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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는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를 캐비넷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단으로 포개어서 사용 할 수 있

어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고, 지렁이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 내에서

지렁이 스스로 배설물인 분변토를 분리하게 하여 분변토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고, 또 단위 면적 안에 지렁이 마리 수가

증가하여 분양해야 할 경우에도 사육상자 (7) 내에 내장된 여러 개의 분양상자(5)에 지렁이 스스로 분산되어 들어가게 함

으로서 필요한 만큼 용이하게 지렁이를 분양 할 수 있어서 재래식 사육형태처럼 많은 면적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

렁이의 사육조건을 개선하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발명된 지렁이 사육상자.

대표도

도 2b

색인어

분변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에 따른 지렁이를 키우기 위한 사육상자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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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지렁이를 키우기 위한 사육상자 정면도.

도 1c는 본 발명에 따른 2개 이상 포개어진 지렁이 사육상자 조립도.

도 1d는 본 발명에 따른 지렁이를 키우기 위한 지렁이 사육상자 조립도.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지렁이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상자.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대(4) 위에 사육상자(7)를 2개 포개고, 상단의 사육상자(7) 내부에 4개의 분양상자(5)를 내장

한 지렁이 사육상자 완성조립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사육상자(7) 내부에 2개의 분양상자를 상, 하로 포개어서 내장한 지렁이 사육상자.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상자틀(1)과 그물망(2)이 분리되는 구조를 가진 분리형 지렁이 사육상자.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분리형 덮개(13)를 가지는 덮개형 지렁이 사육상자.

도 8a는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를 내장 할 수 있는 캐비넷형 구조물의 정면도.

도 8b는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를 내장 할 수 있는 캐비넷형 구조물의 평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환봉 또는 요철망(12)형 지렁이 사육상자.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지렁이 먹이 공급 순차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상자틀 2 : 그물망

3 : 턱걸이 4 : 밑받침대

5 : 분양상자 6 : 손잡이

7 : 사육상자 8 : 그물면

9 : 삽입구 10 : 돌출부

12 : 환봉 또는 요철망 13 : 덮개

100 : 1차 먹이 공급 200 : 2차 먹이 공급

300 : 3차 먹이 공급 400 : 4차 먹이 공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는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를 캐비넷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단으로 포개어서 사용 할 수 있

으므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고, 지렁이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 내에서

지렁이 스스로 배설물인 분변토를 분리하게 하여 분변토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고, 또 단위 면적 안에 지렁이 마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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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분양해야 할 경우에도 사육상자(7) 내에 내장된 여러 개의 분양상자(5)에 지렁이 스스로 분산되어 들어가게 함으

로서 필요한 만큼 용이하게 지렁이를 분양 할 수 있어서 재래식 사육형태처럼 많은 면적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렁

이의 사육조건을 개선하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발명된 지렁이 사육상자.

지렁이는 의약품, 화장품 원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토양 개량 제 등으로 사용되는 분변토를 배설하는 효과 때문에 많이 사

육되고 있을뿐더러 남은 음식물, 하수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잘먹어 없애기 때문에, 친 환경적인 무공해 유기성폐기물 처

리장치로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지렁이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땅속에 지렁이를 묻어서 사육해 왔는데, 단위 평수 안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지렁이

의 마리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지렁이의 마리 수가 증가하면, 포화하여 스스로 번식을 중단하고, 먹이를 먹는 양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대량의 지렁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매우 넓은 토지가 필요하며 또 흙 속에 묻혀 있는 지렁이의 생

태를 관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 이상으로 포화되어 있는 지렁이를 분양하여 지렁이의 배설물인 분변토를 분

리 수거하는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 왔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넓은 땅이 필요하며 그 실용성은 입

증 되어있지만, 효과에 비해 사육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두 개 이상으로 포개어져 있는 사육상자를 활용해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고, 지렁이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지렁이 스스로 배설물인 분변토를 분리하게 하여 분변토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잇고, 또 단위 면적 안에 지렁이

마리 수가 증가하여 분양해야 할 경우에도 필요한 양만큼 지렁이 스스로 분산되게 하여 용이하게 분양 할 수 있게 발명된

지렁이 사육상자.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구성은 도2b에서 사육상자(7)가 2개 포개어져 있고, 하단에 있는 사육상자(7) 밑에는 밑받침대(4)가 조립되어

있다. 포개어진 두개의 사육상자(7) 중에서 상단에 있는 사육상자(7)의 내부에 4개의 분양상자(5)가 내장된 구조로 구성되

어 있다.

도1a의 입체도와 도1b의 정면도에서 상기의 사육상자(7)는, 상변과 하변이 뚫려있고, 측면에 턱걸이(3)가 부착되어 있는

사각형 구조의 상자틀(1)의 아래쪽에 그물망(2)이 부착되어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그물망(2)은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은 직육면체형상이며, 상부는 덮개가 없고 하면은 격자 모양의 그물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1d 사육상자 조립도에서 도1a의 사육상자(7)가 2개 포개어져 있는데 상단의 사육상자(7) 하부에 있는 그물망(2) 부분

은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은 직육면체형상이어서 하단의 사육상자(7)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도, 하단의 상자 밑에는 밑받침대(4)가 받쳐져 있는 구조로 조립되어 있으며, 밑받침대(4)는 일반적인 물받침대 이다.

도2b에서 상단의 사육상자(7) 내부에 4개의 분양상자(5)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분양상자(5)는 도2a에서 상면과 내부가

비어있는 직육면체의 통인데, 5개의 각 면은 모두 지렁이가 통과하기 용이한 구조로 된 그물면(8)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6)가 부착되어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를 도8a 와 도8b 와 같은 캐비넷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단으로 포개어서 사

용 할 수 있으므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작용]

도10에서 사육상자(7)는 내부에 적정량의 지렁이를 넣고 먹이를 주기 위한 상자로서, 지렁이는 사육상자(7) 내부에서 먹

이를 먹으며 사육된다. 이때 처음부터 먹이를 사육상자(7) 내부에 가득 차게 주지 않고, 일정량 예를 들면 1차먹이(100)를

1/4정도를 주고, 지렁이가 먹이를 다 먹을 시일이 경과되면, 그 상부층에 다시 2차먹이(200)를 1/4정도 골고루 펴서 공급

해 준다. 그러면 지렁이는 새로운 먹이가 있는 상부층으로 올라가서 먹이를 먹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3차먹이(3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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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먹이(400)를 반복해서 주어서 사육상자(7)가 가득 차면, 사육상자(7)의 하층부에는 분변토만 남게 되고, 최상층부의 먹

이가 남아있는 층에 만 지렁이가 몰려있게 된다. 이때는 지렁이가 분포되어 있는 최상단부층과 분변토만 있는 하단부층의

구분이 뚜렷하므로, 지렁이와 분변토를 용이하게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잇다.

또, 도1-d와 같이 사육상자(7)를 2개이상 포개어 사용하면 상단의 사육상자 (7) 하면에 있는 그물망(2)이 하단에 있는 사

육상자(7)의 최상단부층과 맞닿게 되므로, 하단의 사육상자(7) 최상단부층에 있던 지렁이는 상단의 사육상자(7) 하면에

있는 그물망(2)을 통해서 상단의 사육상자(7)로 이동하여 새로운 먹이를 먹게 된다. 상단의 사육상자(7)에도 하단의 사육

상자(7)에 먹이를 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도10과 같이 1/4씩 일정한 간격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상단의 사육상자(7)도 가

득 찰 정도의 시일이 경과하면 하단의 사육상자(7)에 있었던 지렁이는 모두 상단의 사육상자(7)로 이동하고, 하단의 사육

상자(7)에는 분변토만 남게 된다.

이때쯤 하단의 사육상자(7)를 분리하여 분변토 만을 변도로 수거하고, 빈 사육상자(7)를 다시 상단의 사육상자(7) 위에 포

개어서 상기와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지렁이를 사육하다가 지렁이가 번식하여 사육상자(7) 내부에 지렁이 마리 수가 증가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2b와 같이 상단의 사육상자(7) 내부에 크기가 똑 같은 4개의 분양상자(5)를 내장하여 각각의 분양상자(5) 내부에 지렁

이의 먹이를 골고루 나누어준다. 그러면 상단의 사육상자(7)에 있던 지렁이는 먹이를 따라 각각의 분양상자(5)에 약 1/4씩

분산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지렁이가 1/4 씩 들어가 있는 분양상자(5)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분양상자(5)를 들어내어서 용

이하게 분양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를 캐비넷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단으로 포개어서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도2b에서 사육상자(7)는 내부에 적정량의 지렁이를 넣고 먹이를 주기 위한 상자로서, 이송하기 용이한 1,000㎜

× 1,000㎜ × 200㎜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사육상자(7)의 크기는 적절히 조절 할 수 있고, 또 이송

을 위해 턱걸이(3)가 부착되어있다. 이 사육상자(7)에 적정량의 지렁이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

을 먹이로 넣어주면, 지렁이는 사육상자 (7) 내부에서 먹이를 먹으며 사육된다.

이때 처음부터 먹이를 사육상자(7) 내부에 가득 차게 주지 않고, 일정량 예를 들면 1차먹이(100)를 1/4정도를 주고, 지렁

이가 먹이를 다 먹을 시일이 경과되면, 그 상부층에 다시 2차먹이(200)를 1/4정도 골고루 펴서 공급해 준다. 그러면 지렁

이는 새로운 먹이가 있는 상부층으로 올라가서 먹이를 먹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3차먹이(300), 4차먹이(400)를 반복해

서 주어서 사육상자(7)가 가득차면, 사육상자(7)의 하층부에는 분변토만 남게 되고, 최상층부의 먹이가 남아있는 층에만

지렁이가 몰려있게 된다. 이때는 지렁이가 분포되어 있는 최상단부층과 분변토만 있는 하단부층의 구분이 뚜렷하므로, 지

렁이와 분변토를 용이하게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다.

또, 도1-d와 같이 사육상자(7)를 2개이상 포개어 사용하면 상단의 사육상자(7) 하면에 있는 그물망(2)이 하단에 있는 사

육상자(7)의 최상단부층과 맞닿게 되므로, 하단의 사육상자(7) 최상단부층에 있던 지렁이는 상단의 사육상자(7) 하면에

있는 그물망(2)을 통해서 상단의 사육상자(7)로 이동하여 새로운 먹이를 먹게 된다. 상단의 사육상자(7)에도 하단의 사육

상자(7)에 먹이를 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도10과 같이 1/4씩 일정한 간격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상단의 사육상자(7)도 가

득 찰 정도의 시일이 경과하면 하단의 사육상자(7)에 있었던 지렁이는 모두 상단의 사육상자(7)로 이동하고, 하단의 사육

상자(7)에는 분변토만 남게 된다.

이때쯤 하단의 사육상자(7)를 분리하여 분변토 만을 별도로 수거하고, 빈 사육상자(7)를 다시 상단의 사육상자(7) 위에 포

개어서 상기와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지렁이를 사육하다가 지렁이가 번식하여 사육상자(7) 내부에 지렁이 마리 수가 증가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2b와 같이 상단의 사육상자(7) 내부에 크기가 똑 같은 4개의 분양상자(5)를 내장하여 각각의 분양상자(5) 내부에 지렁

이의 먹이를 골고루 나누어준다. 그러면 상단의 사육상자(7)에 있던 지렁이는 먹이를 따라 각각의 분양상자(5)에 약 1/4씩

분산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지렁이가 1/4 씩 들어가 있는 분양상자(5)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분양상자(5)를 들어내어서 용

이하게 분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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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되어진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를 100평의 토지에 도8a와 도8b와 같이 4열 X 25행 X 5단으로 구성된 캐

비넷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1,000개의 지렁이 사육상자에 지렁이를 동시에 키울 수 있어서 좁은 토지에 많은 지렁이

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지렁이 사육상자는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를 도8a, 도8와 같은 캐비넷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단으로 포개

어서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좁은 토지에서도 많은 지렁이를 키울 수 있고, 지렁이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2개씩 포개어진

사육상자(7) 내에서 지렁이 스스로 배설물인 분변토를 분리하게 하여 분변토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고, 또 단위 면적 안

에 지렁이 마리 수가 증가하여 분양해야 할 경우에도 사육상자(7) 내에 내장된 여러 개의 분양상자(5)에 지렁이 스스로 분

산되어 들어가게 함으로서 필요한 만큼 용이하게 지렁이를 분양 할 수 있게 발명된 지렁이 사육상자로서,

지렁이를 사육할 때 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식품슬러지, 가축의 분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공급하여 지렁이가 먹

어서 분해하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장치 및 지렁이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지렁이 사육장, 지렁이의 분변토를 분리 수거하여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분야 등에 적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상면과 내부가 비어있는 직육면체의 통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면서 5개의 각 면은 모두 그물형상으로 된 그물면(8)으로

되어 있고, 그물면(8)에 이송을 위한 손잡이(6)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렁이 분양상자.

청구항 6.

받침대(4) 위에 사육상자(7)를 2개 포개고, 상단의 사육상자(7) 내부에 1개 또는 2개 이상 필요한 개수만큼 작게 제작된

작은 상기 5항의 분양상자(5)를 여러 개 내장하여 구성되며,

상기 사육상자는 턱걸이(3)를 가지는 상자틀(1) 하면에 직육면체 형상의 그물망(2)이 부착되어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렁이 사육상자.

청구항 7.

사육상자(7) 내부에 상기 제5항의 분양상자(5)를 1개 또는 2개 이상을 상, 하로 포개어서 내장한 구조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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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육상자는 턱걸이(3)를 가지는 상자틀(1) 하면에 직육면체 형상의 그물망(2)이 부착되어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렁이 사육상자.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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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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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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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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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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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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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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