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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요약
본 고안은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으로서, 거리미화용 화분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24), 다수개의 공급수구멍(28)을 가지는 광고 겸용 상판(20)과, 상기 상판(20)의 하부에 점적식으
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적층하여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30) 및 받침틀(40)과, 상기
물통(30)은, 측벽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점적관수구(32)와 중앙에 지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한 지지관
(38)과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수개의 오버플로우관(34)이 형성되며, 상기 받침틀(40)은, 화초(100)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가 융기하는 테두리턱(42)과 중앙 상부로 돌출되는 물통 받침면(43), 이 받침면(43)의 중앙에 지
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구멍(48), 화초(100)를 적치하는 화분적치통(45), 이 화분적치통(45)에 형
성되는 다수개의 점적식 급수구멍(46)을 가지며,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 전체를 지지하는 배수공
(52),(54)을 가지는 베이스(50)와, 상기 물통(30), 받침틀(40) 및 베이스(50)의 중앙을 관통하여 고정하
는 지지봉(60)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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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구조를 나타낸 반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주요 구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관수량 조절캡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관수량 조절캡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도면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20 : 광고 겸용 상판
22 : 상부 곡면

24 : 주입구

26 : 연결구멍

28 : 공급수구멍

30 : 물통

32 : 점적관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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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오버플로우관
40 : 받침틀

38 : 지지관

42 : 테두리턱

43 : 물통 받침면

44 : 장공

45 : 화분적치통

46 : 점적식 급수구멍

48 : 통과구멍

50 : 베이스

52,54 : 배수공

56 : 재치면

58 :

기단

60 : 지지봉

62,64 :너트

100 : 화초

102 : 나뭇잎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화분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다단계 화분의 맨윗층에 물을 공급하면 자동으로 맨 하층의
화분까지 물이 공급되는 구조로서 그 제작이 간단하고 거리 미화의 효과를 한층 높인 점적식(漸滴式) 거
리미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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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로부터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다수개의 공급수구멍을 가지는 광고 겸용 상판과,
상기 상판의 하부에 점적식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적층하여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 및 받침틀
과,
상기 물통은, 측벽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점적관수구와 중앙에 지지봉을 통과하기 위한 지지관과 물통 하
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수개의 오버
플로우관이 형성되며,
상기 받침틀은, 화초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가 융기하는 테두리턱과 중앙 상부로 돌출되는
물통 받침면, 이 받침면의 중앙에 지지봉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구멍, 화초를 적치하는 화분적치통, 이 화
분적치통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점적식 급수구멍을 가지며,
상기 물통과 받침틀 전체를 지지하는 배수공을 가지는 베이스와,
상기 물통, 받침틀 및 베이스의 중앙을 관통하여 고정하는 지지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상판은 각종 광고 문안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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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거나,
각종 플랭카드나 깃발을 설치하기 위한

연결구멍이 형성되는 것이 좋고,

상기 베이스는 상기 물통과 받침틀의 전체 무게를 효율적으로 또 강도 있게 지탱하기 위하여 그 단면이
장고형으로 형성되고, 베이스의 외관은 미감을 위하여 나뭇잎 등으로 장식처리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 물통의 점적관수구에는 점적관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양단에 돌기체가 형성되고 중앙을 관통하
는 통과구멍이 형성되는 관수량 조절캡을 착탈이 자유롭게 설치하여 화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흡수되는
점적량이 다를 경우에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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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낸 반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
용 화분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주요 구조를 나타
낸 분해 사시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부호 10은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이하, '화분'으로 약칭함)을 나타낸다. 이
화분(10)의 구조를 상부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하면, 상부에 각종 광고 문안이나 마크, 캐치 프레이드
문구를 새겨 넣을 수 있는 광고 겸용 상판(20)이 설치된다. 이 상판(20)은 광고문안을 새겨넣는 상부 곡
면(22)을 갖추고 있고 이 곡면(22)의 적당 부위에 외부로부터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24)가 형성되
어 있으며, 상판(20)의 중앙에는 후술하는 지지봉(60)에 연결되어 플랭카드나 광고용 깃발 등을 꽂을 수
있도록 연결구멍(26)이 형성되고, 하부 직선면에는 공급수가 자유낙하하도록 다수개의 공급수구멍(2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상판(20)의 하부에는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통(30)이 다수개 배치되고
이 물통(30) 하부에 이 물통(30)에 대응하여 받침틀(40)이 다수개 배치된다. 이들 물통(30)과 받침틀(4
0)은 적층식으로 쌓여져 올려가는 것이다. 맨 하부의 받침틀(40)은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 전체를
지지하는 베이스(50)가 설치된다.
상기 물통(30)의 측벽에는 소정 개수의 점적관수구(32)가 형성되고 중앙에는 지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한
지지관(38)이 형성되어 있고,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물넘침 공급 방
식)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오버플로우관(3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물통(30)의 하부에 층층이 설치되는 받침틀(40)은, 소형 화분이나 화초(100)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
하여 가장자리가 융기하는 테두리턱(42)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략 중앙에 상부로 돌출되는 물통 받침면
(43)을 형성하고 있다.
상기 받침면(43)의 중앙에는 지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하여 통과구멍(48)을 형성하고 있다.
상기 테두리턱(42)과 받침면(43)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화분적치통(45)이 형성되
고 다수개의 점적식 급수구멍(46)이 형성된다. 상기 받침면(43)에는 장공(44)이 형성되어 물통(30)의 오
버플로우관(34)을 통하여 공급한 물을 하부로 흘려보낸다.
이 화분적치통(45)에 적당한 개수의 화초(100)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사용한다.
상기 베이스(50)에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이 조립된 상태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베이스
(50)는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장고형으로 하부와 상부가 확개되어
있으며 상부측은 각종 나뭇잎 등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
상기 베이스(50)의 상부는 상기 받침틀(40)의 형상에 대응하여 조립되도록 상측으로 돌출하는 면으로 되
는 재치면(56)을 형성하고 하부는 부품 전체를 강도높게 또 효율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부측으로 확개하는
기단(58)으로 된 장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베이스(50)의 형태는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을 지지하는 구조
라면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부호 62, 64는 상기 지지봉(60)의 상하에 조여지는 너트이다.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2개의 너트를 사용하
고 있으나, 상부측 너트(62)를 생략하고 지지봉(60) 자체에 캡으로 일체로 성형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품수를 줄이고 조립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호 102는 베이스(50) 상부 외측면을 장식
한 나뭇잎이다.
또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 베이스(50)는 이들 중앙을 관통하여 지지봉(60)이 삽입되고 나사방식으
로 고정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50)의 측부 및 중앙의 리브에는 배수를 위한 배수공(52),(54)이 적당한
개수로 뚫려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의 작용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베이스(50) 상에 받침틀(40)을 올려 놓고 이 받침틀(40) 상에 물통(30)을 재치한다. 상기 물통(30)
과 받침틀(40)을 3개, 5개, 7개 등 원하는 배치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적층한다.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을 차례대로 적층한 다음 맨 위쪽의 물통(30) 상에는 본 고안의 광고겸용 지
지봉(60)을 조립한 상판(20)을 배치하고 너트(62),(64)를 이용하여 조이면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
베이스(50) 및 지지봉(60)이 일체로 고정된다.

9-3

2020000030488
이어서 심고자 하는 다량의 원하는 화초(100)를 흙과 함께 상기 받침틀(40)의 화분적치통(45)에 심고 물
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하는 과정 및 자동 공급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상
판(20)에는 곡면(22)의 적당 부위에 외부로부터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24)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입구(24)를 통하여 물을 공급한다. 주입구(24)를 통하여 들어온 물은 다수개의 공급수구멍(28)을 통
하여 물통(30)으로 자유 낙하하여 공급되고 물통(30)의 측면에는 다수개의 점적관수구(32)가 뚫려 있으므
로 이 점적관수구(32)를 통하여 흙과 화초(100)가 심어진 화분적치통(45)에 공급된다.
이어서 첫 번째 물통(30)에 물이 가득차면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오버플로우관(34)과 장공(44)을 통하여
두 번째, 세번째... 물통(30) 및 받침틀(40) 내로 공급된다.
한편, 상기 받침틀(40)의 화분적치통(45)에는 화분에 장기간 물을 점적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수개의
급수구멍(46)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부측으로 천천히 물이 공급된다.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에 과다 공급된 통과한 공급수는, 즉 물을 공급할 때마다 약간 과다 공급된
물은 베이스(50)의 배수공(52),(54)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상기 물통(30) 및 받침틀(40)의 형상 및 모양, 그 적층개수, 오버플로우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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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수량 조절캡(70)을 이용하여 점적관수구(32)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
도 4는 본 고안의 관수량 조절캡(70)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관수량 조절캡의 장착상태
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상기 관수량 조절캡(70)은 양단에 돌기체(72)가 형성되고 중앙을 관통하는 통과구
멍(74)이 형성되어 있다. 이 관수량 조절캡(70)은 화초(100)에 대응하여 물통(30)의 점적관수구(32)에 흐
르는 관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물통(30)의 점적관수구(32)에 끼워서 사용한다. 이 관수량 조
절캡(70)을 사용했을 때는 관수가 상기 통과구멍(74)을 통하여 흐르므로 그만큼 잠작량은 작게 된다.
관수량 조절캡(70)은 플랙스블한 재질로 구성되어 강제로 물통(30)에 삽입하거나 간단히 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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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틀에 점적식으로 화초에 물을 공급하는 다수개의 구멍을 구비하여 화초에 물을 보충하므로 장기간에
쳐서 화초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하며 화초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이어서 언제나
싱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거리 환경미화용으로 최적인 화분을 제공하며 간단한
성임에 비하여 그 효과는 지대한 유용한 고안이다.

받
걸
싱
구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거리미화용 화분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24), 다수개의 공급수구멍(28)을 가지는 광고 겸용 상판(20)과,
상기 상판(20)의 하부에 점적식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적층하여 배치되는 다수개의 물통(30)
및 받침틀(40)과,
상기 물통(30)은, 측벽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점적관수구(32)와 중앙에 지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한 지지
관(38)과 물통(30) 하부측으로 계속하여 오버플로우(overflow) 방식(물넘침 공급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
기 위한 다수개의 오버플로우관(34)이 형성되며,
상기 받침틀(40)은, 화초(100)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가 융기하는 테두리턱(42)과 중앙 상부
로 돌출되는 물통 받침면(43), 이 받침면(43)의 중앙에 지지봉(60)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구멍(48), 화초
(100)를 적치하는 화분적치통(45), 이 화분적치통(45)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점적식 급수구멍(46)을 가지
며,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 전체를 지지하는 배수공(52),(54)을 가지는 베이스(50)와,
상기 물통(30), 받침틀(40) 및 베이스(50)의 중앙을 관통하여 고정하는 지지봉(60)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20)은, 각종 광고 문안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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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판(20)은, 각종 플랭카드나 깃발을 설치하기 위한
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연결구멍(26)이 형성되는 것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50)는, 상기 물통(30)과 받침틀(40)의 전체 무게를 효율적으로 또 강도 있
게 지탱하기 위하여 그 단면이 장고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50)의 외관은 미감을 위하여 장식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
미화용 화분.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물통(30)의 점적관수구(32)에는, 점적관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양단에 돌기체
(72)가 형성되고 중앙을 관통하는 통과구멍(74)이 형성되는 관수량 조절캡(70)을 착탈이 자유롭게 설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적식 거리미화용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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