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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요약

 본 고안은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으로서, 거리미화용 화분에 있어서,

계단식으로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30) 및 화초 받침틀(40)과, 이들을 지지하는 베이스(50)로 구성되고, 
상기 물통(30)은, 화초 받침틀(40)과 일체로 형성되며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 방식(물
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물통(30)의 중간 부위에 물통(30) 바닥을 관통하는 오목
홈(62)을 가지는 오버플로우체(60)가 형성되고,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물통(30)의 전면에 다수개의 점적관수구(32)가 형성되며, 카트릿지 방식으로 본체인 화분 틀체(12) 내에 
차례대로 적층되어 이룬다.

따라서, 공급수를 보관하는 물통과, 화초를 적치하는 받침틀에 점적식으로 화초에 물을 공급하는 다수개
의 구멍을 구비하여 화초에 물을 보충하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화초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하며, 화초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언제나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
서 거리 환경미화용으로 최적인 화분을 제공하며 간단한 구성임에 비하여 그 효과는 지대한 유용한 고안
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일부 분해하여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나타낸 정면도

＜도면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12 : 틀체

14 : 경사면    30 : 물통

32 : 점적관수구   40 : 받침틀

50 : 베이스    60 : 오버플로우체

62 : 오목홈    100 : 화초 

고안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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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화분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계단식으로 배치한 물통을 가지는 화분의 맨윗층에 물을 공급
하면 자동으로 맨 하층의 화분까지 물이 공급되어 화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제작이 간단하며 거
리 미화의 효과를 한층 높인 점적식(漸滴式) 거리미화용 화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리에는 미화용 화분이 비치되어 거리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비치용 화분
은 대형으로 제작되고 단위체로 하여 거리양측을 따라 배치된다.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내국민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에 부응하여 많은 외국 정상들이나 관광객 또는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많다.  이때 그들의 한국방문 시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차를 타고 가면서 관찰하는 거리환경이다. 

 몇 년 후에는 세계적인 권위의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므
로 이에 대한 거리미화용 화분의 개선은 절실하다 하겠다.

꽃은 생물체이므로 수분을 공급하는 한 어느 정도 장기간 환경미화용으로 기능을 다한다. 통상 3∼4일에 
한번씩은 화분에 물을 주어야 하는데 관내 도로 곳곳에 비치된 화분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
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대부분의 거리용 화분의 경우,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관리면에서 볼 때 매우 많은 인적 동
원이 필요하다. 결국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화분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화초가 말라서 보
기 흉하게 되어 오히려 거리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최근에는 신개념을 적용하여 거리용 화분을 다단으로 구성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거리미화용 화분은 
매우 아름답게 거리를 장식하는 것인 만큼, 화분에 물을 줄 때에는 한 층 한 층마다 물을 주어야 하기 때
문에 물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번거러웠다.

본 고안은 상기 종래의 거리미화용 화분에 관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다단계 화분의 맨윗층에 물을 공급하면 자동으로 맨 하층의 화분까지 물이 공급되는 구조로서 그 제작이 
간단하고 거리 미화의 효과를 한층 높인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을 제공함에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은, 

거리미화용 화분에 있어서,

계단식으로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 및 화초 받침틀과, 이들을 지지하는 베이스로 구성되고,

상기 물통은,

화초 받침틀과 일체로 형성되며 물통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물통의 중간 부위에 물통 바닥을 관통하는 오목홈을 가지는 오버플로우체가 형성되
고,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물통의 전면에 다수개의 점적관수구가 형성되
며, 카트릿지 방식으로 본체인 화분 틀체 내에 차례대로 적층되어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수를 보관하는 물통과, 화초를 적치하는 받침틀에 점적식으로 화초에 물을 공급하는 다수개
의 구멍을 구비하여 화초에 물을 보충하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화초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하며 화초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언제나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거리  환경미화용으로  최적인  화분을  제공하며  간단한  구성임에  비하여  그  효과는  지대한  유용한 
고안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일부 분해하여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
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부호 10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이하, '화분'으로 약칭함)을 나타낸다.  이 
화분(10)은 측면에서 보아(도 2 참조) 크게 계단식으로 배치되는 물통(30), 화초 받침틀(40)과 이들을 지
지하는 베이스(50)로 구성된다.  

상기 물통(30)은 화초 받침틀(40)과 일체로 형성되며 하부측으로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즉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
하여, 이 물통(30)의 중간 부위에 물통(30) 바닥을 관통하는 오버플로우체(60)가 형성되어 있다. 부호 62
는 상기 오버플로우체(60)의 양측에 다른 부위보다 낮게 형성된 오목홈으로서, 이 오목홈(62)을 통하여 
물이 오버풀로우되어 바로 밑칸의 물통(30)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이다.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물통(30)의 전면에는  다수개의 점적관수구(32)가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다수개의 물통(30)은 카트릿지 방식으로 본체인 화분 틀체(12) 내에 차례대로 적
층된다. 상기 틀체(12)의 상부면에는 각종 광고용품을 부가 설치할 수 있고 하부 경사면(14)에는 각종 광
고문안으로 장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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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베이스(50)는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장고형으로 하부가 확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나뭇잎 등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는 것도 고려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그 디자인은 응용가능하다.

이어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이 도면에서는 2개의 화초 받침틀(40)을 외부로 분해하여 도시하고 있다. 이들 화초 받
침틀(40)은, 화초 받침틀(40)이 전면에, 물통(30)이 후면에 배치된 구조이다. 이들은 일체로 형성되어 있
다. 이들 물통(30)과 화초 받침틀(40)을 맨 아래에서부터 틀체(12) 내에 적층하여 조립한다. 이후, 상기 
화초 받침틀(40)에 흙을 담고 화초(100)를 심고 물통(30) 내에 물을 공급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물통(30) 내의 물은 상기 오버플로우체(60)의 오목홈(62)을 통하여 오버플로우
되어 바로 아래 칸의 물통(30)으로 공급된다. 

한편, 물통(30)의 전면에는 다수개의 점적관수구(32)가 뚫려 있으므로 이 점적관수구(32)를 통하여 흙과 
화초(100)가 심어진 화초 받침틀(40)에 점적식으로 공급된다.

상기 물통(30) 및 받침틀(40)의 형상 및 모양, 그 적층개수, 오버플로우체(60) 등의 개수 등은 다양한 형
태로 얼마든지 응용가능하다. 

한편, 상기 받침틀(40)에 안치되는 화초(100)는 꽃의 종류나 크기 수량에 따라 물을 흡수하는 양이 제각
각이므로 물통(30)의 점적관수구(32)를 통과하는 관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본  명세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았으나  본  출원인의  선출원인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제 20-2000-
30488호에 자세하게 설명한 관수량 조절캡을 이용하여 점적관수구(32)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거리미화용 화분으로서 1회의 공급수 보충으로 장기간 화초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 
3,4일 간격으로 공급수를 보충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획기적인 고안이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은, 공급수를 보관하는 물통과, 화초를 적치하는 받
침틀에 점적식으로 화초에 물을 공급하는 다수개의 구멍을 구비하여 화초에 물을 보충하므로 장기간에 걸
쳐서 화초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하며 화초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언제나 싱
싱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거리 환경미화용으로 최적인 화분을 제공하며 간단한 구
성임에 비하여 그 효과는 지대한 유용한 고안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거리미화용 화분에 있어서,

계단식으로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30) 및 화초 받침틀(40)과, 이들을 지지하는 베이스(50)로 구성되고,

상기 물통(30)은,

화초 받침틀(40)과 일체로 형성되며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
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물통(30)의 중간 부위에 물통(30) 바닥을 관통하는 오목홈(62)을 가지는 오
버플로우체(60)가 형성되고,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물통(30)의 전면에 
다수개의 점적관수구(32)가 형성되며, 카트릿지 방식으로 본체인 화분 틀체(12) 내에 차례대로 적층되어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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