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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300만 시대의 적정기술 농기구
이승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매우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
다. 농업 역시 빠르게 전통농업에서 기계화 농업으로 이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간단계
의 적정기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수요가 없으니 누구도 생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 가드닝 농업과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방식의 입식 적정기술 농기구가 생산되고 있고, 아직 기계화가 덜 진행된 러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는 다소 조잡하지만 실용성이 큰 농기구들이 실제 농사 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와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적정기술
농기구의 기대 수요가 전에 비해 많이 넓어진 느낌이다. 귀농, 귀촌 가구 수가 이미 32만
을 넘어섰고 도시농업 인구는 212만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1,000㎡ 이하의 땅을 경
작한다. 비전문적 소농인 이들에게 전통적 농기구는 힘에도 부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
진다. 그렇다고 값비싼 농기계는 경제성도 없고 유지, 보수도 어렵다. 농기구는 농사 규모
에 따라 적정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대는 저물고 있다. 우리는 이미 농업에 있어서
OECD 국가 평균의 32배를 사용하는 고에너지 농업국가이다. 농업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농법과 아울러 생산 도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땅을 일구
는 일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의 적정기술
농기구를 소개드리고자 한다.1)

1) 필자가 저술한 아래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
이승석 저,“딱, 이런 농기구가 필요해: 세계의 적정기술 농기구”
, 디자인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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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을 일구는 도구들
땅을 일구는 일은 1년 농사의 시작이자 가장 고된 작업이다. 씨를 뿌리거나 모를 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물과 양분이 충분하게 스며들어 작
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요즘이야 트랙터나 경운기가 땅 일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예
전에는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을 많이 이용했다. 그만큼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
치는 일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기계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농기구의 발달과정은 각 나라들의 농업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자생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각 단계마다 진화된 형태의 다양한 농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국가의 주도하에 급격하게 농업의 변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서는 그 중
간 발달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기도 한다. 쉽게 말해 호미에서 곧 바로 경운기, 트랙터로 농
기구의 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땅을 일구는 도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쟁기
(ploughs)는 땅을 뒤엎고 잡초를 묻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괭이(hoes)는 땅을 파는데
유용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갈퀴(rakes)와 써레(harrows)는 땅을 고르는 도구이다. 실
제 농업 현장에서는 혼용되기도 한다. 각 나라들의 농기구를 분석해보면 체형, 작물의 종
류, 도구의 소재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위 세 가지 용도에 따라 그 기본적인
형태는 대동소이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적정기술 농기구에 있어서 러시아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국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 그룹들이 폭넓게 활동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
인 농기구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농기구들은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어 전통적인 가드닝
(gardening) 농업과 결합되면서 보다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상품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또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농기구는 비록 내구성과 디자인 면에서 다소
조악하지만 비용과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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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랜스포머 쟁기(multi transformer ploughs)

▲ 품명: s-Ploskorez Robo-Farmer
▲ 제조국가: 우크라이나
▲ 판매처: s-Ploskorez
▲ 제원: 무게 1.8kg/총길이 1680mm/포크 250mm(W)×280(L)/자루 1300mm
▲ 용도: 땅파기(digger)/쇠스랑(fork)/갈퀴(rakes)/땅고르기(harrows)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PpKPirQH5Tg
우크라이나에서 감자나 쿠 마라와 같은 뿌리 작물의 수확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농기구
는 매우 독창적인 멀티형 도구이다. 하나의 도구로 쇠스랑, 갈퀴, 써레, 쟁기 등 4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포크 모양의 일곱 개 날과 날의 깊이를 조정하는 헤드, 땅을 팔 때 지
렛대의 역할을 하는 페달, 그리고 날의 각도조정을 위한 핸들과 자작나무 자루로 구성되
어 있다.
기능의 핵심은 포크와 자루를 이어주는 핸들에 있다. 핸들의 나사 조정을 통해 포크와
자루의 각도를 변형함으로써 다양한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핸들은
180˚, 135˚, 90˚ 자유(flexible) 등 4가지로 조정할 수 있다. 쇠스랑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는 180˚로 맞추고 땅을 고를 때는 90˚, 그리고 갈퀴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135˚로 맞춘
후 포크 날에 끼워진 헤드를 아래로 내려준다. 또 감자, 마늘, 고구마, 양파 등과 같은 뿌
리 작물을 캐거나 쟁기처럼 밭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루 쪽 나사를 풀어 자
유 각도에 두고 삽처럼 포크 날을 땅에 박은 후 자루를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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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적의 삽

▲ 품명: 수동 쟁기
▲ 제조국가: 한국
▲ 판매처: 꼼지락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 용도: 땅 일구기(digging)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Wys_DWq9WZU
▲ 자가 제작법: https://youtu.be/Q-fSN9aMAOM
▲ 비교실험 동영상: https://youtu.be/YHoQdalYkek
러시아의 척박한 농업 환경은 기존의 농기구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쟁기를 탄생시켰
다. 그들은 이것을 ‘기적의 삽’이라 부른다. 춥고 거친 땅을 삽으로 일구던 러시아 농부들
에게 이와 같은 농기구의 등장은 사실 기적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기존의 삽보다는 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작업 효율은 열배 그 이상이었으니 결코 지나친 수사가 아니다. 이
수동 쟁기는 유럽과 미국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응용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쟁기는 기본적으로 윗 쟁기와 아랫쟁기로 구성되어 있다. 쇠스랑처럼 생긴 윗쟁기의
날을 세워 삽처럼 발로 땅에 박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아래로 당겨주면 아랫쟁기가 지렛
대 역할을 해 흙이 들고 일어난다. 이 흙이 두 쟁기의 날 사이를 통과하면서 잘게 부숴지
도록 설계한 것이다. 날과 날 사이의 폭은 약 5cm가 보편적이다. 뾰족한 날의 개수에 따
라 한 번에 일굴 수 있는 폭이 결정된다. 사용자에 따라 3날에서 10날까지 다양하게 응용
해서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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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기의 특징은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인체의 부하가 적고, 삽과 비
교해 날의 형태가 가늘고 뾰족하기 때문에 땅에 박기가 훨씬 수월하다. 무엇보다 흙의 복
토와 파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가 빨라진다. 자재 역시 주변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파이프와 앵글, 철 환봉을 이용해서, 용접이 가능한 이라면 누구나 자가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③ 땅을 뒤집는 농기구(Back Saver Digger)

▲ 품명: Back Saver Autospade
▲ 제조국가: 우크라이나
▲ 제조처: Backsaver Gardentools
▲ 용도: 땅 파기(digging)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Z6fJLCtPA9w
https://youtu.be/kQBmLWPkW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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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Saver Autospade는 말 그대로 흙을 뒤집는 도구다. 흙 속에 삽날을 박아 넣는
것은 기존의 삽과 동일하지만 흙을 뒤집어 이동시키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발판(앵커 플레이트)은 흙속에 삽날을 박아 넣는 데도 활용되지만 그 이후에
는 지면과 삽 본체를 지지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삽의 본체와 발판의 중간 연결부위
에는 고강도의 스프링이 장착되어있어 삽날의 전진과 후퇴가 매우 쉬운 것도 특징이다.
또 자루의 손잡이가 양 손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좌우 어깨에 들어가는 힘을 분산
시켜준다.
지렛대를 활용한 방식은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 농기구의 보편적 방식이다. 이
는 허리의 구부림, 어깨와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으로 인한 인체
의 손상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원하는 작업의 내용에 따라 삽날의 교체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스페이드형 삽날을 사용
할 수도 있고 쇠스랑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미경작지, 혹은 토양
이 딱딱한 곳에서는 삽날과 스프링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절해
서 사용해야 한다.
▲ 사용법
①	발판을 세게 밟아 삽날을 땅속 깊이 박아 넣는다. 이때 발판(앵커 플레이트)이 지면
과 수평으로 닿도록 해야 흙을 앞쪽으로 던지기가 수월하다.
②	손잡이를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 흙이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던져진다
③	미경작지이거나 토양이 지나치게 딱딱한 경우에는 삽날 또는 스프링이 구부러질 수
도 있으므로 이때는 조금씩 해나가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기존의 삽과 쇠스랑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 앵커만 별도의 제품으
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이 제품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2. 두둑을 만드는 도구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물 빠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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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연중 강우량의 대부분이 6월~8월에 집중되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건조한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물 빠짐보다는 물 가둠에 더 신경을 써서 밭을 만들기도 한다. 물 빠짐을 좋
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랑을 잘 만드는 것이다. 이랑이란 두둑과 고랑을 합친 말인데
고랑은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농부가 드나드는 통로이자 작물을 관리
하고 가꾸는 공간이 된다.
이랑을 만들 때는 토지의 경사 방향과 경사도, 심고자 하는 작물의 이식 거리와 크기 등
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껏 만든 두둑이 무너지거나 거름이 쓸
려 내려갈 수도 있고, 작물의 성장 공간, 농부의 작업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자칫 1년 농
사를 망치게 된다.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내는 일은 상당한 힘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어서 주로 기
계의 동력(관리기, 트랙터)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아미쉬들, 동남
아 등지에서는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 농사의 경우 사람
의 힘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기구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손 두둑쟁기(Hand Ridger)는 쟁기와 괭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기구다. 쟁기가 땅을 뒤집고, 괭이가 땅을 파는 게 주 용도라면 두둑쟁
기는 이 두 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V자형이다. 주로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유럽에서는 하트
모양이 많다. 또 근래에는 원판 모양의 디스크(Disc)를 많이 사용한다. 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눌러주는 2인용이 많지만, 작은 이랑 만들기에는
1인용도 사용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미경작지, 혹은 딱딱하게 다져진 땅에서는 거의 작업이
불가능하다. 또 한번의 작업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원하
는 형태의 이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두둑 쟁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
인 V자형 쟁기의 변형된 형태, 두 번째는 바퀴형,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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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자형 쟁기의 변형(V type hand ridger)

▲ 품명: 견착식 V자형 손두둑 쟁기(V type hand ridger)
▲ 제조국가: 그리스
▲ 용도: 이랑 만들기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bHe3cPwgBI
▲ V자형 손두둑 쟁기 만들기: https://youtu.be/Sp5R28bklug
그리스의 농부 램프로스 조지아디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감자를 심기 위해 독특
한 형태의 쟁기를 직접 제작했다. 기존의 기계에서 떼어낸 쟁기의 날과 긴 장대를 이용해
양 손을 모두 사용하는 쟁기를 만든 것이다.
이 쟁기의 특징은 약 2미터 가량의 장대에 수직으로 45도, 수평으로 30도의 보조 손잡
이를 부착하고, 그 하단에 멜빵 지지대를 달아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방
식은 이랑을 만들 때 손과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작업
이 가능해져 허리의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파워 면에서도 손과 어깨의 힘만을 이용하
는 것에 비해 온 몸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고르게 분산되어 약 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용법은 앞에서 뒤로 뒷걸음치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랑의 상태를 보면서 작업이 가
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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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러시아 손 두둑쟁기(Ridge Furrow Marker)

▲ 품명: 밭고랑 마커(Ridge Furrow Marker)
▲ 제조국가: 러시아
▲ 제조처: KGVK(러시아 농업회사)
▲ 용도: 이랑 만들기/작물 이식용 고랑 만들기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XYoNMHswEfE
연중 강수량이 적고 대부분의 토지가 건조한 러시아에서는 이랑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 평지에 땅을 파서 작물을 심는다.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마커(Marker)’다. 쉽게 말하면, 마커는 작물을 심을 밭의 고랑을 만들어주는 농기구다.
그러나 용도만 다를 뿐 그 기능은 이랑을 만드는 쟁기와 거의 흡사하다. 우리의 경우라면
이랑을 만드는 도구로 대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농부 블라디미르 라마스터씨는 감자나 콜리 플라워, 완두콩 등을 재배할 때
이 마커를 활용해 작물을 심는다. 블라디미르가 사용하는 마커는 ‘KGVK’라는 러시아 농
업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구조가 매우 독특하고 작업 효율성이
높다.
이 농기구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날카로운 V자 형태의 쟁기날
과 그 앞에서 흙을 쉽게 헤쳐 주는 제비 날개형 보조날, 그리고 적정한 무게로 위에서 눌
러주는 용도의 환봉과 약 130도로 꺽여진 손잡이, 고랑의 폭을 조절하기 위한 가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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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흙 속에서 아주 잘 어우러져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밭의
고랑을 만들어준다.

③ 디스크형 두둑쟁기(Disc type manual ridger)

▲ 품명: 디스크형 수동 두둑쟁기(Manual Ridger)
▲ 제조국가: 네팔
▲ 제조처: SAI(네팔 적정기술 농기구 연구, 생산 단체)
▲ 용도: 이랑 만들기/작물 이식용 고랑 만들기
▲ 사용 동영상: https://youtu.be/v9y3cBPJ5SM
▲ 러시아 자작 동영상: https://youtu.be/uMEcTD7rSRU
‘SAI(Shrestha Agri Input)’는 네팔에서 적정기술 농기구를 연구하고 생산, 보급하는
단체다. 네팔, 인도 등지에서는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정기술 농기구가 매우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디스크형 두둑쟁기는 이 단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기구 가운데 하나로 두
둑을 만들거나 북주기용으로 활용된다.
이 도구의 특징은 점은 기존의 V자형 쟁기 대신 솥뚜껑처럼 생긴 디스크를 활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원판이 굴러가면서 흙을 모아 두둑을 형성하게 된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원판을 잘 살펴보면 두 디스크가 가운데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앞쪽이 뒤쪽에 비
해 약간 넓게 설계되어 전진하는 과정에서 흙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이다.

적정기술 12권 1호
한밭대학교 | 적정기술미래포럼

59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과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그 작업이 무척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이 도구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북주기 작업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흙이 딱
딱하거나 덩어리진 경우에는 두둑 형성이 어렵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원하는 정도의 이
랑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3. 작물을 심는 도구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1년, 열두달의 이름을 정할 때 자연의 변화나 마음의 상태, 혹은
농사의 주기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1월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3월은 “바람이 속
삭이는 달”과 같은 식이다. 체로키족은 4월을 “머리맡에 씨앗을 두는 달”이라고 불렀다.
4월이 되면 농부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진다. 땅을 갈고 매만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작
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땅을 갈고, 이랑을 만드는 일은 주로 기계를 많이 이용하지만
작물을 심는 일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식기, 파종기, 이앙기 등이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모종을 키워 심는 경우도 있고 씨앗을 직접 직파하는 경우도 있다.
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로 모를 키워 심지만 자신이 선택한 농법에 따라 직파를 선호
하기도 한다.
대농 중심의 국가 주도 농업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와 달리 아직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화석 에너지가 아닌 사람의 힘을 이용한 수동
입식 농기구를 폭넓게 사용한다. 특히 일찍부터 유기 농업이 발달한 일본, 유럽의 여러 나
라들, 그리고 아직 농업의 기계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매
우 다양한 종류의 입식 이식 도구들이 발달해 있다.
외국의 농촌을 많이 다녀본 이들은 알겠지만 유모차에 의지한 시골 할머니들의 행렬은
좀처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좌식농법과 입식농법의 차이다. 평생 농사의
종착역이 각종 척추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관행화된 전통 좌식농법의 문제
가 1차적 원인이다. 오죽하면 “꼬부랑 할머니가, 꼬구랑 고개길을, 꼬부랑 꼬부렁 넘어가
고 있네~”라는 노래가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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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이 포트 이식기(PaperPot Transplanter)

▲ 품명: 종이포트 이식기(Paper Pot Transplanter)
▲ 제조국: 일본
▲ 판매처: Alibaba
▲ 용도: 모종의 재배와 이식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종이 포트 모종 재배법: https://youtu.be/3IlF6liHNC8
② 종이 포트에 씨앗 넣기: https://youtu.be/InOEJWrQM44
③ 종이 포트 이식기의 사용법: https://youtu.be/D25uR_wVVw4
리즈 마틴(Liz Martin)은 미국 뉴욕 주에서 남편과 함께 약 3에이커의 야채 농장을 운
영한다. 그녀의 농장에서는 100여 종류의 야채를 재배하는데 모두 유기농업으로 재배되
어 주로 지역의 레스토랑과 농민시장에 판매된다. 그녀는 2012년부터 양상추, 양파, 시
금치, 당근, 고수풀 등의 모종을 키우고 이식할 때 종이 포트와 수동 이식기(Paper Pot
Transplanter)를 사용하고 있다.
종이 포트 이식기는 일본에서 개발되어 유럽과 미국의 유기농 재배농가로 확산, 보급된
농기구다. 종이 포트와 이식기가 한 세트를 이룬다. 이 이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이 이식기용 종이포트에 모종을 재배해야 한다. 종이 포트는 재생용지로 만들어져 포
트 그대로 땅에 심으면 자연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포트
가 사용되고, 방치되거나 태워지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 대안으로 깊이 고민해볼
만 한 대목이다. 또 작물의 이식 거리에 따라 2인치, 4인치, 6인치 등 세 종류의 종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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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판매되고 있다.
종이 포트 이식기는 작업의 능률면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서서 뒷걸음치면서 이식기를
끌어당기면 종이 포트가 연결된 끈처럼 풀리면서 자동으로 이식된다. 리즈 마틴의 연구
리포트에 의하면, 분당 264개의 모종을 이식할 수 있다고 한다. 1조식(한줄 심기)이 아닌
2조식(두줄 심기)의 경우 그 2배도 가능하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우리
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력난 해결과 노동력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고,
서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굽힘으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은 매우 큰 장점이다
반면 우리의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외국과 우리의 농업환경의 차이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건조
한 토양이 많아 이랑이 매우 작은 반면, 우리는 여릅 철 집중되는 강우 때문에 이랑을 높
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지 재배의 경우 당장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높이와 넓이 조절이 가능한 별도의 보조 바퀴를 달아주는 등의 개조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재배의 경우에는 바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
한다. 동선이 좁은 하우스 안에서는 동력을 이용한 기계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크
다. 그리고 토양이 딱딱하거나 진흙이 많은 경우에는 흙이 잘 모아지지 않는 점도 개선해
야 할 부분이다. 또 뿌리의 번짐이 심한 작물의 경우도 서로간의 얽힘 때문에 종이 포트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입식 수동 이식기(Manual Trans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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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수동 이식기(Manual Transplanter)
▲ 제조국: 태국
▲ 판매처: Kaisong.asia
▲ 용도: 모종 이식
▲ 관련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ifQ9zGAEAqk
입식 수동 이식기는 말 그대로 서서 모종을 심는 농기구다.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재질
도 플라스틱에서부터 아연 도금한 철판, 스테인레스에 이르기까지 제 각각이다. 농촌에
서 규모가 좀 되는 철물점에 가면 한 두가지 정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중국산 제
품이 주종을 이룬다.
근래 들어 입식 이식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밭 고랑
에 쭈그리고 앉아 농작물을 심는다. 그게 편해서라기보다는 오랜 관성 때문이다. 오랜 세
월을 쭈그리고 앉아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의 골반과 무릎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서서 농사를 짓는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을 회관마다 줄지어 선 유모차
들의 행렬은 이미 낮 익은 농촌 마을의 풍경이 되었다.
수동 이식기는 그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방아쇠 타입(Gun type)과 집게 타입(Tongs
type)으로 구분된다. 방아쇠 타입은 한 손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듯 손가락을 오므렸
다 놓아 모종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집게 타입은 양손으로 손잡이를 벌리고 오무려 모종
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아쇠 타입은 하단의 뽀족한 부
분을 흙속에 박고 방아쇠를 오무린 후 모종을 넣고 손의 힘을 풀면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
로 흙이 갈무리된다.
입식 수동 이식의 사용은 좌식에 비해 약 2.5배의 작업 효율이 있다는 리포트가 있긴
하지만 이는 개인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클 것이다. 그보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농작물의
이식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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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동 논 이앙기(Manual Paddy Transplanter)

<크랭크 타입 수동 이앙기>

<핸들 타입 수동 이앙기>

▲ 품명: 수동 논 이앙기(Manual Paddy Transplanter)
▲ 제조국가: 중국
▲ 판매처: Alibaba
▲ 용도: 벼 모심기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https://youtu.be/Xn8x8pibLUs 핸들타입 3조식 수동이앙기
② https://youtu.be/tqYVRaLxtho 핸들타입 4조식 수동이앙기
③ https://youtu.be/DTH9QfY-oyA 핸들타입 5조식 수동이앙기
④ https://youtu.be/561azpuX3BI 크랭크 타입 2조식 수동이앙기
수동 이앙기는 크게 크랭크 타입(Crank Type)과 핸들 타입(Handle Type)으로 나누어
진다. 크랭크 타입은 손잡이와 연결된 체인을 돌려 회전운동을 상하운동으로 바꾸어 모
를 심는 방식이다. 핸들 타입은 직접 핸들을 상하로 움직여 심는다. 크랭크 타입은 모를
일일이 뜯어서 끼워 주어야 하는 반면 핸들 타입은 일반 동력 이앙기처럼 모판에서 모를
통째로 뜯어내 사용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논의 뻘층이 매우 얕게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3모작이 가능
한 나라들에서는 논과 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논의 뻘층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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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다. 이런 상태에서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심으면 모가 물 속에 잠기거나 둥둥 떠다니게
된다. 또 크랭크 타입의 경우 모판에서 일일이 모를 떼어내 끼워주는 것도 매우 고역스런
일이다. 반면 핸들 타입의 수동 이앙기는 모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2조식, 3조식, 4
조식, 5조식까지 제품이 출시되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수동 이앙기로 모를 심기 위해서는 논을 20cm 정도로 얕게 갈아주고 표면
을 뻘 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 통상적인 모보다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산파식보다는 조파식이 이식율이 좋다. 필리핀 농업기술부(IRRI)의 보고
서에 의하면 수동 이앙기의 1일 작업량은 2인 기준으로 약 1,000평 정도 된다고 한다.

4. 풀매는 도구들
‘잡초는 없다’고 한다지만 농부에게 제초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토양과 농법, 풀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수동 제초기들을 발전시켜왔다.
제초기는 많은 농기구들 가운데 그 수에 있어서나 형태의 다양성 등에 있어서 단연 독보
적이다. 세계적으로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 수동 제초기의 종류만 해도 수백여 종을 훌쩍
넘긴다. 나라마다 그 형태는 제 각각이지만 기본적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
다. 그 기준은 크게 제초 시기와 형태, 용처와 용법 등 4가지이다.
수동 제초기는 사용 시기에 따라 초기용과 중, 후기용으로 나뉘어진다. 초기의 어린 풀
을 잡는 방식과 이미 크게 자라서 뿌리가 넓고 깊게 자리 잡은 풀의 제초는 근본적으로 그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봄철 밭갈이 후 빽빽하게 올라오는 어린 풀들을 잡기 위해서는 날
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 뿌리의 생장점 아래를 잘라주거나 갈아엎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반면 이미 자라서 뿌리의 저항이 억세진 경우에는 뿌리를 없애는 방법보다 지표면 위의
풀을 잘라주는 방법이 좋다. 왜냐하면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 제초의 경우 이미 자란
풀의 뿌리를 제초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기
용 제초기는 토양과 뿌리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날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
전해온 반면 중, 후기용 제초기는 풀의 절삭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딸깍 호미, 와이어
제초기, 푸쉬-풀 호미, 스타형과 드럼형 제초기 등이 초기형 제초기에 속하고 러시아 포
킨의 괭이,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선 낫, 이빨 호미 등이 중, 후기형 제초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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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태적으로 보면 기본 프레임에 제초 날만 달린 기본형, 바퀴가 달린 바퀴형, 그리고
스타형, 드럼형 제초기처럼 바퀴와 써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멀티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편이성, 인체공학적인 고려가 중심이 된다.
이외에 사용처에 따라 밭과 논제초기, 용법에 따라 좌식과 입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밭
제초기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논 제초기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논 제초의 특성상 풀을 자르기보다는 뻘 속에 묻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만 작업
량에 따라 1조식, 2조식 등으로 날의 개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전통적인
좌식 농법의 영향으로 친환경 농업에서 좌식 제초가 주를 이루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매
우 희귀한 경우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의 각 국
가들에서도 입식 농법으로 전환한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좌식 농법은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농부들의 신체를 심각하게 무너뜨려서 농촌의 마을은 이미 환자들로 넘쳐난다.
새로운 형태의 입식 농기구, 특히 입식 제초기가 필요한 이유다.

4.1 어린 풀 제초기
① 딸각 호미 (Action Hoes)

▲ 품명: 딸깍호미
▲ 제조국: 한국
▲ 판매처: 꼼지락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 용도: 어린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딸깍호미 사용 동영상: https://youtu.be/oOT26wCpsck
② 간단하게 딸깍호미를 자작하는 법: https://youtu.be/ZMGY5-xo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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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평화나무농장을 운영하면서 생명역동 농법을 보급하고 있는 김준권씨는
1991년 도농교환 프로그램으로 스위스에 갔다가 그곳에서 3가지의 농기구를 가지고 와
서 국내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딸깍이, 긁쟁
이, 풀밀어 등의 3종세트가 바로 그것이다. 그 뒤를 이어 안산에서 ‘난로공작소’를 운영하
는 정종훈씨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농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액션괭이(Action Hoes), 진동괭이(Oscillating Hoes)라 불리는 이
제초기는 우리의 호미만큼이나 일반화된 것이다. 그만큼 그 디자인과 형태 역시 매우 다
양하다.
기본 작동 원리를 보면, 칼날이 땅 속 2~3cm를 파고 들어 풀의 생장점 아래를 잘라준
다. 그래야만 한번 잘린 풀이 다시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다. 날의 표면은 열처리가 되어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날과 자루의 중간에 약간의 유격을 두어 손목에 전해지는 부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 딸각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름
들이 붙게 된 것이다. 또는 입식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호미라 불리기도 한다.

② 와이어 제초기 (Wire Weeders)

▲ 품명: flosing weedkiller
▲ 제조국: 슬로베니아
▲ 판매처: www.zicko.si
▲ 용도: 어린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입식 와이어 제초기: https://youtu.be/QnMi3HCpuCo
② 좌식와이어 제초기: https://youtu.be/YNGaE_nGD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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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드닝 농업(Gardening Farm)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특한 방식
의 농기구가 태어났다. 바로 와이어 제초기(Wire Weeder)다. 말 그대로 강선으로 만들
어진 와이어를 제초날로 사용한다. 와이어는 흙의 저항을 줄이면서 풀의 절삭력을 높이
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좌식과 입식도 있고 날의 굵기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위 왼쪽 사진의 와이어 제초기는 슬로베니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본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스프링강으로 만들어진 기본 프레임에 강선(강철선)을 걸어준 것이 전부다. 자
루는 너도밤나무로 만들어졌다. 강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스프링강의 프레임 하단 부분에
둥글게 홈을 만들어 걸어주었다. 바깥쪽으로 벌어지려는 스프링강의 탄성 때문에 강선은
팽팽하게 당겨진다. 혹 날이 끊어졌을 경우 손으로 스프링강의 하단을 살짝 오므려 강선
을 끼워주면 된다. 날은 여유분이 별도로 제공된다.
이 제초기의 최대 장점은 초경량이라는 점이다.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풀의 절삭력이 매우 탁월하다. 강선이 재질이 피아노선이나 기타줄 1,2번
줄처럼 아주 가늘고 날카로워 땅속 2cm 풀의 생장점 아래를 쉽게 잘라낸다.
물론 단점도 있다. 와이어 제초기는 주로 어린 풀 제초용이기 때문에 이미 풀의 뿌리가
넓고 깊게 자리 잡은 경우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토질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돌
이 많을 경우 줄이 휘거나 끊어질 수도 있다.

③ 스타형 제초기 (Star Weeders)

▲ 품명: 스타형 제초기
▲ 제조국: 한국
▲ 판매처: 꼼지락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 용도: 어린 풀 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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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동영상 보기:
① 사용 동영상: https://youtu.be/o-Z-F16g40Y
② 자작법 동영상: https://youtu.be/UjBpcoyVOq0
충남 예산에서 한옥 목수 일을 하는 김명기씨는 자신의 농장 제초작업용으로 스타형 입
식 제초기를 사용한다. 그는 마을의 농부들과 함께 농기구를 만드는 협동조합을 운영하
고 있으며 배추, 콩밭의 제초 작업에 자신이 직접 만든 제초기를 활용하고 있다.
스타형 제초기는 한마디로 딸깍 호미의 진화된 형태이다. 앞 부분의 날이 별모양을 닮
아 스타형이라 불린다. 딸깍 호미가 제초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스타형 제초기는 제초와
함께 땅고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스타형 날의 주 용도는 바퀴의 역할이다. 동시에 땅
을 평평하게 다듬어주는 써레작업과 부분적으로 제초의 역할도 담당한다.
이 같은 방식의 최대장점은 인체의 부하를 최소화시켜준다는 점이다. 스타형의 날이 바
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목에 전해지는 무게가 매우 적고, 톱니 모양의 날이 지면과의
접착력을 높여 제초가 보다 쉬워진다. 딸깍호미가 주로 당기는 힘으로 제초를 한다면 스
타형 제초기는 주로 미는 힘에 의해 제초가 이루어진다. 인체의 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당
기는 것보다 미는 것이 인체의 부하를 적게 할 수 있다. 단, 욕심을 내어 한 번에 많은 양
의 제초를 하려 하기보다 짧게 짧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형 제초기는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유럽과 미국, 인도 등지에서 넓게 확산되어 있
다. 독일의 가데나(Gardener), 프랑스의 테라텍(Terratek) 등 세계적인 소형 농기구 제
조회사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스타형 제초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④ 드럼형 제초기(Weed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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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구르는 제초기(onkruidroller)
▲ 제조국: 네덜란드
▲ 판매처: POLET
▲ 용도: 어린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https://youtu.be/7FdS2sNQFoY
② https://youtu.be/ajjTB—BaEs
③ https://youtu.be/Yfej6wUenhM
구르는 제초기, 일명 드럼형 제초기는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로 건조한 지역의 토양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기본적인 작동원
리는 스타형과 유사하다. 다만 스타형의 날 대신 수동 잔디깎기와 비슷한 형태의 드럼형
날을 사용한다. 드럼형의 날은 절삭보다는 바퀴 역할과 땅고르기가 주목적이다.
드럼형의 바퀴가 전진하면서 길을 내주고 그 뒤에 부착된 딸깍날이 땅속 2cm 풀의 생
장점 아래를 잘라준다. 스타형이 주로 밭 두둑과 작물 사이에 돋아난 잡초의 제초에 유
용하다면 드럼형은 고랑 사이 풀의 제초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드럼형 날의 길이는
10cm, 15cm, 17.5cm, 20cm, 30cm, 35cm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1조식과 2조식 2가지가 있다.
드럼형 날의 모양이 약간 사선의 형태를 띤 것은 풀의 저항을 줄이고 풀의 끼임을 줄여주기 위
한 것이다. 또 위 사진처럼 옆에 금속 보호판을 달아 작물을 보호해주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⑤ 바퀴형 제초기 (Wheel 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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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바퀴형 호미(Wheel Hoe)
▲ 제조국: 한국
▲ 판매처: 난로공작소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https://youtu.be/MUwSmojsUxY
② https://youtu.be/7UUP1lSTO_0
바퀴는 초기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발명품이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
적인 수동 농기구를 살펴보면 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농기구에 바퀴를 차용해왔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농기구에 바퀴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를 부착해서
사용해왔는데 그 바탕은 바로 그들의 입식농법에 있다. 신체 구조적으로 좌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거의 모든 농사 방식을 입식으로 해왔고 농기구 역시 그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입식은 좌식에 비해 작업의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인체의 주요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대 7.6배 가량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 중국과
인도,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대부분의 농작업이 입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아마도 지
상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좌식농법이 주를 이루는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
래된 농부들의 몸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퀴형 수동 농기구들은 대부분 외발 바퀴에 몇 종류의 작업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고
안되었다. 작업기는 제초날, 쟁기, 써레, 두둑기 등이다. 사용해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좌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비닐
멀칭을 하는 농가들에게는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적합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조업체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난로공작
소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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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간풀, 큰풀 제초기
① 푸쉬-풀 제초기(Push-Pull Hoes)

▲ 품명: Push-Pull Hoe
▲ 제조국: 미국
▲ 판매처: Hosstools.com
▲ 용도: 어린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https://youtu.be/j4yoYTn0KjQ
미국과 유럽에서 액션호미만큼이나 보편화된 또 하나의 제초기가 바로 Push-Pull 호
미이다. 말 그대로 밀고 당기면서 풀을 제초하는 방식이다. 앞과 뒷면으로 모두 날이 있어
서 땅 속에 밀어 넣고 밀고 당기면 풀이 뽑히거나 잘려져 나간다. 날을 잘 세우면 어린 풀
과 어느 정도 자란 풀까지 모두 제초가 가능하다.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반원형, 다이아몬드형, 제비날개형이 많이 사용
되지만 직사각형과 톱니형, 왕관형도 종종 볼 수 있다.
위 사진의 제품은 미국에서 유기농업 도구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HOSS의 제품으
로 V자형 Push-Pull 호미이다. V자형은 흙의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 날
이 중간 중간 톱니방식으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일자형 날보다 절삭력이 뛰어나다. 무엇
보다 자루와 날의 각도를 약 25도 두어 서서 작업이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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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S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센터와 약 600에이커의 농장을 운영하면
서 매년 10월 셋째주에 작은 농사를 위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곳에는 매년
약 8만여명이 모인다고 한다.

② 러시아 다용도 호미(Hook-crooke Hoe)

▲ 품명: Plokorez Fokina(flat-cutter)
▲ 제조국: 러시아
▲ 용도: 자란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용도별 사용법: https://youtu.be/Yilemi_Fkgg
② 자작법 동영상: https://youtu.be/xhcS_4nCgV8
러시아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블라디스노프 포킨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원
의 제초 작업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용도 호미를 고안했다. ‘포킨의 괭이(Plokorez
Fokina)’라고 불리는 이 농기구는 이제 러시아에서 아주 보편적인 농기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농기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료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제작이 쉽고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하나의 농기구로 여러 가지의 작업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농기구의 본체는 고강도의 탄소강 평철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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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네 번의 구부리기(bending)를 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또 날의 3면
을 모두 세워 괭이와 써레질, 북주기, 제초작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또 크기를 4가지
로 세분화해 사용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이 같은 다용도 농기구는 하나로 여러 가지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각의 기능을 전문화한 제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③ 선 낫(Standing Scythe)

▲ 품명: 선낫
▲ 제조국: 한국
▲ 판매처: 꼼지락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 용도: 큰 풀 제초
▲ 관련 동영상 보기:
① 탈핵낫 사용법: https://youtu.be/8iarE2fJiiA
② 풀베낫 사용법: https://youtu.be/-AKd-xSr-SA
③ 가평선낫 사용법: https://youtu.be/q08blpQip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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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의 농부 전희식씨는 전통농업 견학차 필리핀 북부의 바기오 지역에 갔다가 버
스 차창 밖으로 서서 낫질을 하는 일군의 농부들을 보았다. 그는 잠시 버스를 세워 그들이
낫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양해를 구한 뒤 직접 낫을 빌려 풀을 베어 보았
다. 낫은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베는 도구로만 알고 있던 그에게 서서 낫질을 하는 필리핀
의 반달낫은 훨씬 편하면서도 작업 능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귀국 후 대장
장이를 찾아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대형 반달낫을 직접 제작하게 되었다. 일명 ‘탈핵낫’으
로 불린 선낫(Standing Scythe)은 그렇게 탄생되었다.
탈핵낫이 조선낫을 개량한 형태라면 충북 옥천의 조준래씨는 왜낫을 개량한 풀베낫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가평의 박치성씨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평선낫을 제작, 판매
한다.
낫은 호미 등과 함께 가장 오래된 농기구중의 하나다. 그 역사는 기원전 500년 전으로
올라간다. 주로 풀을 베거나 작물의 수확용으로 사용되었다. 초기 형태는 자루가 짧은 모
양이었지만 12~13세기 유럽에 전파되면서 자루가 긴 모양으로 변모되었다. 자루의 모양
역시 직선형에서 S자형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루의 재질도 나무에
서 가벼운 경금속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탈핵낫의 주요 특징은 대장간의 단조와 날 부위의 이중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왜낫
에 비해 날이 무척 강하다. 그리고 날과 자루의 중간 부위를 쓰는 휘게 만들어 서서 일
할 때 지면과 이루는 날의 각도를 이상적으로 제작하였다. 또 사용하는 이의 키에 따라
(대:180cm내외, 중:175cm내외, 소:170cm이하) 날의 휘어짐에 차이를 두어 최대한 낫
과 지면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5. 작물의 관리와 수확에 필요한 농기구들
농기구의 선택은 작물의 종류와 규모,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편리
성이 있다 해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면, 또는 경제성이 있는 반면 몸에 지나친 무리를 준
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농기구의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
형 농기계를 구입했던 농가들의 대부분은 농사 규모에 걸맞지 않은 기계의 유지, 보수비
용 때문에 힘들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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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도시농업 확대정책도 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
적으로 구체화,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농 300만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농기구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한 보급, 지원 사업들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에는 농사의 각 과정마다 매우 다양한 농기구
가 개발, 농업 현장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 시군별 농업기술 센터를 활용하여 농
사의 규모에 맞는 농기구의 선택에 관한 컨설팅 사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무동력 바퀴형 분무기는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
구다.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기존의 어깨 견착형에 비해 몸의 무리를 현저하게 줄여준다. 약간
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존의 어깨 견착식 분무기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선 채소잎 수확기는 비빔용, 계속 수확용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일손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기존 손으로 수확하는 것에 비해 작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
니라 수확된 채소의 상태 역시 훨씬 양호하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농가들에서 예초기는 제초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동력을 사용하고, 몸에 무
리를 많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손 낫 작업에 비해서 작업의 효율을 훨씬 높
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바퀴달린 무동력 분무기(Wheel Splay Pump)

▲ 품명: 바퀴달린 무동력 분무기(Wheel Splay Pump)
▲ 제조국가: 인도
▲ 용도: 농약, 영양제 등의 살포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2RW3_se_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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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원리에 대한 소개: https://youtu.be/bn1Fmo_mMLY
▲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분무기: https://youtu.be/YPOVYappZzU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깨에 매는 견착식 분무기를 많이 사
용한다. 나이 든 농부들은 그 무게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수동 펌
핑 대신 밧데리 충전식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어깨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신 가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인도의 농부 마한은 자신의 배추밭 영양제 살포를 위해 무동력 바퀴회전식 분무기를 개
발했다. 이 분무기는 러시아의 외발 바퀴형 분무기의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매우 편리하
고 힘도 적게 들어서 인도 전역으로 급격하게 보급되었다.
기본적으로 분무기의 원리는 공기를 압축시켜 액체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것이다. 공
기를 압축시키는 에너지원에 따라 수동 분무기와 동력 분무기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견착식 분무기가 팔과 어깨의 힘을 이용한다면 바퀴회전식 분무기는 바퀴의 회전력을 그
대로 이용한다. 바퀴와 약통의 중간에 크랭크 축을 연결해 바퀴의 회전운동을 약통의 상
하운동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분무가 이루어지려면 분사 노즐의 높이, 폭, 각도, 압력 등의 조절이 자유로
워야 한다. 그래야만 재배 작목, 지형, 작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무액을 허비하지 않
고 원하는 부분에 정확히 분사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마한의 분무기는 노즐 지지대를 자
유롭게 꺽거나 길이를 줄이고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② 신선 채소잎 수확기 (Quick-cut greens Harv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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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신선 채소잎 수확기
▲ 제조국가: 미국
▲ 제조사: farmers friend
▲ 용도: 잎 채소의 수확
▲ 사용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_gu8vFwz5nM
▲ 동력 수확기: https://youtu.be/4YrzNXAUxZQ
미국에서 유기농 신선채소를 재배하는 농부 장 마틴은 자신이 운영하는 그린하우스의
작물 수확을 위해 신선 채소잎 수확기(Quick-cut greens Harvester)를 사용한다. 그가
재배하는 작물의 대부분은 2회 이상 수확이 가능한 것들이다. 시금치와 치커리, 청경채,
부추 등은 수확 당일 인근의 마트에 공급되어 샐러드용으로 전량 판매된다. 마틴이 이 수
확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칼에 비해 절단면이 깔끔하고, 무엇보다 작업의 효율이 월등하
기 때문이다. 리포트에 의하면 손작업에 비해 약 10배 이상 작업 효율이 높다고 한다.
이 수확기는 채소를 절단하는 톱날 모양의 날과 회전 블레이드, 그리고 채소를 담는 트
레이와 드릴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장치 등 크게 4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
확기의 측면에 드릴에 꽃아 회전시키면 하단의 절단 칼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채소를 절
단해준다. 그리고 이것을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부드럽게 쓸어 담아 트레이로 옮겨준
다. 이렇게 수확된 신선채소들은 손으로 작업한 것에 비해 작물의 손상이 최소화되어 가
치를 상승시킨다. 또 날은 청소와 교체를 위해 탈부착이 수월하도록 설계되었다.
재배 면적이 넓은 농부들은 이 같은 반수동형보다 동력형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동
시에 더 많은 량의 수확을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자전거 트랙터 (Bicitractor)
자전거 트랙터(Bicitractor)는 말 그대로 자전거의 페달 파워를 이용한 트랙터이다. 달
리 ‘Culticycle(농업용 자전거)’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에서는 주로 중소 규모의 야채 재배
농장에서 사용된다. 동력 트랙터처럼 파워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5~10cm 깊이
의 작업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제초나 파종 작업 등에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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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자전거 트랙터를 전파한 이들은 스페인의 적정기술 그룹‘Farming Soul’(농
부의 혼)이다. 이들은 주로 자전거의 페달 파워를 활용한 세탁기, 믹서기, 옥수수 분쇄기
등에 관한 제작 교육 워크샵을 진행해왔다.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한 농부의 제안을 받아 자전거 트랙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매년
유럽의 각국을 순회하면서 자전거트랙터 시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전거 트랙터는 기본 프레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들은 폐 자전거, 오토바이. 보트 부품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또 화석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또 소음이나 공기
의 오염 걱정 역시 할 필요가 없다. ‘Farming Soul’은 자전거 트랙터를 원하는 농부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대당 제작 기간은 2인 기준 6.5일 정도라고 한다.
유럽 대부분의 적정기술 그룹들이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들의 모
든 결과물을 오픈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전거 트랙터의 제원, 공구, 재료, 캐드 도면, 제작공정까지 매우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트랙터' 제작자가 되보기 바란다.

▲자전거 트랙터 시연 동영상: https://youtu.be/6QzzSJqiV9o
▲자전거 트랙터 경연대회: https://youtu.be/l_Ps7ehvyDs
▲다른 형태의 자전거 트랙터: https://youtu.be/fVQxlnaFr0s
▲기본 제원, 필요한 공구/재료/작업공정/캐드 도면 등에 대한 상세 자료가 있는 사이
트: http://www.instructables.com/id/BICITRACTOR-B300-POC21-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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