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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관상용 식물재배 화분

요약

본 고안은 관상용 식물재배 화분에 관한 것으로, 본 고안은 상술한 바와 같이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 그 관상이 잎과 줄기

및 꽃잎에 한정되는 문제점과 분갈이 시점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된 뿌리 관상부를 형성한 것

이다.

따라서,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하부에 뿌리의 발육상태를 육안을 확인하여 관상할 수 있도록 한 뿌리 관상부

를 형성함으로써, 뿌리의 관상을 통하여 어린이 등의 교육효과가 높아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관상을 할 수 있으

며 식물의 성장에 따른 분갈이 시점을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관상용 화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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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에 따른 일 실시 예를 보인 분해 사시도.

도 2 는 본 고안에 따를 일 실시 예를 보인 사시도.

도 3 은 본 고안에 따른 일 실시 예를 보인 측 단면도.

도 4 는 본 고안에 따른 다른 실시 예를 보인 측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뿌리 관상부

110 : 관상몸체

111 : 화분 안착턱 112 : 뿌리수용공간

120 : 뿌리 관상서랍 121 : 뿌리배출유도판

200 : 화분몸체 210 : 뿌리 돌출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관상용 식물재배 화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된 뿌리 관상부를 형성하여서, 가정 등에서 식물을 재배할 때 잎과 줄기에 통한 관상과 함께 뿌리의

관상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관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물의

성장에 따른 분갈이 시점을 용이하게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분은 식물을 지면과 떨어진 상태로 가정 등에서 기르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물을 심었을 때 뿌

리가 충분히 발육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물을 주었을 때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단에 배

수공을 형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화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잎과 줄기 그리고 꽃을 통하여 만 관상을 할 수밖

에 없어 화분의 외관을 치장과 같은 별도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화분은 외관상 뿌리의 발육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분갈이 시점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고안은 상술한 바와 같이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 그 관상이 잎과 줄기 및 꽃잎에 한정되는 문제점과 분갈이 시점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된 뿌리 관상부를 형성한 것

이다.

따라서,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하부에 뿌리의 발육상태를 육안을 확인하여 관상할 수 있도록 한 뿌리 관상부

를 형성함으로써, 뿌리의 관상을 통하여 어린이 등의 교육효과가 높아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관상을 할 수 있으

며 식물의 성장에 따른 분갈이 시점을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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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화분에 식물 재배하여 관상함에 있어서 뿌리 관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즉,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화분몸체(200)의 하부에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된 뿌리 관상부(100)를 형성한 것이

다.

여기서, 상기 화분몸체(200)의 하부에는 식물의 뿌리가 하부로 용이하게 돌출될 수 있게 다수의 뿌리 돌출공(210)을 형성

하고, 상기 뿌리 관상부(100)는 다각체로 이루어지고 각 면부가 투시되게 형성된 관상몸체(110)와, 상기 관상몸체(110)의

일측 면에서 서랍식으로 출몰되며 일정의 채움공간을 형성하고 사방이 투시되는 용기 형상으로 형성된 뿌리 관상서랍

(120)으로 구성한 것으로, 상기 채움공간에는 물이 담아지고, 화분몸체(200)의 하부로 돌출된 식물의 뿌리가 수용되게 형

성한 것이다.

한편, 본 고안의 실시에 있어서, 상기 화분몸체(200)와 뿌리 관상부(100)는 분리되도록 관상몸체(110)의 상부에 화분몸체

(200)의 하부가 안착될 수 있게 화분 안착턱(111)을 형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의 실시에 있어서, 상기 뿌리 관상서랍(120)의 출몰과정에 있어서, 담아진 뿌리가 손상되는 것이 방지되게 뿌

리 관상서랍(120)의 후방 벽체 내벽에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한 뿌리배출유도판(121)을 구비하고, 화분몸체(200)의 하

부와 뿌리 관상서랍(120) 사이에 서랍의 돌출과정에 배출된 뿌리를 수용하는 뿌리수용공간(112)을 형성하여 실시할 수 있

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화분몸체(200)의 하부에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

된 뿌리 관상부(100)를 형성하되, 상기 화분몸체(200)의 하부에는 식물의 뿌리가 하부로 용이하게 돌출될 수 있게 다수의

뿌리 돌출공(210)을 형성하고, 상기 뿌리 관상부(100)는 다각체로 이루어지고 각 면부가 투시되게 형성된 관상몸체(110)

와, 상기 관상몸체(110)의 일측 면에서 서랍식으로 출몰되며 일정의 채움공간을 형성하고 사방이 투시되는 용기 형상으로

형성된 뿌리 관상서랍(120)으로 구성한 본 고안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되면, 화분몸체(200)에 심어진 식물이 생육하여 뿌

리가 발육하게 되면 화분몸체(200)의 하부에 형성한 다수의 뿌리 돌출공(210)을 통하여 돌출되게 되고, 돌출된 뿌리는 뿌

리 관상부(100)의 뿌리 관상서랍(120)에 수용되어서 뿌리의 관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뿌리 관상서랍(120)에 물과 함께 각종 영양소를 첨가하게 되면 뿌리의 식물이 건강하게 발육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본 고안을 사용함에 있어서 뿌리 관상서랍(120)을 돌출시키게 되면 후방 내측벽에 구비된 뿌리배출유도판(121)이

뿌리를 상측으로 밀어 줌으로써 뿌리가 잘려지지 않고 상측으로 밀려 배출되며 뿌리 관상서랍(120)이 돌출되게 되는 것이

다.

고안의 효과

따라서,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하부에 뿌리의 발육상태를 육안을 확인하여 관상할 수 있도록 한 뿌리 관상부

를 형성함으로써, 뿌리의 관상을 통하여 어린이 등의 교육효과가 높아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관상을 할 수 있으

며 식물의 성장에 따른 분갈이 시점을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 고안은 화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화분몸체(200)의 하부에 식물의 뿌리가 침수되며 침수된 상태가 노출되게 형성된 뿌리 관상부(100)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관상용 식물재배 화분.

등록실용 20-0416035

- 3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분몸체(200)의 하부에는 식물의 뿌리가 하부로 용이하게 돌출될 수 있게 다수의 뿌리 돌출공(210)을 형성하고, 상

기 뿌리 관상부(100)는 다각체로 이루어지고 각 면부가 투시되게 형성된 관상몸체(110)와, 상기 관상몸체(110)의 일측 면

에서 서랍식으로 출몰되며 일정의 채움공간을 형성하고 사방이 투시되는 용기 형상으로 형성된 뿌리 관상서랍(120)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상용 식물재배 화분.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분몸체(200)와 뿌리 관상부(100)는 분리되도록 관상몸체(110)의 상부에 화분몸체(200)의 하부가 안착될 수 있게

화분 안착턱(111)을 형성하고,

상기 뿌리 관상서랍(120)의 출몰과정에 있어서, 담아진 뿌리가 손상되는 것이 방지되게 뿌리 관상서랍(120)의 후방 벽체

내벽에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한 뿌리배출유도판(121)을 구비하고, 화분몸체(200)의 하부와 뿌리 관상서랍(120) 사이에

서랍의 돌출과정에 배출된 뿌리를 수용하는 뿌리수용공간(112)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상용 식물재배 화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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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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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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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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