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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cuum metering device for garlic seeds was developed, and its metering performance 
was tested according to the design factors. Three design factors were as follows: suction 
surface diameter (Edge), suction surface curvature (Type), and guide height (Guide). The 
suction surface curvature represents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grooved suction 
plate and the bottom of suction plate. The metering rate and multiple metering rate were 
analyzed as the metering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device with two varieties of garlic 
seeds: Namhae (warm region-adapted garlic) and Uiseong (cold region-adapted garlic). The 
best metering performance for the Namhae seeds were found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An Edge, Guide and Type of 40, 4, and 35 mm,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Uiseong 
seeds, the best conditions were as follows: An Edge, Guide and Type of 35, 4, and 30 mm, 
respectively. The guide height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design factor on the 
metering performance of the metering rate and multiple rate for both Namhae seeds and 
Uiseong seeds.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rea of the suction surface and the 
curvature of the suction surface had some effects on the multiple rate for the Uiseong seeds. 
It was concluded that the guide height should be 4 mm or higher so that more than 90% of 
the metering rate could be achieved for the tested garlic seeds with the developed mete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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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마늘 재배의 노동투하시간은 10 a당 평균 217.3시간이며, 이중 파종작업에만 33.6시간이 투
하되고, 약 70%의 농가는 이 작업에 고용 노력을 이용한다(RDA, 1996). 따라서 이와 같은 작
업에 대한 고용 노력의 인건비 지출을 기계화함으로써 총생산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인건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농가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농가의 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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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마늘 생산을 위한 기계화율은 19.7% (2015년 기준)으로 벼 99.8%에 비해
서는 낮지만 양파 7%, 배추 1.8% 등에 비해서는 높게 보고되고 있다(NIAS, 2016). 마늘 파종의 기계화율이 낮은 이
유는 마늘은 1립씩 파종해야 하며, 종자의 파종 자세가 마늘의 생육, 수확량 및 상품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근
부가 지면에 접하고 맹아부가 위로 오도록 마늘을 세워서 파종해야 하고, 마늘의 특이한 형상 때문으로 판단된다. 
양파, 배추의 경우는 직파보다는 모종 이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마늘의 
특이한 형상으로 인하여 대부분 기계제작을 통한 시행착오의 방식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였지만 보다 이론적인 설
계를 위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Lee et al., 2014)과 롤러 방식의 배종장치 시뮬레이션을 통
해 최적의 주 롤러와 보조 롤러 사이의 간격과 각도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Yang et al., 2015)을 제시
하였다. 버킷형 마늘파종기는 씨마늘이 1개 올라가는 크기의 버킷을 드럼이나 체인에 장착한 뒤 호퍼 내를 반복 
회전하면서 씨마늘을 배종하게 하는데, 파종기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작동이 불가능하고 고속 작업 시 배종 성능
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Park et al., 2002). 줄형 마늘파종기는 종이의 재질의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씨마늘을 
부착하고, 이 줄을 감아서 장착한 파종기가 줄을 풀면서 파종을 하는 방식으로 고속 작업 시 배종 성능의 저하는 
없지만 배종을 위해 씨마늘을 줄에 부착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Park et al., 2013). 집개형 씨마늘 파종기
는 집개가 호퍼 안을 통과할 때 열렸다가 닫히면서 씨마늘을 집어 올리는 방식으로 줄형 씨마늘파종기의 씨마늘
을 줄에 부착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버킷형 씨마늘파종기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배종이 되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
여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었지만 집게형 또한 고속 작업 시 배종 성능이 크게 떨어져 작업 속도 향상에 한계가 있
다(Choi et al., 2009). 마늘의 수직 파종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81%의 수직파종 성공율을 보고한 바도 있다(Lee et 
al., 2019). 국외에서의 진공식 파종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94 - 97%의 배종 성능을 보였는데, 대상 작물이 콩이나 목
화씨와 같은 소형, 경량의 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Singh et al., 2005; Yazgi and Degirmencioglu, 2007). 구형의 대형 
종자에 대한 진공식 배종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13.5 - 20.5 kPa에 달하는 매우 높은 진공압력으로 작동하였
다(St Jack et al., 2013). 또한 진공식 파종기에 관한 연구로는 고속 파종기 작업속도에서도 일정한 파종간격을 확보
하기 위한 두개의 종자판을 갖는 진공식 배종장치에 관한 연구(Degirmencioglu et al., 2018)와 설계를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Karayel et al., 2004; Onal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전기 구동이 가능하고, 모듈화가 가능하며, 낮은 구동력으로 고속 작업이 가능한 진공식 배종 장
치의 기본 설계 구조를 제시하고, 씨마늘의 형상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진공식 배종 장치 흡착구의 실
리콘 흡착판 설계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설계요소에 따른 배종 성능 평가를 목표로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개발된 진공식 씨마늘 배종 장치는 크게 흡입압력 발생부, 흡착부, 배종판, 호퍼로 구성되어 있다. 진공식 씨마늘 
배종 장치의 외형은 Fig. 1과 같으며, 주요재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진공식 씨마늘 배종 장치의 작동 원리는 먼
저 Fig. 2a와 같이 흡입압력 발생부의 팬모터에서 강한 공기 음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음압은 Fig. 2b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흡착터널을 지나 흡착부에서 씨마늘과, 이물질을 빨아들이게 된다. 부착된 씨마늘은 이후 회
전하는 배종판에 의해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Fig. 2c and 2d).
호퍼는 배종 전의 씨마늘이 담겨 있는 통으로 역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부채꼴 형태의 씨마늘이 호퍼 내
부에 적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착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 장치는 디스크의 회전에 따라 왕복운동
을 함으로써 씨마늘이 호퍼에 적체되지 않고 배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배종판은 300 mm의 지름에 두께 10 mm인 아크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6개의 흡착틀에 호퍼 내부에 있던 씨마
늘이 흡착되면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배종판에 의해 호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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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ews of the vacuum seed metering device for garlic seeder: (a) front, (b) rear, (c) left, (d) right.

Fig. 2. Operation principle of the vacuum mete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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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부는 실리콘 흡착틀과 플라스틱 흡착틀로 구성된다. 실리콘 흡착틀은 플라스틱 흡착틀의 안쪽에 부착이 되
며, 플라스틱 흡착틀은 배종판에 억지 끼워 맞춤으로 고정된다(Fig. 3). 흡착부를 두 가지 흡착틀로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한 흡입압력에 의해 씨마늘이 흡착부의 흡착구에 닿게 되는데 이 때 흡착구가 큰 연신율의 재료로 
제작되면 흡입압력에 의해 흡착구가 설계한 것보다 넓은 입구를 갖게 된다. 이 경우 크기가 큰 씨마늘이 흡착구에 
걸리거나 흡입압력 발생부까지 씨마늘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흡착틀 전체가 과도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해야 하므로 실리콘 흡착틀을 변형이 없는 플라스틱 흡착틀에 끼운 흡착부를 사용하였
다. 또한 흡착부에 한 개씩의 씨마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굴곡진 입구가 필요하고, 3D프린터를 이용
하여 흡착부를 가공하였다.

흡입압력 발생부는 팬모터와 팬모터에 먼지가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먼지포집부로 구성되어 있다. 팬모
터의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90.6 kPa의 압력을 발생한다. 먼지포집부의 상단은 Y자 형태로 모터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는 뚜껑, 흡입터널을 통해 흡입된 먼지가 원통, 뚜껑에 연결된 내부필터로 구성되어있다. 먼지포집부는 
사이클론 효과를 활용하여 원심력에 의해서 부산물만 먼지 포집부에 남게 되고 공기는 배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
었다(Fig. 4).

Fig. 3. A suction plate consisting of a plastic suction plate and a silicon suction plate (top, side).

Fig. 4. View of the suction pressur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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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tatistics of tomato and strawberry.
Index Specifications
Body size (W × H × D mm) 240 × 650 × 654
Motor Model: K8IG25NC-SU

Manufacturer: GGM
Output: 25 W 
Type: Induction motor
RPM: 90 - 1600 rpm

Reducer Model: GGM K8G60C
Manufacturer: GGM
Reduce rate: 1 : 60

Speed controller Model: GUA-C-25B
Manufacturer: GGM
Speed control range
  50 Hz: 90 - 1400 rpm
  60 Hz: 90 - 1700 rpm

Fan motor Model: BL6168-220 W
Manufacturer: Motorbank
Driving voltage
 DC 21.6 V 220 W 
       / 24 V 260 W  
Pressure: 90.6 kPa
RPM: 80,000

Fig. 5. View of silicon suction plate (top, side, bottom).

실리콘 흡착틀은 지름이 45 mm, 높이 8 mm의 높이로 제작되었다. 음압에 의해 씨마늘이 부착될 수 있도록 실리
콘 흡착틀의 중심에서 8 mm 떨어진 부분에 구멍을 뚫어 씨마늘을 흡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멍의 지름은 Kim 
and Yang (2017)에서 14 mm 이상의 지름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에 기인하여 15 mm 지름의 구멍을 뚫
어 씨마늘을 흡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멍을 뚫은 곳으로부터 반대편으로 18 mm 떨어진 곳에서 실리콘 흡착틀
의 바닥으로부터 30 mm 위치에 중심을 갖는 반지름 27.5 mm의 구를 음각하여 호퍼에 쌓여있는 씨마늘이 하나씩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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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마늘이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면은 그림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리콘 흡착틀의 면으로서 이 흡착면의 지
름은 35, 40 mm 두 가지로 결정하였고, 흡착면에 구형의 음각을 통해 씨마늘이 수월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음각된 구의 지름은 흡착면의 지름과 일치하면서 구의 중심이 밑면으로부터 30, 35, 40 mm에 위치하도록 음각하
였다(Fig. 6). 실리콘 흡착틀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각된 구의 중심이 실리콘 흡착틀의 밑면에서 30 mm 높이에 위치
하고 있는 실리콘 흡착틀을 Type 1, 35 mm 높이 일 때 Type 2, 40 mm의 높이일 때 Type 3로 각각 명명하였다. 35, 40 
mm 두 가지의 흡착면의 지름을 선택한 것은 최대 지름에 따라 공기 흡착이 작용하는 면적이 달라지며 이때 흡입
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5 mm와 40 mm의 지름의 차이를 두었다. 또한, 음각한 구의 중심의 위치를 3단
계로 둔 것은 곡률의 차이에 따라 씨마늘의 둥근면이 부착되어지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리콘 흡착틀에 가이드(Fig. 7)를 설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완전하게 부착된 씨마늘이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씨마늘의 크기 및 무게는 모두 차이가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씨마늘은 팬모터만으로 흡착
이 힘듦으로 가이드를 통해 음압을 보조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의 높이는 0, 4, 8 mm로 설정하였으며, 
가이드의 각도는 120°로 설치하였다.

Fig. 6. View of suction surface and the center of a intaglioed sphere.

Fig. 7. View of silicon suction plate guide (guide height 4,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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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식 마늘파종기의 흡착부 형상이 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리콘 흡착틀은 흡착면의 지
름이 35, 40 mm 2종류, 흡착면의 곡률 30, 35, 40 mm의 3종류, 가이드의 높이 0, 4, 8 mm의 3종류로 총 18종의 실리콘 
흡착틀 형상의 배종 효과에 관한 성능실험을 시행하였다. 배종성능 실험에는 창녕에서 재배한 남해종 난지형 씨
마늘과 의성에서 재배한 한지형 의성종 씨마늘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늘은 표준체 13.2, 16, 19 mm로 분류하여 19 mm 표준체를 통과하지만 16 mm 표준체를 통과하
지 못한 씨마늘을 이용하였다(Fig. 8). 16 mm 표준체를 통과하지 못한 씨마늘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14 mm 이상의 흡입구의 지름보다 작은 씨마늘은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 mm 보다 큰 씨마늘은 
기형적 형상이 많아 공시재료에서 배제하였다.

Fig. 8. Classified garlics with standard sieves: (a) 19 mm, (b) 16 mm, (c) 13.2 mm.

성능평가는 충분한 개수의 씨마늘 종구를 투입하여 총 배종수, 배종 실패수, 다립 배종수를 측정하였으며, 모
든 실험은 수준당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Table 2). 배종 속도는 초당 1.5개씩 배종을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이
는 기존에 Park et al. (2001)의 버킷형 씨마늘 파종기의 0.22 m·s-1에 비해 약 1.5배 속도가 향상된 속도이며, Lee et 
al. (2003)의 진공식 인삼 파종기의 0.083 m·s-1의 4배의 속도인 0.3 m·s-1의 속도이다. 초당 1.5개씩 배종되도록 배종
판을 15 rpm으로 회전하도록 설정하여 배종판의 배종부가 180개 통과하는 2분 동안 측정하였다. 배종성능 평가를 
위한 배종 성공, 배종 실패, 다립 배종은 동영상 촬영 후 저속 재생을 통하여 육안으로 계수하였다(Fig. 9).
흡착부 형상에 따른 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종률과 다립률을 식(1)과 식(2)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
험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요인 수준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배종율(%) = 총배종수 - 배종실패수
총배종수

 × 100           (1)

다립률(%) = 
총배종수 - 배종실패수

총배종수  ×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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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ilts and Discussion

남해종 씨마늘의 배종성능

배종률

난지형 씨마늘인 남해 품종에 대한 실리콘 흡착구별 배종률은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9. Types of sucked garlic: (a) fail metering, (b) success metering, (c) multiple metering.

Table 2. Experiment condition on result figures.

Guide
Type

1 (30 mm) 2 (35 mm) 3 (40 mm)
a (0 mm) 1-a 2-a 3-a
b (4 mm) 1-b 2-b 3-b
c (8 mm) 1-c 2-c 3-c

Fig. 10. Metering rate of Namhae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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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Edge 35 mm 흡착면의 배종율 평균은 89.0%, 40 mm 흡착면의 경우는 89.4%로 나타나 차
이가 없었다. 타입별 배종율은 Type 1에서 89.1%, Type 2에서 90.4%, Type 3에서 88.2% 로 나타나 타입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이드별 배종율은 0 mm 일 때 81.0%, 4 mm 일 때, 91.2%, 8 mm 일 때, 95.5%로 나타나 가이
드 높이는 배종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종률에 대한 세가지 설계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를 이용한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세 요인 개별 수준과 
어떤 조합에서도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Guide에서는 수준별 유의확률이 0.000을 보이며, 
부분에타 제곱의 값이 0.741로 0.14보다 커서 가이드의 높이는 배종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ANOVA table of metering rate for Namhae garlic.

Source Typo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Corrected model 0.222z 17 0.013 6.730 0.000 0.761
Intercept 42.989 1 42.989 22,160.488 0.000 0.998
Edge 0.000 1 0.000 0.105 0.748 0.003
Type 0.004 2 0.002 1.157 0.326 0.060
Guide 0.200 2 0.100 51.570 0.000 0.741
Edge*Type 0.004 2 0.002 1.119 0.338 0.059
Edge*Guide 0.002 2 0.001 0.532 0.592 0.029
Type*Guide 0.006 4 0.001 0.722 0.582 0.074
Edge*Type*Guide 0.005 4 0.001 0.663 0.622 0.069
Error 0.070 36 0.002
Total 43.280 54
Corrected total 0.292 53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z R squared = 0.761 (adjusted R squared = 0.648).

다립률
난지형 씨마늘인 남해 품종에 대한 실리콘 흡착구별 다립률은 Fig. 11에 나타내었다. 35 mm 흡착면의 다립률 평
균은 14.6%, 40 mm 흡착면의 다립률 평균은 15.7%로 나타났으며, 흡착면의 Type별 다립률은 Type 1에서 15.9%, 
Type 2에서 14.6%, Type 3에서 15.0% 로 차이가 없었다. 가이드의 높이별 다립률은 0 mm에서 평균 8.5%, 4 mm에서 
평균 15.3%, 8 mm에서 평균 21.8%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Metering rate of Namhae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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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의 높이를 제외한 Type과 흡착면의 넓이의 수준별로 5% 내외의 미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관적인 경향
성을 띄지 않았다.
따라서 역시 다립률에 대한 세가지 설계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Edge, Type 변수에서는 배종률과 마찬가지로 각 수준별로 유의하지 않아 수
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Guide 수준 간에서는 유의확률 0.000이고,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은 0.817로 매우 높아 Guide
의 높이가 다립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수준끼리의 상호작용에서는 다립률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Edge-Type-Guide 세 조건 모두 적용이 될 때는 유의확률 0.007이고, 부분 에타 제곱 값은 0.316으
로 효과크기가 클 기준인 0.14보다 커 세 가지의 변수의 조합에서는 유의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Edge와 Type의 수
준은 다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영향이 큰 Guide가 조합되었을 경우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어 다립률에도 가
이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Edge와 Type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137로 신뢰도 85%의 수
준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씨마늘과 흡입되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 씨마늘이 실리콘 흡착틀과 부착
되어지는 면의 곡률의 상호작용에 약한 유의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이드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해 씨마늘의 경우 가장 우수한 성능 조건은 실리콘 흡착틀은 40 mm
의 흡착면을 갖으며 Type 2, 가이드의 높이는 4 mm 일 때로 판단된다.

의성종 씨마늘의 배종성능

배종률

한지형 씨마늘인 의성종에 대한 실리콘 흡착구별 배종률은 Fig. 12에 나타냈다. 35 mm 흡착면의 배종율 평균
은 88.5%, 40 mm 흡착면의 경우는 89.0%로 차이가 없었다. Type별 배종율은 Type 1에서 88.4%, Type 2에서 89.2%, 
Type 3에서 88.7% 로 나타나 Type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별 배종율은 0 mm 일 때 81.1%, 4 
mm 일 때, 89.8%, 8 mm 일 때, 95.4%로 나타나 남해 품종과 마찬가지로 가이드 높이는 배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배종률에 대한 세 가지 설계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한지형 의성 씨마늘의 배종률 유의성 검사에서도 난지형 남해종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오로지 Guide의 경우만 수준별 유의확률이 0.000을 보이며,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이 0.755로 가이드의 높이에 따
른 배종률이 남해종 보다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OVA table of multiple rate for Namhae garlic. 

Source Typo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Corrected model 0.192z 17 0.011 11.374 0.000 0.843
Intercept 1.242 1 1.242 1,252.688 0.000 0.972
Edge 0.002 1 0.002 1.681 0.203 0.045
Type 0.002 2 0.001 0.763 0.474 0.041
Guide 0.160 2 0.080 80.613 0.000 0.817
Edge*Type 0.004 2 0.002 2.102 0.137 0.105
Edge*Guide 0.002 2 0.001 0.952 0.396 0.050
Type*Guide 0.006 4 0.002 1.549 0.209 0.147
Edge*Type*Guide 0.016 4 0.004 4.153 0.007 0.316
Error 0.036 36 0.001
Total 1.469 54
Corrected total 0.227 53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z R squared = 0.848 (adjusted R squared = 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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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립률

한지형 씨마늘 의성종에 대한 실리콘 흡착구별 다립률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35 mm 흡착면의 다립률 평균은 
25.7%, 40 mm 흡착면의 다립률 평균은 29.5%로 나타났으며, 흡착면의 타입별 다립률은 Type 1에서 27.9%, Type 2
에서 27.3%, Type 3에서 27.6% 이였으며, 가이드의 높이별 다립률은 0 mm에서 평균 14.5%, 4 mm에서 평균 28.0%, 
8 mm에서 평균 40.3%로 남해종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배종률과 동일하게 가이드가 높아질수록 다
립률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해종 보다 모든 수준에서 다립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품종의 물리적 특
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마늘파종기에 관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1; Park et al., 2001)에서 
대표적 품종인 남해종과 의성종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가 있으나 동일 품종이라도 물리적 특성은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품종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2. Metering rate of Uiseong garlic.

Table 5. ANOVA table of metering rate for Uiseong garlic.

Source Typo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Corrected model 0.201z 17 0.012 7.052 0.000 0.769
Intercept 42.534 1 42.534 25,416.474 0.000 0.999
Edge 0.000 1 0.000 0.186 0.669 0.005
Type 0.001 2 0.000 0.166 0.848 0.009
Guide 0.186 2 0.093 55.558 0.000 0.755
Edge*Type 0.008 2 0.004 2.296 0.115 0.113
Edge*Guide 0.000 2 7.525E - 5 0.045 0.956 0.002
Type*Guide 0.002 4 0.001 0.328 0.858 0.035
Edge*Type*Guide 0.004 4 0.001 0.562 0.691 0.059
Error 0.060 36 0.002
Total 42.795 54
Corrected total 0.261 53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z R squared = 0.769 (adjusted R squared = 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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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종 씨마늘의 다립률에 대한 세 가지 설계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Edge와 Guide의 각 수준에서, 또한 Edge-Type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확
률이 0.05보다 작아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흡착면의 지름인 Edge가 다립률에 미치는 영향인 부분 에타 제
곱의 값은 0.219로 나타났으며, Edge와 흡착면의 곡률을 결정하는 Type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Edge-Type의 부
분 에타 제곱 값은 0.183으로 나타나 Edge와 Edge-Type은 다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이드의 경
우에는 0.896으로 다립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이 가장 큰 가이드와의 상호작용
에서는 어떤 경우든 95%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Edge-Type에서만 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해종의 다립률 분석 결과와 매우 다른 결과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4와 같은 프로파일 
도표로 나타내었다. Type 2에서 Edge가 35 mm에서 40 mm으로 증가하자 Type 1, 3보다 급격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성종 씨마늘은 Type 2에서 Edge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해종 씨마늘의 
실험결과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흡입된 공기와 씨마늘에 미치는 영향과 씨마늘이 흡착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미치
는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여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원
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지형 마늘 품종인 의성의 경우엔 평균 다립률와 평균 배종율을 볼 때 
약 92%의 배종율을 보이며 약 25%의 다립률을 보이는 흡착면의 너비가 35 mm이며 Type 1, 가이드의 높이는 4 mm
인 실리콘 흡착틀의 경우가 가장 배종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3. Multiple rate of Uiseong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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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file chart of multiple rate for Uiseong garlic.

Table 6. ANOVA table of multiple rate for Uiseong garlic.

Source Typo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Corrected model 0.654z 17 0.038 19.822 0.000 0.903
Intercept 4.117 1 4.117 2,122.597 0.000 0.983
Edge 0.020 1 0.020 10.076 0.003 0.219
Type 0.000 2 0.000 0.082 0.922 0.005
Guide 0.602 2 0.301 155.303 0.000 0.896
Edge*Type 0.016 2 0.008 4.032 0.026 0.183
Edge*Guide 0.003 2 0.001 0.649 0.528 0.035
Type*Guide 0.000 4 5.024E - 5 0.026 0.999 0.003
Edge*Type*Guide 0.013 4 0.003 1.664 0.180 0.156
Error 0.070 36 0.002
Total 4.840 54
Corrected total 0.723 53
Df, degree of freedom; Sig., significance.
z R squared = 0.903 (adjusted R squared = 0.858).

가이드의 높이에 따른 배종률과 다립률 비교

진공식 씨마늘 배종장치의 흡착부 형상이 배종 성능에 관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해종과 의성종 씨마늘에 
대하여 Edge, Type, Guide의 3가지 설계 요인에 관한 배종률과 다립률을 분석하였다. 3가지 요인 중 가이드의 영향
이 모든 경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이드의 높이에 따른 배종률, 다립률을 Type과 흡착면의 지름, 씨마
늘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균을 내어 Fig. 15에 나타내었다. 평균 배종률은 가이드가 없는 0 mm 가이드에서 8 mm 가
이드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다립률 역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0 
mm 가이드의 경우에는 평균 81.0%의 배종률을 보였으며, 4 mm에서는 90.5%를 보였고, 8 mm에서는 95.4%의 가
장 높은 배종률을 보였다. 다립률은 0 mm 가이드에서 11.5%, 4 mm 가이드에서 21.6%, 8 mm 가이드에서는 31.1%
의 다립률을 보였다. 가이드가 없는 흡착틀의 경우 흡착면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종률과 낮은 다립률을 
보였는데 낮은 배종률은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의 선행 중이던 씨마늘이 이송 중 탈락하며 후행하고 
있던 씨마늘과 접촉하게 되며 배종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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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요구치인 90%의 배종률(KITECH, 2014)을 위해서는 4 mm 이상의 가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배종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 mm 이상의 가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립률은 가이드 높이 4 mm 이상에서
는 두 품종 모두에서 약 20%가 넘는 높은 다립률이 나타나 다립률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립률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Choi et al. (2001)의 마늘파종기용 배종장치에서와 같이 진동발생 장치의 설
치, 배종판 경사각도의 변경과 같은 장치를 추가하거나 설계요인을 변경한다면 8 mm 이상의 가이드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설계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이드의 높
이를 4 mm로 선택하면 90% 이상의 배종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배종률 90% 이상이며 배종 속도가 초당 1.5회 이상의 고속, 정밀 배종을 목표로 하는 진공식 씨마
늘 배종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흡착면 지름 크기(Edge), 흡착틀의 곡률(Type)과 가이드 높이(Guide)의 3가지 설
계 요인에 의한 배종성능(배종률, 다립률) 평가를 남해종과 의성종 씨마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남해종 마늘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실리콘 흡착틀은 40 mm 흡착면의 지름, 흡착면의 곡률 35 mm, 
가이드의 높이 4 mm 일 때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성종 마늘에서는 35 mm 흡착면의 지름, 흡착면의 
곡률 30 mm, 가이드의 높이 4 mm 일 때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난지형 씨마늘인 남해종과 한지형 씨마늘인 의성종 모두에 있어서 가이드의 높이는 배종률에 유일하게 영향
을 미치는 설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립률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남해
종 씨마늘의 다립률에 있어서는 배종률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남해종 마늘의 다립률에서 Edge와 Type의 개별
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Edge-Type 간의 상호작용(85% 신뢰수준)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Guide-Edge-
Type 에서도 상호작용(95% 신뢰수준)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의성종 씨마늘의 다립률 실험결과에서는 Guide 독
자적 요인과 Edge-Type의 상호작용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해종 씨마늘의 실험결과에서 Edge-
Type의 상호작용 신뢰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었지만, 의성종 씨마늘의 실험결과에서는 95%
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 사용되었던 남해종 씨마늘이 의성종 씨마늘에 비해 두께가 두
꺼운 형상을 하고 있어 다립률에 대한 설계요인이 영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된다.

Fig. 15. Effect of guide height on metering rates of the designed vacuum mete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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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마늘의 종류, 흡착면의 지름과 곡률 등의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배종성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설계요
인으로 판단된 가이드의 높이에 따른 배종률과 다립률을 비교하였을 때 8 mm의 가이드에서 가장 높은 배종률과 
다립률을 보였으며, 0 mm에서 가장 낮은 배종률과 다립률을 보였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설계 요인 중 가장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이드의 높이를 4 mm로 선택하면 90% 이상의 배종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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