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터용 복합 파종기의 특징
어떠한 토지 상태 파종 기능 건답·무논(물논)

·자동수평기능 및 정밀 파종기능

어떠한 종자 파종할 수 있음

·종자량 및 종자크기 조절 기능으로 인한 벼, 보리, 밀, 옥수수, 유채, 시금치, 콩 사료작물

단 한번에 6가지 기능 실현
1) 균평기능(파종기 자체 써레질 3번 실시)
2) 측조시비 기능
3) 파종 기능(점파·조파·산파)
4) 배수골 형성 기능(수확시 물빼기 작업 필요 없음)
5) 복토 기능
6) 농약 살포 기능

<농기계은행사업 수익형 직영 농협 기종등록>

트랙터용 파종기
전 작물(콩•밀•보리•라이그라스•유채•사료작물 등)의

측조시비 가능

무논 파종시 생산비 40% 절감 및 측조시비로 비료량 40% 절감

·친환경 농업 실천

건답 파종시 종자 파종량 30% 절감 및 작물 수확량 36% 증대(사료작물)

·복토로 인한 조류피해 완전 해결

트랙터용 복합 파종기 파급효과

·쌀 관세화 대비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
- 전국 10% 재배시 1,020억원 절감 : 노동력 450억+육묘·이앙 비용 570억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직파 재배기술의 기계 사업화 확대

트랙터용 복합 파종기 이용 나주시 동강면 수확량 결과(정곡 기준)

·2013년도 생산량(이앙재배 수확량 : 10a/540kg)(나주 동강)

1)건답 : 10a/604kg(나주 동강 주영달씨 농가), 이앙 대비 12% 증대
2)무논 : 10a/583kg(나주 동강 조영민씨 농가), 이앙 대비 8% 증대
※직파 재배 방법의 문제 해결 내용
내 용

기 존 직 파

도 복 뿌림내림시 기존 산파 및 흩어뿌림으로 인한 뿌리활착 미흡

트랙터용 파종기 - 건답 파종후면

제 초 조기 파종(4월)으로 인한 잡초발생
병충해 기존 밀식과 통풍 문제
앵 미 조기 파종(4월)으로 발아 생육의 반복에 의한 유전자 변형
(잡초성벼)
기 계 강우시 파종작업 불가능, 입모 불균일
▲

내 용
도 복
제 초
병충해
앵 미
(잡초성벼)

기 계

현 재 직 파
U자형, V자형 종자골 형성(3~5cm) 으로 뿌리활착 양호, 이앙과
동일효과
5/15일 이후 최아시킨 볍씨 파종으로 벼의 성장속도가 잡초보다
빠름. 스크류 장치의 로터리 효과로 인한 잡초성장 억제
파종립수 5~7립을 점파로 파종하여 조간·주간 간격 유지로
밀식 억제를 통한 통풍문제 해결
2모작 또는 무경운 제초제 처리 및 교차 재배를 통한 환경 변화로
해결/앵미 낙종된 종자를 썩힘
수평장치·균형장치 장착으로 정밀한 파종작업 가능, 입모확보
양호 및 수량증대

장성공장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460-1 Tel : 061) 393.1755 Fax : 061) 393.1757
구입 문의처 및 A/S Tel : 061) 393-1755 Mobile : 010-6791-3122

건답용 배토기 - 탈부착 가능

BOKTO MULTI SEEDER
구분
기

종

구분

기능
명

트랙터용 파종기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유채, 사료작물 등

형

KDS-10MS
KDS-10MS(DM)

명

기 계 형 식

트랙터 탈부착 장착형
조파ㆍ점파ㆍ산파 동시선택 사용가능형

길이x폭x높이

1200mm x 2705mm x 1215mm

조

10조

기 계 중 량
종자통용량

조정방법

롤러홈 및 배출량 변속장치 맞춤

조절범위

조파 : 5~6kg / 10a
점파 : 주간 10~80cm

건

답

10ha / day

무

논

7ha / day

파종량조절

파 종 형 식

수

10kg x 10조 = 100kg

비료통용량

적 용 종 자
식

기능

파종작업능력
조

13 ~ 53cm범위 임의조정 변경사용 가능

간

트랙터 적용 마력

40 ~ 100마력

기 계 특 징

다기능 종자 배출롤러(조파·점파 및 포기
사이 간격조절), 전후 경심조절 및 좌우 자
동수평작업

560kg
10kg x 10조 = 100kg

본기계의 파종능력은 농경지 및 종자 등의 환경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동력배토기는 본기계의 맞춤형 옵션사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 생산 공급
기지화를 위한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및
파종 연시회 포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파종 후 130일

매몰 스크류

트랙터 바퀴의 구동력을 동력원으로 종자·비료 배출롤러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장치

트랙터 바퀴자국 매몰용 균평작업 스크류

파종 후 200일
상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실증실험 재배

보리

종자·비료배출 주 동기장치

수단그라스

콩

유채
하부

변속장치

좌·우수평 실린더

파종시 점파 주간(포기사이)조절가능

파종기의 좌·우 수평유지 기능

가이드 슬라이드
파종기의 좌·우 수평 및 높이 조절
(최대30cm조절 가능)

전·후경심 실린더
파종기의 상·하 수평유지

기어박스

밀

메밀

이탈리안라이 그라스 + 청보리 혼파
프레임

로터리
작조기

세계 주요작물 (벼, 밀, 옥수수, 메밀, 사료작물 등 파종 가능)

종자·비료배출롤러

동력 배토기

조자 자 및 비료량 조절 (원터치 형식)
최소 벌림양: 5mm, 최대: 30mm

트랙터의 PTO동력을 이용하여 배토골
형성 (최대 양 옆으로 3m 복토가능: 건답)

다기능 배출롤러
간단한 레버위치 변경으로 점파 및 조파로 사용 가능

국제미작연구소(IRRI) 도입 및 실증시험 추진
4

파종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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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1

9

전면

후면

주 동기장치

<복토멀티시더>

트랙터 바퀴의 구동력을 동력원으로 종
자·비료 배출롤러에 균일하게 전달하
는 장치

변속장치

<던컨드릴시더>
▲국제미작연구소(IRRI)실증시험 결과 호평

트랙터 부착형 무논 점파기 5대 장점

2

세계 주요작물(벼, 밀, 옥수수, 메밀, 사료작물 등) 파종 가능

파종시 점파 주간(포기사이) 조절

3

측조시비 무논 점파

파종

1

트랙터용 파종기

이용

복터
멀티
시더

이용

5

시더
드릴
던컨

2

파종기의 상·하 수평 유지조절(경심조절)

농기계 작업기 및 파종기 분야

농기계 작업기 및 파종기 분야

최초 K마크 획득

최초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논 (무논ㆍ건답)과 밭작물 종자 (보리, 밀, 유채, 콩 등)
정밀파종 (파종깊이, 간격일정)

4

파종기의 좌·우 수평유지 기능

5

종자 정밀파종ㆍ비료 심층 측조시비
트랙터 크기, 운행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 파종 기능
(자동수평ㆍ균평기능ㆍ정밀파종), (점파, 조파, 산파가능)

전·후 경심 실린더

좌·우 수평실린더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 맞춤형(수익형) 기종등록

밀·보리

옥수수

매몰스크류

(10가지 이상)

소ㆍ중ㆍ대형 트랙터부착 가능, 1인 1일 파종면(4~7ha)극대화
(무논 - 배수골ㆍ건답-동력배토기 탈ㆍ부착 가능, 복토기능)
조간ㆍ주간 조절 가능 (다양한 종자 파종)

트랙터 바퀴자국 매몰용 균평작업 스크류

국내 최초 특허기술 보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완료 및 구매 즉시 가능

제10-2012-0025167호
제10-2012-0069020호
제10-2012-0088524호
제10-2012-0088926호
제10-2012-0147423호
:

6

종자, 비료배출롤러
종자 및 비료량 조절(원터치 방식)

7

수평조절써레

콩

유채

파종면의 수평작업 써레판

24개국
수출·기술
보급

<페루>

<미국>

<인도네시아>

<카메룬>

<쿠바>

8

다기능배출롤러

본 사
장성공장
1 공장
2 공장

조파, 점파, 산파기능

9

동력배토기
트랙터의 PTO동력을 이용 하여 배토골 형성 (최대 3cm
복토:건답) → 수분조절 용이 (종자발아, 출아, 입모)

측조시비장치
종자 6cm옆에 비료골을 내어 비료를 땅속
에 덮어주는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25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46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1

TEL. 062) 975-1314
TEL. 061) 393-1755
TEL. 062) 951-3066~7
TEL. 062) 956-5544

FAX. 062) 975-1310
FAX. 061) 393-1757
FAX. 062) 952-8334
FAX. 062) 956-1066

구입 문의처 및 A/S TEL 061)393-1755, H·P 010-679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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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특별상” 수상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한국농수산대학 공동개발
[금상]

[특별상]

1벼

무논점파 맞춤형 핵심 재배기술

점파ㆍ조파의 파종방법

2 무논 점파

3 건답 점파

파종 사전 준비사항

1. 품종선택 : 도복에 강한 우수한 지역적응 고품질 벼 품종
2. 본답준비 : 파종 7일 전에 본답을 균일하게 무논써레 정지하고
파종1일전에 물을뺌
3. 파종 : 싹을 약간 틔워서(1~2mm 정도) 5~7립씩 점파 및 측조시비
4. 파종 후 물 관리 : 10일간 물을 대지 않아야 하나 볍씨가 너무 마르면
		
간척지에서는 5일후에 잠깐 물을 대는 것이 필요함
5. 잡초방제 시기 : 무논써레 직후(참일꾼한병/a)와 벼 잎이 2~3매
		
될 시기(참일꾼한병/a)에 적용 약제 처리

4트

랙터용 복합 파종기의 특징

파종 사전 준비사항

어떠한 토지 상태 파종 기능 건답·무논(물논)

1. 종자준비 : 싹이 보일 정도 (약 1mm이내) 발아 시키고 그늘진 건조한 곳에서
		 물기가 없을 정도 자연 건조시킨다.

1. 종자준비 : 종자 손상이 없고 탈망이 잘 되어 보급종으로 싹이 1~2mm 내외
		 발아시키고 건조한 곳에서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킨다.

2. 논관리 :
		
		
		
		
		

2. 논관리 :
		
		
		
		
		

ⓐ 파종 전 1~2mm 최아 종자 사용
ⓑ 본답 로터리 작업 정지 후 담수상태에서 1차 제초 실시(5일이상 담수상태 유지)
ⓒ 파종은 최아종자를 5~7립 점파
ⓓ 5월경 본답 파종 후 10일간 무담수(단 간척지/사질답은 5일사이 담수 후 배수)
ⓔ 파종 후 약 10일후에 완전 담수상태에서 2차 제초 실시(5일이상 담수 상태 유지)
ⓕ 완전 낙수는 출수 후 40~45일째(기계이앙보다 5일 후)

ⓐ 무경운 상태에서 파종 10일 전 1차 제초제 살포
ⓑ 파종 2~3일전 2회 이상 마른 로터리 정지작업
ⓒ 까락 제거 후 소독한 볍씨를 1~2mm 최아 볍씨 준비
ⓓ 5월 경(외부 온도 13~14도)에 파종
ⓔ 파종 즉시 관개 후 배수(파종 후 10일까지 관개 금지)
ⓕ 파종 10일 후 담수상태에서 2차 제초제 살포(약 5일간 담수유지)

6. 수확 전 완전 물 빼는 시기 : 이앙재배보다 5일 늦게 뺌(출수 후 45일째)

·자동수평기능 및 정밀 파종기능

어떠한 종자 파종할 수 있음

·종자량 및 종자크기 조절 기능으로 인한 벼, 보리, 밀, 옥수수, 유채, 시금치, 콩 사료작물

단 한번에 6가지 기능 실현
1) 균평기능(파종기 자체 써레질 3번 실시)
2) 측조시비 기능
3) 파종 기능(점파·조파·산파)
4) 배수골 형성 기능(수확시 물빼기 작업 필요 없음)
5) 복토 기능
6) 농약 살포 기능

무논 파종시 생산비 40% 절감 및 측조시비로 비료량 40% 절감

·친환경 농업 실천

트랙터용 파종기의 제원
구분
기
적

종
용

형

종
식

건답 파종시 종자 파종량 30% 절감 및 작물 수확량 36% 증대(사료작물)

명

트랙터용 파종기(다기능 복합 파종기)

자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유채, 메밀, 사료작물 등

명

KDS-10MS(DM)

기

계

형

식

트랙터 탈부착 장착형

파

종

형

식

조파ㆍ점파ㆍ산파 동시선택 사용가능형

길이 x 폭 x 높이

1200mm x 2705mm x 1215mm

조

수

10조

량

560Kg

기

계

중

10kg x 10조 = 100Kg

비 료 통 용 량

10Kg x 10조 = 100Kg

파 종 량 조 절

간

롤러홈 및 배출량 변속장치 맞춤

조절
범위

벼 점파, 조파 : 5~6kg/10a

건답

7ha / day

무논

4ha / day

점파 : 주간 10~80cm

40 ~ 100마력

기

다기능 종자 배출롤러(조파·점파 및 포기사이 간격조절),
전후 경심조절 및 좌우 자동수평작업

특

징

- 전국 10% 재배시 1,020억원 절감 : 노동력 450억+육묘·이앙 비용 570억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직파 재배기술의 기계 사업화 확대
트랙터용 복합 파종기 이용 나주시 동강면 수확량 결과(정곡 기준)

·2013년도 생산량(이앙재배 수확량 : 10a/540kg)(나주 동강)

1)건답 : 10a/604kg(나주 동강 주영달씨 농가), 이앙 대비 12% 증대
2)무논 : 10a/583kg(나주 동강 조영민씨 농가), 이앙 대비 8% 증대

구 내 용
분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건답 포장 시연회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무논 포장 시연회

파종시기에 따른 입모 상태
파종 후 55일

파종시기에 따른 입모 상태
파종 후 140일

파종 후 60일

파종 후 140일

기 존 직 파

* 본기계의 파종능력은 농경지 및 종자 등의 환경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력배토기는 본기계의 맞춤형 옵션사항

현 재 직 파

뿌림내림시 기존 산파 및
1 도 복 흩어뿌림으로 인한 뿌리활
착 미흡

U자형, V자형 종자골 형성(3~5cm)
으로 뿌리활착 양호, 이앙과 동일효과

조기 파종(4월)으로 인한
2 제 초
잡초발생

5/15일 이후 최아시킨 볍씨 파종으로
벼의 성장속도가 잡초보다 빠름.
스크류 장치의 로터리 효과로 인한
잡초성장 억제

3 병충해 기존 밀식과 통풍 문제

파종립수 5~7립을 점파로 파종하여
조간·주간 간격 유지로 밀식 억제를
통한 통풍문제 해결

조기 파종(4월)으로 발아
미 생육의 반복에 의한 유전자
4 앵
(잡초성벼)
변형

2모작 또는 무경운 제초제 처리 및
교차 재배를 통한 환경 변화로
해결/앵미 낙종된 종자를 썩힘

13 ~ 53cm범위 임의조정 변경사용 가능

트랙터 적용 마력
계

·쌀 관세화 대비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

전라남도 진도군 보리 파종

흙 뭉침 해결 (자동수평·균평기능 / 기계 경량화)

▲

파 종 작 업 능 력

조정
방법

트랙터용 복합 파종기 파급효과

※직파 재배 방법의 문제 해결 내용

종 자 통 용 량

조

·복토로 인한 조류피해 완전 해결

기능

본 트랙터 부착형 무논 점파기는 자동수평제어 최대 깊이가 30cm로 논의 깊이
차가 30cm이내에 있어야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트랙터 부착형 건답 점파기는 스크류를 파종면에 내려 놓고 트랙터 PTO를
회전시키고 주행하면 100% 자동파종 작업됨.

5 기 계

강우시 파종작업 불가능,
입모 불균일

수평장치·균형장치 장착으로 정밀한
파종작업 가능, 입모확보 양호 및
수량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