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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나무 가지보호 받침대

요약

본 고안은 나무의 가지를 처지지 않게 받처주는 받침대를 개량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나무가지가 아래로 처

지거나 위로 처들리는 것을 막아 효율적으로 지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나무(400)의 성장을 바르게 하고, 과실나

무는 그 열매를 보호할 수 있게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받침부재, 연결부, 받침홈, 연결끈, 고정돌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분해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받침홈부 단면 확대도



등록실용 20-0321002

- 2 -

도 3은 (가)(나)는 본 고안의 받침홈부 작동 예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 예시도이다.

* 도면의 미설명부호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지지대 200 : 받침부재

200a : 연결부 201 : 받침홈

201a : 연결끈 200b : 구멍

202 : 고정돌기 300 : 보올트

300a : 너트 400 : 나무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나무가지를 받처주는 받침대의 개량 고안에 관한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나무가지가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쳐들리는 것을 막아 효율적으로 지탱시킬 수 있게 하여 나무의 성장을 바르게 하고 과실나무는 그 열매를 보호

할 수 있게한 것이다.

종래의 나무받침대는 지지대 상단에 " V "형 받침홈을 만들어 나무가지가 받침홈에 투입되어 지지되도록 하거나 받침

홈 상단에 밴드를 연결하여 나무가지를 붙잡아 맬수 있도록 구성시키고 있으며 받침홈과 밴드가 별개로 되어있어서 

두 종류를 준비해야하므로 사용이 불편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위와 같은 종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안된 것으로서, 이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일정길이를 구비하는 파이프 또는 봉체로된 지지대(100) 상단에 합성수지재 로 성형된 받침부재(200)의 연결부(200

a)를 끼워 보올트(300)와 너트(300a)로 체결하는 공지된 것에 있어서, 받침부재(200) 상면에 " V "형 받침홈(201)을 

형성하여 그 일측단을 길게 연장하여 연결끈(201a)으로 만들어 일정 간격에 다수의 구멍(201b)을 천공하고 연결끈이

형성되는 반대측부 외면에 고정돌기(202)를 형성시켜서 연결끈의 구멍(201b)부분을 고정돌기(202)에 끼워 체결할 

수 있게 구성한 구조이다.

고안의 효과

위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지지대 상단의 받침부재(200)가 합성수지재로 구성되어 " V "형 받침홈(201)과 연결끈(2

01a)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끈(201)을 고정돌기(202)에서 분리하면 " V "형 받침홈(201)에 나무가지를 얻어 

유지시킬 수 있어서, 일반적인 " V "형 받침대로 사용할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나무가지를 받칠수 있으며 " 

V "형 받침홈(201)에 나무가지를 얹고 일측 연결끈(201a)으로 나무가지를 덮어서 연결끈의 끝을 " V " 형 받침홈 반

대측부로 이동시켜 구멍(201b)부분을 고정돌기(202)에 체결하면 나무가지를 포획하여 지지대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를 쳐들리는 나무가지를 받침대에 고정시킬 수 있어서 나무가지를 받처주는 안전한 받침대를 유지하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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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고안은 종전의 받침대에 비하여 가격이 염가로 되면서 사용은 더욱 편리해지는 이점을 얻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정길이를 구비하는 파이프 또는 봉체로된 지지대(100) 상단에 합성수지재로 성형된 받침부재(200)의 연결부(200a

)를 끼워 보올트(300)와 너트(300a)로 체결하는 공지된 것에 있어서, 받침부재(200) 상면에 " V "형 받침홈(201)을 

형성하여 그 일측단을 길게 연장하여 연결끈(201a)으로 만들어 일정간격에 다수의 구멍(201b)을 천공하고, 반대측부

외측에 고정돌기(202)를 형성시켜서 연결끈의 구멍(201b)부분을 고정돌기(202)에 끼워 체결할수 있게구성한 나무 

가지보호 받침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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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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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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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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