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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연구목적: 국내 과일 산업의 한 단계 도약과 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시급함. 이 

연구는 국내외 과일 수확 기계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수확작업 기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

수확기계 실용화 현황 및 고찰  

(국내) 과일을 직접 수확이 아닌 수확 작업을 보조해주는 고지 작업기(수동형, 모터 진동형)와 고소 작

업차가 부분임. 수동형은 사과 ․ 감 등을 수확하지만, 작업능률이 낮고 작업자가 쉽게 피로하여 장시간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안이 되지 못함. 진동형은 자체 동력을 이용하여 나무에 진동을 가하여 

주로 추 ․ 매실 등 소과류 수확에 이용되고, 수확능률은 우수하나 충격 손상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고
소작업차는 동력원에 따라 충전식과 엔진식으로 구분되고, 충전식은 엔진식에 비해 진동 ․ 소음이 적어 

쾌적하지만, 작업시간이 배터리 용량에 제한을 받음. 또한 작업  작동방식에 따라 리프트형과 붐형으로 

구분함. 리프트형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 를 상하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높은 위치의 과실 수확이 어

렵고, 작업  넓이 만큼의 작업 공간(과수간의 거리)이 필요함. 붐형은 필요한 곳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체를 무겁게 하거나 수시로 수확된 과일을 하차시켜야 함.
(국외) 수확 후 가공되는 과일류와 포도 ․ 올리브 ․ 오렌지 ․ 매실 등 소과류 수확이 기계화되었지만, 사

과 ․ 복숭아 등 신선과일은 아직도 외국의 값싼 노동자들에 의존하여 수확되고 있음. 현재 실용화된 수확 

기계는 진동식 수확기계와 터널식 수확기계가 표적임. 진동식은 집게형의 부착기를 나무 줄기에 고정

한 후 트랙터 동력원으로 나무에 진동을 가하여 수확하고, 올리브 ․ 추 등과 같은 소과류와 과피가 두꺼

운 오렌지 등에 적용되고, 수확 작업능률이 매우 높으나 과일의 낙하 상처를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터널형은 규격화(과수 크기 및 형태, 재식거리)된 과수원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 ․ 제작되어, 과수 위를 지나

가면서 내부에 설치된 진동장치와 컨테이너로 과일을 수확하고, 와인용 포도 수확기가 표적임. 기계수

확이 가능하도록 과수원 조성단계에서부터 재배양식(과수 좌우 및 전후 거리)을 기계의 제원(바퀴 간격, 
작업부 간격 등)에 맞추어 재배함. 과일 수확로봇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고 일부에서 실증시험단계에 있음.

결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단기적으로는 과일 수확작업자의 작업편이성과 노동강도를 줄

일 수 있도록 소형 ․ 저가 ․ 범용성이 우수한 보조기구/기계의 보급을 확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확기계

/수확로봇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기계/로봇이 과수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

형 ․ 재식거리 등 재배양식의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함. 

키워드(Keywords)
과일 수확, 과일 수확기계, 과일 수확로봇, 과일 수확기계화

사사(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전북 학교 학부 4학년생이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임

한국농업기계학회/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2017 춘계공동학술대회 초록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