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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 제거장치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술명(국문)

수초 제거장치

기술명(영문)

Waterweed removal device

기술분류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산업/일반기계

소분류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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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 발명은 수초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이나 선박 또는 바지
기술 개요
및 특징

(barge)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초제거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작동 효율
을 향상시킨 ‘수초 제거장치’이다.
국문

수초, 제거, 잡초, 제초

영문

water plant, waterweed, remover, weeder

핵심 키워드

대표
도면

청구항 1.
상호 밀착된 상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전방에 위치하는 수초를 그 사이로
기술 세부내용

인장하여 뽑아올리는 한 쌍의 회전형인장체를 구비한 수초인장부와; 상기 수초인
장부의 하부에 설치되며 수초인장부와 함께 작동하여 수초인장부에 의해 뽑아올
려진 수초를 이송시키는 이송컨베이어와; 상기 이송컨베이어의 상류측 단부에 설
대표

치되며 수초인장부로 끌려가는 수초를 절단하는 프리커팅부를 포함하고;

청구항 상기 이송컨베이어는; 상호 평행하게 이격되며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사이드프레임
과, 양단부가 상기 사이드프레임에 축회전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다수의 회전샤프
트와, 상기 회전샤프트를 동일한 방향으로 축회전시키는 샤프트구동부와, 상기 회
전샤프트에 지지된 상태로 순환운동하는 벨트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프리커팅부는; 상기 사이드프레임의 단부에 구비된 상태로 상기 수초인장부
에 의해 뽑아올려진 수초에 대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커팅부 및 능동커

팅부를 포함하고, 상기 수동커팅부는 수초가 수초인장부로 올라가도록 가이드하며
소정의 길이 이상의 수초를 절단하고, 상기 능동커팅부는 소정의 길이 이상의 수
초를 절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초 제거장치.
Ÿ 본 발명에 따른 수초 제거장치는, 서로 긴밀히 맞물려 순환하는 요철형 벨트를 이용하
여 수초를 뽑아올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수초제거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종래에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던 작업을 장치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력비 절감을 통해 비용절

기술의 효과

감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음
Ÿ 더불어, 차량이나 소형선박 또는 바지(barge) 등에 탑재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기동성이 좋고 활용성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음

TRL
기술의 구현 수준
Ÿ 농업용수로 수초제거장치
Ÿ 저수지 내 수초제거장치
Ÿ 도로변 잡초제거장치

응용분야

(이미지출저 : 구글)

기술의 차별성
및 장점

Ÿ 수초를 인력에 의해 꼼꼼히 뽑아내는 것처럼 뿌리째 뽑아 올려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작동 효율이 뛰어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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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기술
NO
1

구

분

□출원 □등록

권리번호

출원(등록)일자

기

술

명

5. 기술 및 시장동향)

< 버킷 타입(Mowing bucket type) >

<도리깨 타입(Frail mower type) >

< 갈퀴 타입(Rake type) >

< 수중보트타입(Small boat typ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농촌수로 토사·수초제거 상용화 기술 개발)

[수초제거장치 종류]
Ÿ 과거에는 수초제거는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력에 의해 수초 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초제거용 낫과 같이 사람이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수초제거도구에 대한 기술들
이 주로 개발됨.
기술동향
Ÿ 최근에는,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수초제거장치
가 개발되어 실용화함으로써 제초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있음.
1) 버킷타입(Moving bucket type)
- 트랙터에 붐과 함께 부착시켜 수초제거 전용기로서 사용
2) 도리깨 타입(Frail mower type)
- 수면 밖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주로 수로의 비탈면이나 또는 도로주변의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는 장비로 사용됨
3) 갈퀴타입(Rake type)
- 물속과 물밖에서 동시에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로, 버켓에 갈퀴식 컷팅 시스템
을 부착시켜 주로 큰 풀등을 회전력에 의해 자르거나 절단하는 형식으로 활용됨
4) 수중보트타입(Small mowing boat type)
- 대형 수로 및 저수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중에서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됨
Ÿ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초제거기를 일부 출시하였으며, 최근 기
업체에서 압축 혹은 커팅 등 단순기능의 수초제거기를 개발한 바 있으나, 수초제거기를
일반 굴삭기에 부착하는 형태로 개발하여 작업 환경과 능률이 제한적이었음
Ÿ 또한, 예초부가 국내 수초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수로의 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수리시설의 수로 내와, 경사면의 풀이나 관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전
히 인력을 이용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

Ÿ 따라서, 수리시설 수로 내와 경사면의 풀이나 관목의 제초를 기계화하여 제초노력을 절
감시키고 상시 유지관리를 통한 수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표> 세계 농업기계 시장규모 및 전망
구분

‘15

‘16

‘17

‘18

‘19

농업 기계

170,270

180,020

194,850

208,000

222,360

(단위 : $M)
CAGR
‘20
(‘13~’15)
237,703

6.9%

*출처 : 2016년 시스템산업 산업기술 R&BD 전략. 2016
<표> 국내 농업기계 시장규모 및 전망
구분

‘15

‘16

‘17

‘18

‘19

농업 기계

16,157

17,450

18,846

20,353

22,238

(단위 : 억원, %)
CAGR
‘20
(‘13~’15)
23,506

8.3%

*출처 :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5년
목표시장 동향

Ÿ 수초제거기는 용·배수로에서 자라는 수초를 예취하여 제거하는 농업기계로, 세계 농업기
계 시장은 세계적 인구증가와 환경문제로 식량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생산을 위
한 농업기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기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
히, 과거 10년간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는 153.3% 증가, 동유럽, 아
프리카, 중동국가는 166%의 증가세를 보임
Ÿ 국내 농업기계 시장은 정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실정이며, 정체 단계인 국내 내수시장과 달리 수출은 빠
르게 성장하여 2013년에 내수시장과 비슷한 시장규모를 달성함
Ÿ 또한, 국내의 경우, 농기계 보급 수준이 높아지고,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경
운기와 같은 소형 농기계의 사용은 점차 감소되고, 작업능력이 높은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승용형 장치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임
Ÿ 네덜란드, 중국 등 지속적으로 수초제거장치가 개발되고 있어, 해당 시장은 성장기로 보
이며, 원가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틈새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Ÿ 국내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승용형 장치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트랙
터 부착형 수초제거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국내 농업 현실에 가장 적합하며, 해당 기술
의 수초제거장치는 차량이나 소형선박 또는 바지(barge) 등에 탑재된 상태로 사용할 수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후 전망성

있도록 구성되어, 국내 농업 현실과 부합하며,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Ÿ 또한, 해당 기술은 농업용수로 뿐 아니라, 저수지 수초, 도로변 잡초의 제거 등에도 적
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Ÿ 더불어, 최근에는 농기계에 IT기술을 융합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추세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용 수초제거장치에도 IT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혁신, 고부가가치 창출, 기
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