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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재배 밭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트랙터 이용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

정기열1*, 이상훈1, 최 대1, 전현정1

1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

[서론]
정부의 쌀 수급 안정화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정책으로 최근 논에서 밭작물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논에서 

밭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밭작물은 내습성이 매우 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논에서 밭작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논의 배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 중 배

수개선이 필요한 대상 면적은 302.7천ha로 이중 180.8천ha(59.8%)가 완료 되었으나, 대부분 배수개선 사업은 농경지내 지표

수를 배제하기 위한 지표배수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논의 암거배수 기술은 일정한 깊이에 유공 암거관을 설치하여 과잉 

지하수 배제하기 위한 토양파쇄와 암거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는 중장비를 이

용한 굴착식 암거배수 기술이 주된 방법으로 시공노력과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저비용의 암거배수 기술을 개발하 다.

[재료 및 방법]
트랙터 이용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토양을 크게 교란하지 않고, 트랙터에 암

거관 매설기만을 장착하여 주행과 동시에 부직포가 감싸진 유공관 매설과 소수재인 왕겨의 충전이 가능한 새로운 암거배수 

기술이다. 이 매설기는 트랙터에 쉽게 장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작업기 형태로 부직포가 감싸진 배수관을 최대 50cm 
깊이까지 묻을 수 있으며, 소수재인 왕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무굴착 방식으로 매설한 유공관을 서로 연결해 급수 ․ 
배수를 관리하는 수위 제어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땅 속으로 배수 또는 급수를 하여 지하수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이 기술을 배수불량 논의 농현장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일 평균 단위면적당(m2) 배수량은 42mm로 기존 굴착식 암거배수 

방식 29.3mm에 비해 42% 정도 높았다. 또한 기반조성 후에 콩을 재배하여 콩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배수하지 않은 논에 비

해 최대 26%까지 증수(무암거 269.3 → 무굴착 365.1kg/10a)되는 효과가 있었다.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은 소수재인 자갈이나 

왕겨 사용량이 절감되고, 작업인력을 줄일 수 있어 설치비용은 헥타르(ha) 기준 650만원으로 기존 굴착식 암거배수 방식 1370
만원에 비해 53% 이상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콩 생산성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결과 무굴착 암거는 

2.0년으로 기존 굴착식 암거배수 방식 3.7년에 비해 훨씬 낮아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농현장에서 손쉽고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생산기반 기술로서 논에서 밭작물 재배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논 재배 밭작물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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