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 교신저자 : 유수남(snyoo@jnu.ac.kr)

잡곡 수확용 25 kW급 소형 콤바인 시작기 설계 제작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totype of 25 kW Small Combine for 
Harvesting Miscellaneous Cereal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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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잡곡류 수확기는 보행형 예취기, 탈곡기 위주의 저능률 기계화 수준으로 

고능률의 콤바인 수확기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잡곡류가 소규모 경작지의 영세농가 위주로 재배되어 저

가격의 소형 콤바인 수확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 밭의 두류 및 잡곡 수

확작업에 적응성이 뛰어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과 고령자도 쉽게 운전

할 수 있어 수확작업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저가격의 25kW급 자주식 소형 콤바인을 개발하고

자 시작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시작기의 주요부로 엔진은 25kW/2600rpm 3기통 디젤엔진을 탑재하였으며, 동력전달부는 주변속 3단, 

부변속 2단의 선택맞물림 기어식의 변속장치를 이용하였다. 주행부는 궤도형으로 조향클러치와 습식 원

판식 제동장치를 채용하였다. 전처리부는 선단거리 1700 mm의 디바이더와 상하좌우 수동 조절되는 회

전속도 약 42 rpm의 정오각형 릴로 구성하였으며, 전처리부의 최대 승강높이는 740 mm이었다. 작물이송

부는 돌기부착 오거와 체인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곡부는 단동형 축류식의 직경 440 mm, 길이 

1180 mm의 급동과 높이 65 mm, 지름 10 mm의 46개 강봉형 급치, 격자형 수망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전속

도는 약 325 rpm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선별 ․정선부는 요동 ․송풍선별식으로 곡립판, 볏짚체, 곡립체, 
송풍팬으로 구성하였고 송풍팬의 회전속도는 약 850 rpm, 요동진동수는 약 5.8 Hz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곡물이송부와 재처리부는 수평이송 외경 103 mm, 수직이송 외경 110 mm의 피치가 모두 82 mm인 스크

류컨베이어를 이용하였으며, 곡물탱크는 용량이 250 로 2개의 배출구로 곡물을 포대에 담도록 하였다. 
그 외 시작기는 운전조작부, 유압장치부, 전기장치부 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기체의 크

기는 길이x폭x높이 3935x1900x2440 mm이었으며, 기체 중량은 약 1753 kg이었다. 콩 대상 기초 성능시험 

결과 시작기의 작업속도는 약 0.5 m/s, 작업능률은 약 11 a/h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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