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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콩 기계화 파종을 위한 맥류휴립복토기 탈부착 장치 및 이용 효과

서종호1*, 황정동1, 배현경1, 김상열1, 고종민1

1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서론]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곡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논에서 밀과 콩을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밀과 콩의 재배면적을 늘리

기 위해서는 안정 재배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기계화 재배가 필요하다. 기존의 맥류 파종 시(휴립광산파) 이용하는 휴립복토기

를 논에서 맥류 이모작 콩을 파종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휴립복토기에 탈부착 장치를 개발하고 그것에 기존의 콩 파종기

를 부착하여 작휴와 동시에 콩을 파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장치는 맥류 파종 시 휴립복토할 때와 같이 깊은 골을 만들

어 배수가 쉽고 가물 때에 쉽게 관수할 수 있는 높은 두둑을 형성함과 동시에 콩을 파종하는 장치로서 습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논에서도 콩의 재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부착장치의 설명 및 휴립복토기에 부착하여 파종 시 콩의 효과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6년, 2017년 2년간 밀양시 남부작물부 논 시험포장에서 실시되었다. 휴립복토기는 1열 골 작성 및 복토용인 웅진농기계 

WJG-300을 사용하였다. 휴립복토기 탈부착 장치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휴립복토기 탈부착 두둑정지및 파종기 장착장치

(2017년 특허출원)를 이용하였으며 장치에 부착한 파종기는 신화정공 잡곡파종기를 이용하였다. 파종방법은 밀수확 후 콩의 

복비를 시용하고 땅표면을 얕게 로타리 친 후 휴립복토기 및 탈부착 두둑정지 및 파종기 장착장치를 이용하여 콩을 동시에 파

종하였다. 콩 품종은 대원콩이었고 조간격은 두둑내 60cm, 두둑간 90cm, 주간 15cm 였다. 파종 후 입모율을, 수확 시 콩의 생

육 및 수량을 조사하였고, 2017년은 파종 후 지하 10, 20cm에서 토양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는데 Spectrum사의 SM100 soil 

moisture sensor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동계 맥류파종에 이용하는 휴립복토기에 탈부착 두둑정지및 파종기 장착장치를 이용하여 논에서 파종하였을 때 파종 시 

이랑간격은 150cm로 고랑간격은 30cm, 두둑폭은 120cm, 두둑높이는 30cm 였고, 고랑작성 시 올라오는 흙에 의해 중앙이 

볼록하게 10~15cm로 복토된 둥근 두둑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가뭄 시 쉽게 관수, 장마 시 쉽게 지표 배수가 가능하였으며, 

두둑의 형성과 동시에 콩을 생력적으로 파종할 수 있었다.

2. 파종 후 콩의 입모율을 보면 2017년은 무휴립과 장치이용 휴립2열은 입모율이 90%이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파종 

직후 강우량이 많았던 2016년은 무휴립이 7% 였던 것에 비해 장치를 이용한 휴립 2열 재배는 71%로 높아 나쁜 기상조건에

서도 안정적인 입모율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3. 장치이용 휴립2열 재배에서 콩 종실수량성은 2016년이 404kg/10a, 2017년이 469kg/10a으로 높은 수량수준을 나타내었다. 

4. 2017년에 조사한 토양수분함량에서는 장치이용 휴립2열 재배가 고휴1열 재배보다 지하 10cm에서는 수분함량이 높았으

나 오히려 지하 20cm에서는 수분함량이 낮아 콩의 생육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콩의 재배 후에도 강우 등에 의해 두둑이 파괴되지 않고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두둑유지가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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