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01G 9/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0월04일

10-0631300

2006년09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4-0033757 (65) 공개번호 10-2005-0108729

(22) 출원일자 2004년05월13일 (43) 공개일자 2005년11월17일

(73) 특허권자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

(72) 발명자 문보흠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181-3

조창휘

경기도고양시일산구일산2동후곡마을현대아파트304동1402호

김순재

경기도고양시일산구덕이동1377-2

김영호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망포동늘푸른벽산아파트103동1301호

(74) 대리인 조현동

진천웅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4121129 A

KR1020010068811 A

KR2019940019882 U

KR1019990033608 A

KR2019880021060 U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재영

(54)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

요약

본 발명은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를 여러 식재셀로 구성된 단일화분에 식재하여 포장 출

하함으로써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은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화훼작

물을 심는 식재구가 형성된 다수의 모듈로 구성된 식재셀로 구성되어 단일의 관상용 화분으로 구성된 것이며, 또한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에 대응되고 식재셀의 외부면이 삽입되는 다수의 모듈로 구성된 받침셀로 구성되고, 받침셀을 안으로 감싸

면서 받침셀을 지지하는 받침대로 구성되어 관상용 화분을 받쳐주는 단일의 화분받침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포장과 이송

이 간편하며 화훼류에 대한 데코레이션이 자연스럽게되고, 고사된 화훼작물만 교체함으로서 화분 전체를 분갈이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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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상용 화분과 화분받침을 한 조로 사용하거나 관상용 화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설치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식재셀에 플러그트레이의 화훼를 별도의 가공없이 이식하여 출하함으로서 이식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화훼, 종이, 화분, 장식, 관상, 받침, 플러그트레이, 포장, 이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화훼가 장식된 종래기술의 관상용 화분의 사시도

도 2는 플러그트레이에 화훼가 재배된 상태의 사시도

도 3은 플러그트레이에 재배되어 출하를 위한 단품형태의 화훼 사시도

도 4는 화훼가 장식된 본 발명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의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화분받침의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1, 1-2: 종이화분 10, 10-1, 10-2: 관상용 화분

11: 식재구 12: 식재셀

13: 화분플랜지 20, 20-1, 20-2: 화분받침

21: 받침구 22: 받침셀

23: 받침플랜지 24: 받침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

이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를 여러 식재셀로 구성된 화분에 식재하여 포장 출하가 가능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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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훼(102)가 장식된 종래기술의 관상용 화분(100)의 사시도인 도 1을 살펴보면, 종래의 장식용 화분(101)은 사각

또는 타원형 등의 형태로서 토분, 자기, 나무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있으며, 도 2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

(103)에 화훼작물(104)이 재배된 상태의 사시도에서와 같이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의 상토에서 재배된 다양

한 화훼작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104)을 뽑아 뿌리를 다듬어 이 장식용 화분(101)에 상토를 충진한 후 형태별로 심

어 출하하고 있다.

한편, 상기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 재배된 화훼작물(104) 중 특히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도 3과 같이 단

품형태로 출하하기도 한다.

상기의 토분이나 자기로된 장식용 화분은 환경오염원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유통 및 취급 중에 깨지기가 쉬우며

깨진 화분 조각은 폐기물로써 그 처리를 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의 나무로된 장식용 화분은 벌목된 나무를 일정간격으로 잘라내어 한쪽 측면에 구멍을 내어 식재 공간을 형성하고 바

닥면에는 배수공을 형성한 것으로서, 벌목된 나무의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외피만을 사용함으로써 나무 자원에 대한 낭비

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상기의 합성수지로된 장식용 화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단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분 자체의 통기성이 나빠서 식물 및

관상수 등의 육성을 위한 화분으로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분이나 자기재의 분으로 갈아심는 경우 화분

자체가 썩지 않아 환경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 재배된 화훼작물 중 특히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단품형태로 출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상기의 종래 장식용 화분은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의 상토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를 형태별로 심어 출하하기 위

한 식재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격생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의 종래 장식용 화분에 식재된 선인장 중에서 하나의 선인장이 고사할 경우에는 고사된 상태로 재배 관리하여야

함으로써 관상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분 전체를 분갈이를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위해서 안출한 것으로, 그 목적은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를 여러 식재셀로 구성된 단일화분에 식재하여 포장 출하함으로써 포장과 이

송이 간편하고 화훼류에 대한 장식이 자연스럽게되어 부가가치의 창출과 인건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화훼류 장식용 화분에 있어서;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화훼작물을 개별적으로 심을 수 있는 식재구가 형성된 원형의 다수 식재셀로 구성되며, 상기 식재셀은 상부가 상호 연결된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어 단일의 관상용 화분으로 구성되어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에 대응되고 식재셀의 외부면이 삽입되는 받침구가 형성된 원형의 받침셀로 구

성되고, 상기 받침셀의 상부와 연결되어 받침셀을 안으로 감싸면서 받침셀을 지지하는 받침대로 구성되며, 상기 식재셀은

상부가 상호 연결된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어 상기 관상용 화분을 받쳐주는 단일의 화분받침으로 구성되어 포장과 이송

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 및 상기 화분받침의 받침셀의 수량이 3개, 5개, 6개, 7개, 8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어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 및 상기 화분받침의 받침셀은 대, 중, 소의 크기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구성되

어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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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로 본 발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 발명은 화훼류 장식용 화분에 있어서 종이로 만든 장식용 종이화분(1, 1-1, 1-2)에 관한 것으로서 관상용 화분(10,

10-1, 10-2)과 그 화분을 받쳐주는 화분받침(20, 20-1, 20-2)으로 구성되며, 상기 관상용 화분(10, 10-1, 10-2)과 상기

화분받침(20, 20-1, 20-2)은 별도로 제작되며, 관상용 화분(10, 10-1, 10-2)과 화분받침(20, 20-1, 20-2)이 한 조로 구

성되거나 관상용 화분(10, 10-1, 10-2)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설치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의 사시도를 살펴보면,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10)은 종이로 제작되며, 화훼작물(104)을 개별적으로 심을 수 있는 복수개의 식재셀(12)을 구비하

고, 각 식재셀(12)은 상단에서 개방된 식재구(11)에서 바닥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감소하는 원추형으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상기 각 식재셀(12)은 도 2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서 재배된 화훼작물(104)을 분리하여 그대로 심

을 수 있도록 상기 클러그트레이(103)의 식재셀(105)과 동일한 형상과 크기로 된다.

상기 관상용 화분(10)에 구비된 복수개의 식재셀(12)들은 상단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어 전체적

으로 하나의 관상용 화분(10)으로 되고 식재셀(12)의 아래 바닥면은 밀폐되고 바닥면에 배수구가 형성되어 있어, 과도한

관수시 물이 배수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식재셀(12)에서 상부가 상호 연결 되지 않는 부분은 끝단을 감아들인 컬링가공을 하거나 끝단을 꾸부려 플랜지 가공

을 한 화분플랜지(13)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상용 화분(10)의 재질이 종이되어 있어 식재셀(12)의 두께에 비해 강도를

보강하고 장식하여 멋을 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10)은 식재셀(12)의 상부만 상호 연결되고 하부는 아래로 갈수록 직경이 축소되는 각각 별

개의 원추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7,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를 살펴보면,

상기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식재셀 수량이 3개, 5개, 6개, 7개, 8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나 상기의 수량에 한

정되지는 않으며, 식재셀의 배치 모양은 화훼가 이식된 상태의 데코레이션의 미적감각에 의한 오각형, 육각형 또는 별모양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형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상기 관상용 화분(10, 10-1, 10-2)의 식재셀(12)은 대, 중, 소의 크기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구성되거나 단일 크기로 구성

될 수도 있으며, 식재셀(12)의 크기는 도 2에 도시된 기존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의 식재셀(105)의 크기와

동일하다.

관상용 화분(10, 10-1, 10-2)의 식재셀(12)과 플러그트레이(103)의 식재셀(105)의 크기를 같게 하는 이유는 화훼를 플러

그트레이(103)에서 뽑은 상태 즉 별도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이 재배된 상태로 관상용 화분(10, 10-1, 10-2))의 식재셀

(12)에 이식하여 출하함으로서 뿌리를 다듬는 과정을 생략되어 이식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의 절감으로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란 도 2의 플러그트레이(103)에 화훼가 재배된 상태의 사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

내에서 균일한 화훼류를 대량 생산하고 육묘 및 가식에 들어가는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합성수지로 만든 것으로서 화훼

작물의 종자를 개별적으로 파종하거나 화훼작물을 심을 수 있는 화분구가 형성된 원형의 경사진 원주형상의 식재셀(105)

이 구성된 합성수지 제품이다.

상기 플러그트레이(103)는 식재셀(105)이 32공, 50공, 72공, 105공, 128공, 162공, 200공 또는 288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재셀(105)은 종횡으로 일정간격으로 상호 연결되어 일체형으로된 장방형의 제품이다.

원예작물의 파종은 상자파종이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 파종 모두 가능하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

(103) 파종인 경우에는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의 식재셀(105)에 상토를 채우되, 비료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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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비료성분이 섞이지 않은 것은 별도로 양액을 조성하여 물

대신 양액으로 상토의 습기를 맞춘 후 종자를 파종할 곳에 가볍게 작은 구멍을 내고 여기에 종자를 파종한 후 약 3∼4mm

정도 복토하므로써 파종작업을 한다.

파종이 완료된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를 화훼의 종류에 따른 육묘방식 예를들면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

레이(103)의 아래에 플라스틱필름을 깔거나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의 상부에 반사필름 등을 덮어 상토로부

터 수분 증발이나 햇볕에 의한 배지온도 상승을 방지 등으로 관리하여 파종된 종자에서 적정수의 본엽이 출현하게 되면 이

식하거나 출하하게 된다.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작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104)은 이식 및 출하의 적정

시기가 되면 식재셀(105)에서 화훼를 뽑아 뽑은 그대로를 본 발명의 상기 관상용 화분(10)의 식재셀에 이식을 한다.

화훼를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서 뽑은 상태 즉 재배된 상태로 관상용 화분(10)의 식재셀(12)에 이식하여

출하함으로서 뿌리를 다듬는 과정이 불필요하고 식재에 따른 노력이 절감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규격생산이

되는 것이다.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 재배된 화훼작물(104)(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단품형태로 출하에서 관상용 화분

(10)에 이식하여 장식이 된 상태로 출하됨으로서 씨너지효과에 의한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이점이 있다.

상기 관상용 화분(10)에서 큰 식재셀(12)을 후면에 배치 제작함으로서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103)에 재배된 화훼

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104)을 관상용 화분(10)에 이식할 때 키큰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104)을 후면 식재셀

(12)에 식재함으로서 화훼의 키에 따른 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중앙에 키 큰 기둥 종류의 화훼를 심고 둘

레로 낮은 종류를 배치하여 사방에서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또한,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3개, 5개, 6개, 7개 또는 8개의 식재셀을 데코레이션에 적합하도록 자연스럽게 배

치함으로서 여기에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이식하면 자연적으로 화훼작물이 테코레이션이 된다.

또한,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3개, 5개, 6개, 7개 또는 8개의 대중소 식재셀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혼합 배치하

면 보다더 자연스럽게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이 테코레이션이 된다.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식재셀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식재셀에 이식한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

물) 중에서 고사된 것이 있거나 관상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것만 교체하면 관상적 가치가 회복되므로 화분 전

체를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식재셀 상부가 상호 연결된 일체형의 모듈의 단일 관상용 화분(10, 10-1, 10-

2)으로 구성되어 식재셀에 이식된 다수의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을 한번에 이송 및 포장이 가능하다.

상기 관상용 화분(10, 10-1, 10-2)은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식재된 관상용 화분(10,

10-1, 10-2)을 그대로 노지에 심어도 종이가 부패되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본 발명의 화분받침의 사시도를 살펴보면,

상기 관상용 화분(10)을 받쳐주는 화분받침(20)이 별도 구성된다. 상기 화분받침(20)은 복수개의 받침셀(22)을 구비하고,

각 받침셀(22)은 상단이 개방되어 받침구(21)를 형성하며, 상기 받침구(21)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감소하여

원추형 공간을 이룬다.

상기 화분받침(20)에 구비된 복수개의 받침셀(22)들은 상단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고, 받침셀(22)

의 아래 바닥면은 밀폐되어 있고, 받침셀(22)의 상부와 연결부의 가장자리에는 받침셀(22)을 안으로 감싸면서 받침셀(22)

을 지지하는 상하방향의 받침대(24)로 구성된다. 다시말하면, 화분받침(20)을 수평으로 안치시켜면 받침플랜지가 지면과

접촉하면서 받침구(21)를 상호 연결하는 부위와 받침대(24)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받침셀(22)은 받침대(24)의 내부에 위치

하게되어 볼수 없는 구성이다.

상기 받침셀(22)은 상기 관상용 화분(10)의 식재셀(12)에 대응되면서 식재셀(12)의 외부면이 받침구(21)에 삽입되어 받침

셀(22)에서 식재셀(12)을 받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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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받침셀(22)이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고 받침대(24)가 받침셀(22)의 상부에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화분받

침(20)은 전체적으로 관상용 화분(10)을 받쳐주는 단일의 화분이다.

상기 받침대(24)의 길이는 받침셀(22)을 지지하면서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받침셀(22)의 원주 길이와 같거나 조금 길게

한다.

상기 받침대(24)의 하부 가장자리는 끝단을 감아들인 컬링가공을 하거나 끝단을 구부려 플랜지 가공을 한 받침플랜지(23)

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화분의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받침대(24)의 두께에 비해 강도를 보강하고 장식하여 멋을 내기

위함이다.

상기 화분받침(20)은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식재된 관상용 화분(10)을 받친 상태로 관

상용 화분(10)과 같이 일반화분이나 땅에 심어도 종이가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상기 화분받침(20)의 받침셀(22)은 대, 중, 소의 크기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구성되거나 단일 크기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받침셀(22)의 크기는 관상용 화분(10)의 식재셀(12)이 삽입되는 크기로 되어 있으므로, 화분받침(20)은 장식용 화분의 식

재셀(12)의 크기, 개수 및 형태에 알맞는 것을 한 조로 하여 사용한다.

도 7,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사시도를 살펴보면, 관상용 화분(10-1,

10-2)과 화분받침(20-1, 20-2)을 한조로 사용한 일실시예이다.

상기 화분받침(20, 20-1, 20-2)의 받침셀은 3개, 5개, 6개, 7개, 8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데 이는 상기 관상용 화분

(10, 10-1, 10-2)의 식재셀과 동일하게 구성된다.

상기 관상용 화분(10, 10-1, 10-2) 및 상기 화분받침(20, 20-1, 20-2)의 재질은 종이(펄프)로 되어 있으나, 피트모스, 갈

대 등의 분해성 식물부재료를 혼합하여 만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은 화분받침과 관상용 화분을 한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분받침의 저면이 관상용 화분

의 저면보다 넓기 때문에 화분전체가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셀이 감추어져서 미적감각이 돋보여져서 화훼작물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데코레이션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

본 발명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은 화분받침과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식재된 장식용 화분을 한조로 사용하여

종이상자에 넣어 출하할 경우에는 단품형태의 출하를 극복할 뿐만아니라 한번에 크기 및 종류가 다양한 화훼작물(선인장

과 다육식물)의 이송과 포장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화훼작물이 테코레이션이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의 관상용 화분과 화분받침은 종이로 제작됨으로서 그 단가가 저렴하고 특히 재활용 종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러 식재셀이 형성된 장식용 화분과 식재셀을 포용하는 받침셀이 형성된 화분받침으로 구성되어, 원예

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다양한 화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를 식재셀에 식재하여 포장 출하함으로써 포

장과 이송이 간편하고 화훼류에 대한 장식이 자연스럽게되는 구성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장식용 화분과 화분받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화훼(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를 식재함으로써

단품형태의 출하를 극복하고 포장과 이송이 간편하며 화훼류에 대한 데코레이션이 자연스럽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관상용 화분과 화분받침을 한 조로 사용하거나 관상용 화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설치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에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뽑은 화훼를 별도의 가공 작업이 없이 이식하

여 출하함으로서 이식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이 절감과 규격생산이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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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관상용 화분은 식재셀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식된 화훼작물(선인장과 다육식물) 중에서 고사된 것

만 교체함으로서 화분 전체를 분갈이가 불필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장식용 화분과 화분받침은 종이로 제작됨으로서 그 단가가 저렴하고, 자원 낭비를 감소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훼류 장식용 화분에 있어서,

원예작물 재배용 플러그트레이에서 재배된 화훼작물을 개별적으로 심을 수 있는 식재구가 형성된 원형의 다수 식재셀로

구성되며, 상기 식재셀은 상부가 상호 연결된 일체형의 모듈로 구성되어 단일의 관상용 화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

청구항 2.

상기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상용 화분의 복수개의 식재셀을 각각 끼워서 지지하도록 복수개의 받침셀을 구비한 화분받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복수개의 받침셀들은 수직방향으로 유지되게 하단이 받침대로 지지되고 상부가 서로 연결되어 일체형 모듈로 이루어지며,

상기 각 받침셀은 상기 관상용 화분의 각 식재셀이 끼워져 지지되도록 상단에 개방된 받침구를 형성하고 상기 받침구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감소하여 원추형 공간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

청구항 3.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 및 상기 화분받침의 받침셀의 수량이 3개, 5개, 6개, 7개, 8개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

청구항 4.

상기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관상용 화분의 식재셀 및 상기 화분받침의 받침셀은 대, 중, 소의 크기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과 이송이 간편한 화훼류 장식용 종이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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