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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자율교환으로 종자를 확보한 농가는 종자 활력검사를 받고, 맥류 웃거
름 살포와 봄 감자 싹 틔우기에 신경 쓰고, 시설채소 환경관리와 마늘·양파
웃거름 주기, 과수원 동해 예방 및 월동 후 사료작물 관리에 힘쓴다.
1. 벼농사
○ 벼 보급종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우량 종자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 종자를 확보하되 탈망작업 및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
고, 신품종을 재배할 때는 적응지역과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재배를 피하도록 한다.
○ 땅심 높이기를 위해 보통논, 미숙논은 18cm 이상 깊이갈이를 실시하
며, 볏짚 또는 퇴구비를 시용하지 않은 논은 깊이갈이를 지양하고 유
기물을 주지 않은 논과 퇴비를 준 논은 봄갈이를 실시한다.
2. 밭작물
○ 밀, 보리의 웃거름 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2월 중순~하순이며, 웃거
름 주는 양은 10a에 요소비료 9~12kg으로 2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
으나 노력 절감을 위해 1회에 주어도 무방하다.
○ 감자는 싹이 빠르고 고르게 올라오도록 산광 싹 틔우기를 하는데 파
종 예정일부터 약 20~30일전(2월 중순~하순)에 실시하고 3월 상
순~중순에 아주심기를 한다.
○ 산광싹틔우기는 15~20℃ 온도와 습도 80~85%를 유지하고 30~50%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실시하되 낮에는 25℃ 이상 올라
가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며 밤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한다.
○ 씨고구마를 묻은 후 싹이 트기까지 묘상에서는 가급적 고온인 30∼3
3℃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25℃로 조절하며 충분히 관수하
여 씨고구마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3. 채

소

○ 난지형 마늘과 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도록 하되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형비료를 직접 살포해 주는 대신 물에 녹여 물 비료를 만들어 주
면 비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비료 효율도 높아진다.
○ 고추 육묘 중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처치로 요소 0.3%(물 20
ℓ당 요소 60g)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킨다.
○ 시설채소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
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
주며,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하여 과습을 예방하고 이산화탄소(CO₂)
를 공급한다.
4. 과

수

○ 과수 동해 피해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정은 눈을 평년보다
1.5~2배 남기고 피해 확인 후 마무리 전정을 2월 하순~3월 상순까
지 실시한다.
○ 과수 전정시에는 주요병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고 전
정가위는 반드시 소독 후 다른 나무 가지를 자르도록 한다.
4. 축

산

○ AI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 사료작물 웃거름 주는 시기는 생육이 시작할 때가 적기인데, 남부지
역은 2월 상순이 적당하다. 웃거름 양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
ha당 요소비료 11포(220kg), 청보리와 호밀은 6포(120kg)정도이다.
* 만약 가을에 퇴비를 많이 넣었거나 봄철에 가축분뇨를 뿌릴 경우 화
학비료 양을 줄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