에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발생하여 배양토의 습도조절기능은 물론 재배용수의 공급주기를 연장시켜 재배작
업에 편의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육묘(育苗)는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로서 번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모를 묘상(苗床) 또는 못
자리에서 기르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모는 

고구마와 같이 작물의 성질상 직파(直播)할 수 없는 경우, 벼·양배추와 같이 육묘해서 이식하는 것이 소
출이 더 많은 경우, 채소류 및 담배와 같이 조기재배를 위해서는 어린 식물 시기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밭의 이용률을 높이는, 즉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직접 파종하지 않고 육묘·이식
재배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종자로부터 자라난 실생묘(實生苗)와 종자 이외의 식물의 영양체로부터 분리해서 양성한 
꺾꽂이묘[揷木苗]·휘묻이묘[取木苗]·접붙이기묘[木苗] 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본 고안은 종자 이외의 식물의 영양체로부터 분리해서 양성한 꺾꽂이묘[揷木苗]를 육묘하는 데 이용되는 
상자에 관한 것으로,

기존 육묘용 상자의 구성은 일정 깊이의 바닥과 사방에 벽체를 일체로 구성하는 단순한 사각형상의 상자
체가 되도록 구성하고 바닥에는 재배용수가 빠질 수 있도록 다수의 배수공을 구비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
로 이는 사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폐단이 있는 것이다.

⊙ 상자의 바닥이 평편하게 구성되는 관계로 지면에 재치하는 경우 지면과의 이격 공간이 거의 없어 공기
의 유통이 어려워짐으로써 묘의 산소공급의 원활치 못하게 되어 뿌리의 내림을 더디게 하거나 세균의 번
식조건을 양호하게 하여 뿌리를 썩게 하는 등 생육조건을 악화시켜 실용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 벽체의 내면이 바닥과 같이 평편하게 구성되는 것이어서 배양토를 수용하였을 때 배양토와 벽체의 밀
접성이 좋아 통기성이 악화되므로 이 또한 상기와 같이 생육조건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며,

⊙ 바닥면에 급수된 재배용수를 지연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배양토에 함유된 재배용수의 일부
를 제외하고 전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재배용수의 낭비는 물론 급수주기가 잦아지게 되어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커지게 되는 폐단  이 있는 것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기존의 꺾꽂이묘 재배상자의 구성에서 기인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지면과 상자의 바닥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형성시켜 공기유통이 원활토록 하고 상자
의 벽체로 부터 공기 유통이 가능토록 하여 묘에 보다 많은 공기를 공급시킴으로써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함과 아울러 재배용수 중 일정량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요입부를 통하여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배양토에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발생하여 배양토의 습도조절기능을 함과 아울러 재배용수의 공급주기를 연
장시켜 재배작업에 편의성을 기할 수 있는 꺾꽂이묘 재배상자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며,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지의 배수용 구멍을 갖는 상자의 바닥면에 하향으로 돌출되는 다
수의 요입부와 벽체의 내면에 종으로 요입되는 다수의 통기홈을 구비시킨 것으로, 

이하 첨부도면에 따라서 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고안의 구성을 보이는 사시도로서, 

다수의 배수공(2)이 천공된 바닥면(3)과 벽체(4)를 일체로 구성하는 공지구조의 꺾꽂이묘 재배상자(1)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3)이 지면에서 이격되도록 상기 바닥면(3)에 상호 분리상태로 하향으로 돌출되는 다수의 돌
출부(5)와;

상기 벽체(4)의 내면에 종으로 요입되는 다수의 통기홈(6)과;

상기 돌출부(5)의 내부에 임의 깊이로 요입 형성되는 재배용수 저장용 요홈(7)을 각각 포함하여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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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도면중 미설명 부호 ※

(10)는 배양토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의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도 2에서와 같이 꺾꽂이묘 재배상자(1)의 내부에 배양토(10)를 담은 상태에서 줄기를 잘라 꺾
꽂이한 식물(화훼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양토(10)에 꽂아 재배하게 되는 것으로,

상기의 꺾꽂이묘 재배상자(1)는 돌출부(5)에 의해 지면에서 돌출부(5)의 높이만큼 이격되는 것이므로 이 
틈새 공간을 통해 꺾꽂이묘 재배상자(1)의 저부로 유입된 외부의 공기가 배수공(2)을 통해 배양토(10)로 
유입될 수 있음은 물론 벽체(4)의 내면에 종으로 형성된 통기홈(6)에 의해 배양토(10)의 가장자리를 통해
서 외부의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양토의 공기 유통이 동시 다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짐으
로써 묘의 성장조건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해 세균의   번식이 억제되어 뿌리가 썩는 등의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묘에 급수를 하는 경우 재배용수 중 일부는 배양토에 흡수되는 상태로 되고 일부는 배수공(2)을 통
해 외부로 배출되며 일부는 상기 돌출부(5)의 내부에 임의 깊이로 요입 형성되는 재배용수 저장용 요홈
(7)에 고이게 되어 배양토에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발생하여 배양토의 습도조절기능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묘의 생육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재배용수의 급수주기를 연장시켜 재배작업에 편의
성을 기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고안은 돌출부에 의해 지면과 상자의 바닥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형성되므로 공기유통
이 원활토록 하고 통기홈에 의해 상자의 벽체로 부터 공기 유통이 가능토록 하여 묘에 보다 많은 공기를 
공급시킴으로써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함과 아울러 재배용수 중 일정량이 외부 곧바로 배출되지 않고 요입
부를 통해 저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양토에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발생하여 배양토의 습도조절기능을 함
과 아울러 재배용수의 공급주기를 연장시켜 재배작업에 편의성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배수공(2)이 천공된 바닥면(3)과 벽체(4)를 일체로 구성하는 공지구조의 꺾꽂이묘 재배상자(1)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3)이 지면에서 이격되도록 상기 바닥면(3)에 상호 분리상태로 하향으로 돌출되는 다수의 돌
출부(5)와;

상기 벽체(4)의 내면에 종으로 요입되는 다수의 통기홈(6)과;

상기 돌출부(5)의 내부에 임의 깊이로 요입 형성되는 재배용수 저장용 요홈(7)을 각각 포함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꺾꽂이묘 재배용 상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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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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