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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 설치를 위한 각종 농자재 준비와 봄 감자 아주심기 요령, 고구마
육묘상 설치에 신경 쓰고, 시설수박 관리 요령과 고추 육묘 관리, 과수 이
상기상 피해 대비에 힘쓴다.
1. 벼농사
○ 볍씨는 재배지역별 생태, 숙기, 용도를 고려하여 고품질 밥쌀용, 특수
미, 가공용 등 용도에 맞는 품종이면서 순도가 높고 고유 특성이 잘
보존된 종자를 선택한다.
○ 못자리 설치에 앞서 준비할 영농자재 중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각종 농자재는 정리하고, 필요량을 미리 주문해 두어 벼농사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판 상토를 구입할 때는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결과가 첨부된 상
토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사용하고, 상토 무게를 기준으로
중량상토, 경량상토, 매트형상토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 상토별 장단
점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밭작물
○ 봄 감자를 아주 심을 때 알맞은 감자 싹의 길이는 3~5cm정도이며,
뿌리가 잘 발달해야 심은 후 뿌리내림이 좋고 초기 생육도 왕성하므
로 3월 중순 이전에 아주심기를 마치도록 한다.
○ 감자밭은 아주심기 하루 전이나 심는 날 땅을 고른 후에 이랑을 만들
며 늦서리에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는 일찍 심을수록 좋다.
○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500~7,100본 정도이고 매회
1,500~2,200본의 싹 생산에 필요한 씨 고구마 양은 75~100㎏ 정도이
며,

온상에 묻기 전에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은 47~4

8℃에서 40분간 온통소독을 실시한다.

○ 씨 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의 기간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전열온
상은 30일, 양열온상은 40일이며 최아비닐냉상 50일, 비닐냉상 50~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3. 채

소

○ 시설수박은 밤낮 기온 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밑으로 떨어지면
수꽃의 꽃밥 터짐(개약)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재대로 열리지 않으며 기형 열매 발생이 증가하므로 부직포 준비 또
는 전열선 등을 설치해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 시설수박 수정 3~4일 전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하다면 미
리 물을 주고 열매가 갓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열매보다 식물
체 자람이 왕성해져서 열매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당도를 높이려면 식물체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고 토양 특성에
따라 수확 10~15일 전 물대기를 멈춰야 당도를 높일 수 있다.
○ 고추 육묘시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
하고 꽃수가 감소하며 꽃의 소질이 떨어지므로 육묘기간 중 햇빛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준다.
○ 고추 육묘는 보온관리가 중요하지만, 낮 기온이 올라가면 고온장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에 유의하고, 고온이나 저온장해가 발생할 때는
생육에 따라 요소 0.2~0.3%(요소 40g~60g/20ℓ)액을 엽면시비 한다.
4. 과

수

○ 저온피해 상습발생 지역이나 늦서리 발생이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세살수시설’인 경우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원을 확보하고, ‘방상팬’의 경우 지상 6~8m높이에
설치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연소법’을 사용할 경우 재료를 과원에
미리 준비해 둔다.
○ 과수 꽃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상
고온이나 저온이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상기상에 따른 수분
수정이 우려될 경우 인공수분을 통해 적극적인 결실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