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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추는한국에서대표적인김치의주재료로이용되고있으며 1인당연간소비량은 37kg 수준으로전체채소소비비중
중유일하게 30%를넘는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배추는높은소비량을가짐에도불구하고재배과정은대부분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노동량이 요구되는 수확과정에서 기계화 시스템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추수확기용
예취·이송부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실제 배추 수확 시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제작한 시작기는 콤바인 부착형 구조로서 칼날 구동용 모터, 다양한 지면 조건에 대응하여 칼날의 높이, 좌우 각도를
조절하기위한포텐셔미터및지면추종거리측정센서, 진입방향개선을위한배추안내가이드바등을장착한예취부
와 2800mm, 폭 90mm의벨트, 벨트이탈방지를위한 B형가이드, 사이드텐셔너및지지용아이들러등을장착한이송
부로구성되어있다. 현장시험은예취·이송부의높이및각도조작을수동조작방식과자동조작방식으로나누어실시하
였다. 공시재료는 1차 현장시험의 경우 춘광, 2·3차 현장시험은 조추만추이며 두둑의 특성은 두둑 폭 90cm, 골 폭
25~30cmm, 두둑 높이 20cm, 주간 거리 35cm이다.
1차 현장시험 결과, 수동조작의 경우양호 13포기, 미절단 1포기, 과절단 4포기, 경사절단 2포기로절단 성공률 65%였
고, 자동조작의경우양호 10포기, 미절단 2포기, 과절단 3포기, 경사절단 3포기로절단성공률 55.6%로나타났다. 수동조
작의경우작업자가두둑높이의인식이어렵다는점과작업자의숙련도에따른성공률을기대할수있었으며자동조작
의 경우 제어시스템의 깊이 조절이 어려웠다. 또한 종합적으로 벨트가 이탈되는 현상과 지면 추종 롤러가 두둑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차 현장시험을 바탕으로 시작기를 보완하여 2·3차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절단
칼날 보호 및 비닐 누름을 통한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접시형 칼날 보호장치 추가, 이송 안정성을 위해 벨트를 기존
1열가이드에서 2열가이드로 변경 및 스프링 텐션장치 추가, 지면 추종 롤러가 두둑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롤러의 크기를 Φ85mm에서 Φ120mm로 변경, 배추의 원활한 이송부 진입을 위해 칼날 유니버셜 조인트 회전축에
고무판 설치 등의 보완 제작을 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2차 현장시험 결과, 수동조작의 경우 양호 20포기, 미절단
1포기, 과절단 1포기, 경사절단 3포기로절단성공률 75%였고, 자동조작의경우양호 25포기, 미절단 9포기, 과절단 3포
기, 경사절단 1포기로절단성공률 65.8%로 나타났다. 1차시험에서벨트이탈현상과롤러가두둑안으로들어가는현상
은현저히감소하였지만고무판으로인해절단되기직전과정에서기체의움직임으로배추가비스듬한형태가되어경
사지게절단되는상황이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수동조작의경우작업자의숙련도에따른성공률의변화를기대할수
있었고자동조작의경우성공률이수동조작에비해여전히부족하였다. 3차 현장시험결과, 수동조작의경우양호 37포
기, 미절단 0포기, 과절단 5포기로절단성공률 88.1%였고자동조작의경우양호 37포기, 미절단 10포기, 과절단 4포기로
절단성공률 72.5%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수동조작의경우작업자의숙련도에따라성공률을높일수있었으며자동
조작의경우수동조작에비해성공률이미흡하였다. 자동조작시험의성공률을높이기위해조절제어시스템의정밀도
향상 및 깊이 측정 센서 장착 등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