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벼 보급종 추가신청기간 내 필요한 종자를 신청하고, 보리·밀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와 시설채소 환경관리, 2022년 과수 영농계획 수
립에 신경 쓰고 겨울철 한우관리 및 축사화재 예방에 힘쓴다.
1. 벼농사
○ 벼 보급종을 기본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신청기간(1.28.
까지)에 남은 물량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수령한다.
○ 자가 채종 종자 및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
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반드시 받은 후 사용한다.
2. 밭작물
○ 보리·밀 재배포장은 월동기간 중 알맞은 토양수분이 유지되어야 뿌리
생육이 양호하며, 논인 경우 배수구를 잘 정비하여 습해를 예방하도
록 한다.
○ 봄감자 보급종 종서 신청 시기를 놓친 농가는 해당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추가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종서의 수명과 활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알맞은 저장온도와 습도에 보관하고 병해충, 쥐 피해 등
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채

소

○ 시설재배 작물별 적정습도 유지로 생육관리 및 병 예방에 유의하고
보온 커튼은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하며, 작물별로 최저 생육한계온도를 확인하여 동해를 예방한다.
○ 겨울철 시설하우스재배에는 시설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아
작물 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 환기를 실
시하거나 유기물(퇴비, 볏짚, 가축분, 톱밥 등)살포, 탄산시비 등 적
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 폭설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하고, 노후하였거나 붕괴우려 등 재해에 취약한 하우스는
보강 지주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 재해에 대비하며, 겨울철 휴작인 하
우스는 비닐을 미리 걷어 골재 피해를 예방한다.

4. 과

수

○ 과원 경영계획수립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등 각종 인증제
도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에서 수집, 또는 이수하도록 한다.
○ 저장고 내 이산화탄소 및 에틸렌의 과다 축적은 품질(갈변, 연화)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환기(1주일에 1∼2회, 10분
씩)를 시켜준다.
5. 축

산

○ 소는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건초나 볏짚을
쌓아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기온이 0℃일 때 초속 1m의
바람이 불면 소의 체감온도는 영하 6~10℃로 뚝 떨어져 질병에 취약
해지므로 찬바람에 직접 노출을 피한다.
○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 농장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
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하며,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규격품 사용과 문어발식 플러그 연결을
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