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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업부

구분

*; 전남 나주(2004, 3,000평, 동진1호)
**; 전남 나주(2004, 600평, 평안벼)
- 전국 평균 쌀수량(5년간,’99~’03):484㎏/10a(2003,농림부)
※ 복토직파기: 콩, 옥수수, , 보리 등 파종 가능

건답직파기

입모율

잡초방제

도복

복토

새피해방지

밑거름

파종깊이

균평작업(논바닥)

파종작업(강우시)

친환경

쌀수량(2004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무논직파기 건 답 습답(무논)

구 직파기

63~65%

중 약 매우강
(줄기메몰3.7㎝, 규산효과)

매우강
(줄기메몰3.7㎝, 규산효과)

흙 약 규산+흙 규산+흙

강 약 강 강

별도 처리 별도 처리 동시작업(측조시비) 동시작업(측조시비)

장치 없음 장치 없음 양호(스크류) 양호(스크류)

양호 정 정

불가능 가능 가능(습답으로 전환) 가능

비료 유실 비료 유실 양호(측조시비)

533㎏/10a** 599㎏/10a**

양호(측조시비)

– –

불일정
(원판디스크형)

가능(비선택성제초제
/중기제초제)

가능(비선택성제초제
/중기제초제)

〈50%

가능(중기제초제) 가능(중기제초제)

〉75% 〉86%

다기능 복토직파기

■ 다기능 복토직파기와 구 직파기의 차이점

친환경 생산비
절감고품질▶ 농림부장관상 수상 (2005. 1. 5)

▶ 국제특허 출원 (2004.12. 21)



머리말
목 차
Ⅰ. 원리 및 이론
Ⅱ. 직파재배기술 도입 필요성 및 배경
1.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
2. 국외 농업여건의 변화

Ⅲ. 복토직파기의 구조
1. 각부의 명칭 및 기능
1) 종자통
2) 비료통(밑거름용)
3) 규산질 비료통(복토용)
4) 로울러
5) 종자 정 유도장치 로울러
6) 스크류

Ⅳ. 복토직파재배
1. 벼농사
가. 종자준비
나. 직파재배 적지
다. 파종적기
1) 건답직파
2) 습답,무논직파

라. 파종량
마. 물관리
1) 건답직파
2) 습답직파
3) 무논직파

바. 비료주기
1) 건답직파

사. 파종작업
1) 습답직파
2) 건답직파
3) 무논직파

아. 잡초방제
1) 건답직파
2) 습답, 무논직파

자. 벼 생육

2. 기타(보리, , 콩, 옥수수 등)

4

2
3

5

6

7

8

10

11

9

복토직파기 이용 재배 신기술
1. 목 적
2. 현황 및 배경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4. 파종광경 및 생육상황

복토직파기 이용 콩 재배 신기술
1. 목 적
2. 현황 및 배경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4. 콩 생육상황
5. 종합평가

복토직파기 이용 보리 재배 신기술
1. 목 적
2. 현황 및 배경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4. 파종광경 및 보리 생육상황

< 부 록 >
1. 경제성 분석
2. 2004년도 전국 주요지역 벼 육묘 및 이앙비용
3. 다기능 복토직파기 개요

(1) 직파작업방법 및 입모과정
(2) 적정 파종량 및 비료량
(3) 다기능 복토직파기의 제원

4. 다기능 복토직파기와 구 직파기의 차이점
복토제(사상) 안내
복토제(사상) 전국 대리점 현황

12

13

14

15
15
16

17
18
19

머리말
우리나라쌀농사는지난오천년간우리민족의주된먹거리로서전국민의생명과문화를

지키면서계승발전되어왔읍니다.

하지만 산업화, 개방화, 시장경제체제로 접어든 21세기 우리나라 벼농사는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전하는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GAP)

생산시대로거듭나야할대변화의시기를맞이하고있읍니다. 이러한시기에수백년내려

오던 못자리, 모내기가 필요 없는『복토직파기』가 개발되어 우리나라 벼농사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  보리, 메 등 밭농사에도 적용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본

기술이통일벼를개발하여우리나라녹색혁명을가져오게하 던국제미작연구소(IRRI)에

서도도입하여전세계과학자들로부터호평을받았으며지난몇년간에걸쳐국내쌀전업

농가에서시험한결과초생력, 친환경쌀생산기술로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04국제농업기계박람회에서국내외농기계업체, 농업인으로부터큰호응을얻었

으며,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콩, , 보리파종 농가의 반응도 좋아

국제특허도 출원 하 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격적인 복토직파기의 양산과 더불어『복토직

파재배기술』이란지침서제2판을편찬하게되었읍니다.

본기술개발은박광호교수가 10여년의연구노력끝에개발된신기술로서국내외 농업발

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

서 보완하고 앞으로 유용한 연구결과와 신기술내용에 대해서는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읍

니다.

끝으로본지침서가나오기까지물신양면으로협력하여주신박광호교수님, 노오섭, 서정로

고문님께깊이감사를드리며우리나라농업인들의편하고손쉬운논, 밭농사로 발전되기

를기원해마지않습니다.

2005년 1월

대표이사 김 식
(주)금강기건



( 배면도 )

( 측면도 )

(1) 종자통

종자통은 개당 4.3㎏의 볍씨가 들어가며 8조의 경우 8개, 10조의 경우 10개의 종자통이 각각 탑재되어 있

다. 따라서8조는종자탑재량이총34.4㎏으로서1회작업시6.8단보(2,040평) 작업을할수있으며10조는

8.6단보(2,580평) 작업을각각할수있다.

(2) 비료통(밑거름용)

비료통은개당10㎏의비료가들어가며8조의경우8개, 10조의경우10개의비료통이각각탑재되어있다.

1회작업시수도용복합비료의경우 10a(300평)당 30㎏을줄경우 8조는 801평작업을할수있으며 10조

는999평작업을각각할수있다.

Ⅲ. 복토직파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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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

1. 각부의 명칭 및 기능

Ⅰ. 원리 및 이론
○작물(벼, 보리, , 콩, 옥수수등)의발아및생육최적환경(수분,공기,온도등) 제공 (기계이앙상자육묘

기술도입)

○기상재해(태풍, 침수에의한도복, 저온장애등) 로부터작물재배생산, 안전성을높임

○조류(새) 피해등야생조수로부터작물의보호

○밑거름의측조시비를통한비료유실방지및환경오염차단

○규산질비료기본시용으로토양개량및벼생육증진

Ⅱ. 직파재배기술 도입 필요성 및 배경

1.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

1)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농업인구:44.7%(1970년) →7.5%(2002년) →3.5%(2012년)

○60세이상농가:56.8%(2002년)

○향후벼농사의경우한마을1, 2명벼농사시대전망

2) 편농시대

○규모화에따른손쉬운벼농사기술로서직파재배도입불가피성

○청소년의노동집약적농업기피현상

3)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증가

○안전농산물에대한소비자요구도증가

○현대적지속적인농업시스템도입

○국외수입농산물과의품질차별성

○주변첨단기계, 전자기술의현대농업기술접목가속화

2. 국외 농업여건의 변화

1) DDA, FTA협정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 불가피성

○쌀:DDA협상에의한관세화유예(의무수입물량증가) 또는관세화

○외국농산물수입증가에따른안전성, 품질차별화필요

○세계적농업인구감소에따른작물생산기술변화대응

예)이탈리아 - 농업인구40%:손모내기(벼농사)

- 농업인구7%이하(1960년대) :직파(트랙터이용)재배기술도입및정착

BOKTO S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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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파재배 적지

○중북부100m,남부200m 표고이하의물관리가쉬운논
○간척지의경우염농도0.25%이하의논
○1모작지대논

가. 종자준비

○품종은지역적응품종을선택한다.
○잡벼등이혼합되어있지않은볍씨를사용한다.
○반드시까락을제거(탈망)한후사용한다.
○종자소독을한볍씨를사용한다.
○건답직파는마른종자를파종하며습답, 무논직파는싹이1-2㎜내외

튼(최아)볍씨를파종한다.
○싹이튼볍씨는파종작업시수분이많을경우종자통의파종홈이막혀균일하게파종작업이곤란하

므로파종당일종자에수분이없도록음건하거나탈수시킨후종자통에넣어파종한다.
○파종작업이지연될경우싹이튼볍씨는즉시음건하거나저온저장한후재사용한다.

Ⅳ. 복토직파재배

1. 벼농사

▲싹이튼볍씨(습답,무논)

다. 파종적기
1) 건답직파

○일평균기온이13-15℃되는날짜를기준하여15일전

○파종적기(월,일)

지역

중북부

중 부

남 부

조생종

4.20-5.15

4.10-5.20

4.1-5.25

중생종

4.20-5.10

4.10-5.15

4.1-5.20

중만생종

4.20-5.5

4.10-5.10

4.1-5.15

2) 습답,무논직파

○일평균기온이13-15℃이상되면파종이가능함

○파종적기(월,일)

지역

중북부

중 부

남 부

조생종

5.1-5.25

5.1-5.30

5.1-6.5

중생종

5.1-5.20

5.1-5.25

5.1-5.30

중만생종

5.1-5.15

5.1-5.20

5.1-5.25

(3) 규산질 비료통(복토용)

규산질비료는복토재료로써10a당평균160~200㎏내외복토하는것이적정량으로알려지고있으며8조

의경우17포(340㎏)를탑재할수있으며1회작업면적이2단보(약600평)정도할수있다. 또한10조의경

우21포(420㎏)를각각탑재할수있다. 따라서1회작업면적이2.1~2.6단보(630~780평)내외할수있다.

(4) 로울러

로울러는손잡이가있어종자또는비료의량을필요에따라조절할수있도록회전식으로되어있으며정

확한종자및비료량이떨어지도록가운데홈이파여져있다. 아울러종자크기(벼, 콩, 옥수수등)에따라임

의로조절할수있도록눈금이표시되어있다.

(5) 종자 정 유도장치 로울러

종자(벼, 콩, 옥수수)가종자유도호스를따라토양위에떨어지는과정에서최종파종구에서위치에너지에

의하여토양표면에떨어질때정 하게직선형의파종이어렵게된다. 따라서최종파종구에종자가흩어지

는것을방지하고종자유도홈이흙으로막히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회전로울러를부착하 다.

◀종자유도장치로울러에
의한정 파종작업및
복토

(6) 스크류
바퀴자국을흙으로메워주며논바닥정 균평작업기능을함

◀스크류에의한트랙터바퀴자국흙메움기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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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료주기

1) 건답직파

○비료주는량(㎏/10a)

- 단, 측조시비이므로벼생육샹태를보면서웃거름량을조절하여줌
- 단, 습답및무논에는질소비료11㎏적용

질소

보통논,미숙논

15-18

사양질논

17-20

인산

4.5

칼리

5.7

○일반적인기준으로서질소비료는토성에따라밑거름-3잎때-5~7잎때-이삭거름으로10-30-30-
30% 또는40-0-30-30% 나누어주거나3잎때-5~7잎때-이삭거름으로40-30-30% 나누어주는
등벼생육상태에따라조절하여줌.

○인산비료는전량(100%) 밑거름으로주며칼리비료는밑거름70%, 이삭거름30% 기준으로나누어줌.

◀측조시비(밑거름)

종자+규산질비료(복토)

밑거름(비료)

사. 파종작업

1) 습답직파

①논갈이(또는로타리작업)를한다.

②마른로타리작업을한다.

③물을댄다(논면적의90% 내외).

④1~2일정도둔다.

⑤파종작업을한다.

▲마른로타리 ▲관개(90%) ▲파종작업

라. 파종량

○건답직파:4-6㎏/10a(적정입모수90-150개/㎡)

○습답, 무논직파:3-4㎏/10a(적정입모수80-120개/㎡)

단, 파종량이많으면과번무되어병해충, 도복이우려됨

마. 물관리

1) 건답직파

○파종작업마칠때까지마른논상태유지

○강우 시 물이 고여 발아가 불량하므로 파종작업 후 약 10m간격으로 배수구(배토기 이용) 를 반드시 설치하여

싹이나올때까지는물이고이거나어린벼가침수되지않도록물관리를하여야함.

○싹이 나오는 출아기간(파종 후 약 1개월) 너무 가물거나 식질 토양은 물대기전 2-3회 일시적으로 물을

댄다음배수하여싹이잘나오도록함.

○출아후(벼키5-10㎝내외) 전면에물을댄후20일부터10일간격으로중간물떼기를2-3회실천하여

쓰러짐방지시킴.

2) 습답직파

○파종작업1-2일전까지마른논상태유지

○마른 로타리 작업후 파종작업 1-2일전 논 면적의 90%내외까지 물이 들어갈 정도로 관개한 후 물을

차단시킴.

○파종작업후어린벼가자라는과정을보면서벼키가5-10㎝내외될때(파종후10-15일) 전면적으로

물을댄다. 어린벼가잠기지않도록적정물깊이를유지함.

○전면에물을댄후20일부터10일간격으로중간물떼기를2-3회실천하여쓰러짐방지시킴.

3) 무논직파

○물이있는상태에서써레작업을함

○써레작업후흙탕물을가라앉힌후물을뺀다.

○5-10일(논배수조건에따라) 논바닥을말린후논표면에실금이가도록말린후파종작업을함.

○파종작업후어린벼가자라는과정을보면서벼키가5-10㎝내외될때 (파종후 10-15일) 전면적으로

물을댄다. 어린벼가물에잠기지않도록적정물깊이를유지함.

○전면에물을댄후20일부터10일간격으로중간물떼기를2-3회실천하여쓰러짐방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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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벼 생육

각작물별표준재배법에따라복토직파기를이용하여파종, 시비관리를한다.

▲건답직파(초기생육)

▲콩파종 ▲콩수확기 ▲ 파종 ▲옥수수파종

▲습답,무논직파(초기생육) ▲습답,무논직파(수확기)

2. 기타(보리, , 콩, 옥수수 등)

▲건답직파(수확기)

2) 건답직파

①논갈이(또는로타리작업)를한다.

②마른로타리작업을한다.

③파종작업을한다.

④배수골을만든다.

3) 무논직파

①논갈이(또는로타리작업)를한다.

②무논써레작업을한다. 

③논을말린다(5-10일내외).

④파종작업을한다.

▲마른로타리 ▲파종 ▲배수골, 출아

▲배수(5~10일) ▲파종

아. 잡초방제

1) 건답직파

○파종후벼싹이나오기직전비선택성제초제를흙덩이뒷면까지약액이묻도록철저히뿌린다.

- 그라목손+마세트유제(400ml+300ml/10a) 또는

- 바스타+펜디유제(400ml+500ml/10a)를살포한다.

○관개후중기제초제를처리하여준다.

-노난매또는두배논등을처리한다.

○벼생육중기다년생논잡초올방개의발생상황에따라벤타존액제를살포하여준다.

2) 습답, 무논직파

○출아후전면에물을댄후이앙재배에서사용하는중기제초제를처리하여준다.

- 노난매또는두배논등을처리한다.

○파종50-60일후다년생논잡초올방개의발생상황에따라벤타존액제를살포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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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직파기 이용 재배 신기술

1. 목적

초생력 친환경 재배신기술을개발하여토지이용효율및농가소득증대

2.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식량자급도는26.9%로서매우낮은실정임.

○이모작작부체계를통한농지이용효율및노동력분산

○ 재배면적증진으로수입 대체효과추진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장 소: 전북김제

○면 적: 2,700평

○품 종: 조품

○파종량: 20kg/10a

○파종일: 2004년10월20일

○파종방법: 복토직파기(측조시비+파종+규산질비료및흙복토) 이용조파(30cm)

4. 파종광경 및 생육상황

▲파종작업(전북김제‘04. 10. 20) ▲배수골작업용『휴립배토기』

▲ 생육조사(2004. 11. 22) ▲ 이모작재배로농지이용효율증진

▲초기 생육(2004. 11. 22)

복토직파기 이용 콩 재배 신기술

1. 목적

초생력 친환경콩재배신기술을개발하여식량자급증진, 수입대체및농가소득증대

2.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식량자급도는26.9%로서매우낮은실정임.

○콩재배면적증진으로수입콩대체효과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장 소: 백령도(인천광역시옹진군)

- 현지기술지도: 옹진군농업기술센터서부지구지소

○면 적: 3만3천평

○품 종: 태광콩

○파종량: 6kg/10a

○파종일: 2004년5월26일

○파종방법: 복토직파기(측조시비+파종+규산질비료및흙복토) 이용조파(30 또는60cm)

4. 콩 생육상황

○콩수량: 210kg/10a                 ○출아율이매우양호함

○도복이발생되지않았음.               ○조간(줄사이간격)은60cm가양호함.

5. 종합평가

▲출아및파종(백령도‘04. 5. 26) ▲콩생육Ⅰ(등숙기, 2004. 10. 5) ▲콩생육Ⅱ(등숙기, 2004. 10. 5) ▲콩생육Ⅲ(등숙기,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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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분석

2. 2004년도 전국 주요지역 벼 육묘 및 이앙비용(’04. 10. 25 현재)

농림부(‘03)-A 생산비

*전국 8개 시군 조사(2004. 10. 25)
**육묘비와 이앙비가 불필요한 복토직파기이용 시 쌀 생산비가 30~57% 절감됨.
- 국가 경제적 효과(70% 보급시) : 5천4백6십억원 ~ 1조3백7십4억원(연간) 생산비 절감

※ 2004년도 육묘 및 기계이앙비용 78,562원은 2003년 농림부 통계의 종묘비 및 노력비 136,654원의 57%임.
※ 전남 나주시는 다기능 복토직파기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다기능 복토직파기의 종자, 복합비료, 규산공급용 통 하단 유도장치에 작업 중 작동확인용 센서부착을 요청하고 있음.

10a당
종묘비
(a)

20상자
육묘비
(a)

노력비
(b)

10a당
기계이앙비
(b)

a+b a+b B/A B/C

논갈이,
로타리, 육묘,
시비, 이앙,
병충해방제,
수확작업

10,529 126,125 136,654 44,250 34,312 78,562 260,000 57% 30%

농가조사*(‘04)-B
농가 직접
생산비*
(’04)-C

지 역
원/상자

전국평균

김포(경기)

철원(강원)

청원(충북)

논산(충남)

김제(전북)

나주(전남)

상주(경북)

의령(경남)

원/20상자(A)

육묘비

2,212

2,500

2,200

2,500

2,500

1,500

2,300

2,000

2,200

44,250

50,000

44,000

50,000

50,000

30,000

46,000

40,000

44,000

34,312

36,000

30,000

30,000

37,500

21,000

45,000

30,000

45,000

78,562

86,000

74,000

80,000

87,500

51,000

91,000

70,000

89,000

10a당 기계
이앙비용(B)

육묘 및 기계
이앙비용(A+B)

< 부 록>

(단위: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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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직파기 이용 보리 재배 신기술
1. 목적

초생력 친환경보리재배신기술을개발하여토지이용효율및농가소득증대

2.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식량자급도는26.9%로서매우낮은실정임.
○이모작작부체계를통한농지이용효율및노동력분산
○보리재배면적증진으로농가소득증대

3. 농가 실증시험 추진

○장 소: 전남보성
- 현지기술지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면 적: 1,500평
○품 종: 보리(두산1호-맥주보리)
○파종량: 24kg/10a
○파종일: 2004년11월4일
○파종방법: 복토직파기(측조시비+파종+규산질비료및흙복토) 이용조파(30cm) 

4. 파종광경 및 보리 생육상황

※보리생육특성
- 파종(2004. 11. 4)직후35.0mm강우(2004. 11.10)로논바닥전면이침관수되었음.
- 관행파종법(산파+흙복토)으로파종한주변논은침관수로출아율및초기생육이매우불량함.  이지역농가에
서는 규산질비료(사상-모래)로 복토한 본 기술이 강우로 인한 침관수에도 초기 출아 및 생육이 좋은 이유로서
모래입자의 규산질비료가 종자를 덮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져있는 산파(관행)파종에 비하여 출아 및 초기
생육이좋은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중, 후기생육을관심있게보고있음. 

▲파종작업( , 보리동일) ▲배수골작업용『휴립배토기』 ▲초기보리생육(2004. 12. 9)



이앙기파종방식과동일 이앙기파종방식과동일

항 목

1) 직파작업방법 및 입모과정

건답에서 파종할 경우 습답(담수)에서 파종할 경우
구 분

논갈이 상태

※자동수평제어(전후,좌우)장치부착
NOTE : 결주발생예방을위하여결주Check Sencer는요청있을시별도(Option) 부착하여드립니다<8조, 10조공히>

마른로터리작업실시후
1. 마른상태의습답: 마른로터리작업하고물을전체논면적의90%까지관수
후차단하고물이논에스며든후다음날파종

2. 무논인경우:  물로터리작업후물을방류시키고5~8일경과후파종
로터리 작업

종자선택→탈망→소독→그늘에서완전히건조
→파종

종자선택→탈망→소독→침종→발아(싹이보일정도-1㎜이내)
→건조(물기가없는상태) →파종종자준비

초기: 출아직전비선택성제초제살포
중기: 10㎝정도생육시담수상태에서중기제초제(입제)살포

출아후6~8일경과후담수상태에서중기제초
제(입제)살포제초제 사용

30일내외(담수하지말것) 5~6일이내에는(담수하지말것)출아기간

3. 다기능 복토직파기 개요

4~6 ㎏ 염분이많은논: 6~9 ㎏

품 명

2) 적정 파종량 및 비료량

파종량 10a (300평) 비 고
볍 씨

8~10포 (160~200㎏)규산질 비료

30㎏ 기존비료량의1/2 ~ 3/5 토질및지역에따라적정량살포복합비료

트랙터부착형줄파식

구 분

3) 다기능 복토직파기의 제원

8조식 10조식 기타 설명
파종형태

41~55마력트랙터 적용마력

2550길 이 (㎜)

1300폭 (㎜)

550중 량 (㎏)

8조조 수

300조 간 (㎜)

2400파종폭 (㎜)

벼, 콩, 옥수수, , 보리적용종자

6ℓ×8개=48ℓ(3.75㎏×8=30㎏)종자통 용량(ℓ)

12ℓ×8개=96ℓ(9.4㎏×8=75.2㎏)비료통 용량(ℓ)

240ℓ규산질비료통용량(ℓ)

로울러홈식파종량 조절방식

접지륜구동식종자배출 로울러 구동방식

10,000평1일 파종면적

1400

트랙터부착형줄파식

55마력이상

3150

1300

600

10조

300

3000

벼, 콩, 옥수수, , 보리

6ℓ×10개=60ℓ(3.75㎏×10=37.5㎏)

12ℓ×10개=120ℓ(9.4㎏×10=94㎏)

300ℓ

로울러홈식

접지륜구동식

12,000평

1400

메

8조식기준1회2000평파종

8조식기준1회800평파종

8조식기준600평/500m(1회운전가능거리)

최소파종면적/일

높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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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kang Kikun

*; 전남 나주(2004, 3,000평, 동진1호)
**; 전남 나주(2004, 600평, 평안벼)
- 전국 평균 쌀수량(5년간, ’99~’03) :484㎏/10a(2003,농림부)
※ 복토직파기: 콩, 옥수수, , 보리 등 파종 가능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건 답 습답(무논)
구 분

구 직파기 다기능 복토직파기

입모율 63~65% 〈50% 〉75% 〉86%

잡초방제 가능(비선택성제초제/중기제초제) 가능(중기제초제) 가능(비선택성제초제/중기제초제) 가능(중기제초제)

도복 중 약 매우강(줄기메몰3.7㎝, 규산효과) 매우강(줄기메몰3.7㎝, 규산효과)

복토 흙 약 규산+흙 규산+흙

새피해방지 강 약 강 강

밑거름 별도 처리 별도 처리 동시작업(측조시비) 동시작업(측조시비)

파종깊이 불일정(원판디스크형) 양호 정 정

균평작업(논바닥) 장치 없음 장치 없음 양호(스크류) 양호(스크류)

파종작업(강우시) 불가능 가능 가능(습답으로 전환) 가능

친환경 비료 유실 비료 유실 양호(측조시비) 양호(측조시비)

쌀 수량(2004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 – 533㎏/10a** 599㎏/10a**

4. 다기능 복토직파기와 구 직파기의 차이점

BOKTO S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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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kang Kikun

( 농협상품코드 : 0100892 )

복토제(사상)전국대리점현황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파주, 양주, 고양 031-958-9600

이 천 031-881-3883

연 천 031-533-9922

화성, 수원 031-353-9977

평택, 오산 031-374-5477

여주, 광주 031-883-0770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031-573-5289

안성, 포천, 양평, 김포, 광주 033-743-9773

전지역 033-743-9773

보 은 043-544-2570

동 043-743-4933

음 성 043-872-5740

제 천 011-9842-4449

충 주 043-845-4332

공 주 041-858-7518

논 산 041-733-8688

당 진 041-362-5211

부 여 041-832-8850

서 산 041-665-1918

서 천 041-953-7901

예 산 041-338-4138

천 안 041-582-3100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정 읍 011-770-1410

남 원 063-633-0141

고 창 063-561-2576

부 안 063-584-3230

익 산 063-858-0588

군 산 063-451-9325

무주, 진안, 장성 063-351-3888

전 주 063-221-2479

김 제 063-545-4442

임실, 순창 063-643-8032

강진, 완도 061-434-7799

고 흥 061-835-8588

광 양 061-772-5025

나 주 061-337-3686

목포, 신안 061-242-0555

함 평 011-612-0026

무 안 061-452-2425

보 성 061-857-9898

광 061-352-2313

암 061-462-6556

장 흥 061-432-5065

해 남 061-535-0182

의 성 054-861-0554

청 송 054-872-8208

성 주 054-932-1757

상 주 054-535-0070

김 천 054-433-1234

구 미 054-481-3476

주 054-634-3888

예 천 054-654-4146

문 경 054-571-8882

봉 화 054-674-1070

천 054-962-5812

김해, 부산 055-277-0127

창 원 055-298-2380

진 주 055-761-0087

함 양 010-9733-3666

하 동 055-884-2062

사 천 055-854-2538

산 청 055-973-2103

창 녕 055-533-9545

고 성 055-673-4623

남 해 055-864-4936

거 창 055-943-9573

▶중부권 : 080-518-2423, ▶호남권 : 080-791-1850, ▶ 남권 : 080-278-2020  ※구매방법 : 전국 회원농협 및 대리점

◆ 특 징

1. 벼, 보리, , 콩, 옥수수에서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2. 규화세포를 형성하여 도열병 등 병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줍니다.

3. 내도복성을 강하게 하고 잎의 수광상태를 좋게하여 광합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4. 미질향상 및 밥맛을 좋게 합니다.

5. 기존 규산질비료 이상의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사용방법

1. 복토량 : 180~200㎏/300평 (충분히 복토되도록 하십시오.)

2. 반듯이 마른 복토제 사용 (축축할 경우 공급호스가 막힐 수 있습니다.)

3. 작업완료 후에는 항상 복토제통을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 보관하십시오.

▶중부권 : 080-518-2423, ▶호남권 : 080-791-1850, ▶ 남권 : 080-278-2020  ※구매방법 : 전국 회원농협 및 대리점

◆ 형 태

● 모래(사상)형태

- 복토된 종자에 원활한 산소 공급

- 최적 수분 유지(과습 또는 과건 예방)

- 새 피해 방지

◆ 성 분

( 농협상품코드 : 0100892 )

복토제(사상) 안내

25% 이상

성 분 함 량(%) 비 고
가용성 규산

40% 이상 알카리분45% 이상가용성 석회

2% 이상구용성 고토

5.0~6.0 볍씨발아최적조건(복토직파전용특허제품)산 도 (pH)

약간 철(Fe), 아연(Zn), 망간(Mn), 황(S) 등미 량 요 소

주식회사 제철세라믹
http://www.mrtfam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