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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스테인레스스틸제로 배양조를 만들어 외면에 전기히터를 부착하고 상부에 배기팬이 부설된 광원장치 통을 부착

하며 배양액 중심부에 판상으로된 두개의 수직교반기를 나란히 투입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배양액에서 발생한 거품의 범람

을 막는 교반이 가능하고 광원에서 발생되는 열기가 배양액의 온도상승에 관여하지 않게하여 배양액의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서 미생물의 배양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기기가 되게 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스테인

레스스틸제 통으로 된 배양조(1)의 주벽에 투시창(a)을 형성하고 하단에 배출관(1b)을 형성하며 밑판 외면에 전기히터(2)

를 밀착고정시키고 배양조 뚜껑(1c)에는 전면에 계기판(3)을 부착하여 전기 회로를 내장하고 중심부에 기어드모터(4)를

장치하여 그 회전축(4a)을 교반기 내부로 투입하여 회전축 하단에 일정각도를 가지고 세폭으로되는 두개의 판상교반익(5)

(5a)을 나란하게 수직으로 배치한 교반기(50)를 부착하여 교반익(5)(5a)의 하단이 배양액 속으로 투입되게 하고 배양조

뚜껑(1c) 일측에 구멍(101)을 뚫어 멸균등(6)과 할로겐등(7)이 장치되는 투명체의 등보호통(6a)(7a)이 하단으로 돌출되

게 형성된 4각통체로된 광원장치통(8)을 장착하여 등보호통(6a)(7a)이 배양조내부로 투입되게 하고 광원장치통 중앙상부

에 배기공(8a)을 뚫어 내부에 배기팬(9)을 장치하며 광원장치통이 장치된 반대측에 투입구(102)를 형성하여 덮개(103)를

착탈할 수 있게 하고 내부에 온도센서(S)를 장치하여서 되는 미생물 배양기이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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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테인레스스틸제 통으로 된 배양조(1)의 주벽에 투시창(a)을 형성하고 하단에 배출관(1b)을 형성하여 밑판 외면에 전기

히터(2)를 밀착고정시키고 배양조 뚜껑(1c)에는 전면에 계기판(3)을 부착하여 전기 회로를 내장하고 중심부에 기어드모터

(4)를 장치하여 그 회전축(4a)을 교반기 내부로 투입하여 회전축 하단에 일정각도를 가지고 세폭으로 되는 두개의 판상교

반익(5)(5a)을 나란하게 수직으로 배치한 교반기(50)를 부착하여 교반익(5)(5a)의 하단이 배양액 속으로 투입되게 하고

배양조 뚜껑(1c) 일측에 구멍(101)을 뚫어 멸균등(6)과 할로겐등(7)이 장치되는 투명체의 등보호통(6a)(7a)이 하단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4각통체로된 광원장치통(8)을 장착하여 등보호통(6a)(7a)이 배양조내부로 투입되게 하고 광원장치통 중

앙상부에 배기공(8a)을 뚫어 그 내측에 배기팬(9)을 장치하여 광원장치통이 장치된 반대측에 투입구(102)를 형성하여 덮

개(103)를 착탈할 수 있게 하고 내부에 배양액 속에 온도센서(S)를 장치하여서 되는 미생물 배양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테인레스스틸제로 배양조를 만들어 외면에 전기히터를 부착하고 상부에 배기팬이 부설된 광원장치 통을 부착

하며 배양조 중심부에 판상으로된 두개의 수직교반기를 나란히 투입하여 회전시킴으로써 배양액에서 발생한 거품의 범람

을 막는 교반이 가능하고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배양액의 온도 상승에 관여하지 않게하여 배양액의 일정온도를 유지

할 수 있게 하므로서 미생물의 배양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기기가 되게 한 것이다.

종래의 미생물 배양기는 배양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하고 전기히터를 내부에 장치

하기 때문에 종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광원이 배양조 내에 노출되어 있어서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배양액에 작용하

여 온도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냉각장치를 하는 등으로 광원관리에 조심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불편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의 구성

스테인레스스틸제 통으로 된 배양조(1)의 주벽에 투시창(a)을 형성하고 하단에 배출관(1b)이 형성하여 밑판 외면에 전기

히터(2)를 밀착고정시키고 배양조 뚜껑(1c)에는 전면에 계기판(3)을 부착하여 전기 회로를 내장하고 중심부에 기어드모터

(4)를 장치하여 그 회전축(4a)을 교반기 내부로 투입하여 회전축 하단에 일정각도를 가지고 세폭으로 되는 두개의 판상교

반익(5)(5a)을 나란하게 수직으로 배치한 교반기(50)를 부착하여 교반익(5)(5a)의 하단이 배양액 속으로 투입되게 하고

배양조 뚜껑(1c) 일측에 구멍(101)을 뚫어 멸균등(6)과 할로겐등(7)이 장치되는 투명체의 등보호통(6a)(7a)이 하단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4각통체로 광원장치통(8)을 장착하여 등보호통(6a)(7a)이 배양조내부로 투입되게 하고 광원장치통 중앙

상부에 배기공(8a)을 뚫어 그 내측에 배기팬(9)을 장치하며 광원장치통이 장치된 반대측에 투입구(102)를 형성하여 덮개

(103)를 착탈할 수 있게 하고 내부에 온도센서(S)를 장치하여서 되는 구성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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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된 본 발명은 배양조(1)가 스테인레스스틸제로 되어 주벽에 투명체로 된 투시창(1a)이 있어서 내부에 채워놓은

배양액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고 스테인레스스틸제 통이므로 내구적이고 위생적이며 파손의 위험이 없고 밑판에 전기히

터(2)를 부착하여 밀착시킴으로써 전열을 배양조에 정확히 전달하면서 종균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안전한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광원장치통(8)이 독립된 통체로되어 밑에 투명체로 된 등보호통(6a)(7a)이 돌출되어 그 내부에 각각 할로

겐등(7)과 멸균등(6)이 장치되고 중간부에 배기통(8a)이 있어서 등기가 배양약과 분리되고 또 배기팬(9)을 장치하기 때문

에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교반액의 온도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게되고 필

요한 광원만을 공급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교반기(50)는 일정각도를 가지고 세폭으로된 두개의 판상교반익(5)(5a)

이 나란히 수직으로 설치되어 교반액속에 투입되어 회전하므로 배양액을 교반할때 소용돌이를 일으키어 배양액에서 발생

한 거품이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므로 안전한 교반이 이루어지고 산소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점을 낼 수 있고 온

도센서와 전기히터를 통상의 전기회로 연결하여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종래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미생물을 배양시킬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교반기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 배양조 1a : 투시창

1b : 배출관 1c : 배양조뚜껑

2 : 전기히터 4 : 모터

4a : 회전축 5,5a : 판상교반익

6 : 멸균등 6a,7a : 등보호통

8 : 광원장치통 9 : 배기팬

50 : 교반기 101 : 구멍

102 : 투입구 103 : 덮개

S : 센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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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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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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