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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농사메모
기

간

2022년 2월 27일 ～ 2022년 3월 5일

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내

용

농가 자율교환 볍씨는 종자 활력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기재배용 고구마
묘상 준비에 신경 쓰며 마늘·양파의 잡초제거와 병해충 방제, 봄철 과수묘
목 선택과 심기,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힘쓴다.
1. 벼농사
○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
술센터에 종자 활력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품종을 재배할 때는 적응지
역,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특성을 파악한 후 사용한다.
○ 겨우내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는 사용 전 엔진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부위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세척 및 부품교환을 통해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되도록 한다.
2. 밭작물
○ 씨 고구마는 병들지 않아 건전하고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졌으며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품종을 선택하고, 온상에 묻기 전에 침투성 살균제
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은 47~48℃에서 40분간 침지 소독한다.
○ 씨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의 기간은 전열온상과 양열온상에서는
40일, 비닐냉상 50~60일,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전열온상에서는 30
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 고구마 육묘상의 폭은 120~130cm가 묘상관리 및 채묘작업에 용이하고,
묘상사이는 30cm가 적당하며 길이는 묘상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콩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기간이 3월 17일까지이므로 품종특성을 미리
알아본 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을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 농민상담소(읍·면상담소가 없을 경우 읍·면사무소)에 희망품종과
물량을 신청하고, 재배방법에 따른 농약, 전용비료 등 농자재를 미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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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

소

○ 마늘과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웃거름을 주도록 하고 생육 상태
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추 육묘 중기는 본 잎이 2～3매 정도 나와 묘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로 균형적인 생육을 위해 햇빛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 주고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한다.
○ 저온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번에 뿌리 밑까지 젖도록
주어야 온상 내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ℓ

○ 고추 육묘 중 저온피해를 받앗을 경우 응급처치로 요소 0.3%(물 20 당
요소

60g)

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킨다.

○ 시설채소 겨울철 물주기는 오전 중에 주며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아지
지 않도록 낮에 환기를 알맞게 하여 과습 예방 및
4. 과

를 공급한다.

CO₂

수

○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묘목 선택은
과원 경영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품종은 정확해야 되며, 병해충이 없고
잔뿌리가 많으며 충실한 잎눈이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한다.
○ 묘목의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
시 심어야 하는데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심도록 한다.
○ 묘목을 심을 경우는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ℓ 준 다음 물이 흡수된 후 복토해야 생육이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10~20
좋아진다.
5. 축

산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출사 출입 시 전용 의복 및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주기
적인 소독약 교체 등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 귀리는 봄철 단경기 사료작물로 파종 후 두 달이 지나면 풋베기로 이용
이 가능하므로 봄 파종을 원하는 농가는 3월 상순까지 파종하도록 하며
파종량은 조파 시 ha당 120~150kg, 산파 시 150~200kg으로 하고 깊
이는 2~3cm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