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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겨울 추위가 특히
빨리 걷히면서 고온에 건조한
날씨가계속된결과, 해충과병
균의 도가 높아지고 번식활
동이 왕성해져 코앞으로 다가
오고있는 농철에각종병해
충발생이크게우려되고있다.

농촌진흥청에서지난3월20
일발표한바에의하면, 전국의
150개예찰소에서실시한바이
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의 월동

도조사결과, 논두 이나 보
리밭에서 채취한 애멸구는 지
난해같은기간의1,408마리보
다27% 증가한1,787마리 으
며, 끝동메미충은지난해의572
마리보다 무려 71%가 늘어난
979마리 다고한다.

이에따라 이들 해충중 애멸
구를 매개로한 벼줄무늬잎마
름병 및 검은줄오갈병과 끝동
매미충을 매개로한 오갈병 등
의 발생이크게우려되고있
다.

특히 애멸구의 경우 경기∙
강원∙충북∙전북∙전남지역

의 발생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지난해 중부지역에서 20여년
만에 발생했던 줄무늬잎마름
병이 올해도 격발하지 않을까
긴장하고있다.

금년들어 특히 고온이 지속
되었던 결과, 애멸구의 성충이
지난해같은날의183마리보다
133% 증가한 427마리로 나타
나앞으로애멸구피해역시극
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과의 경우에도 사과응애
가100눈당776알씩붙어있어
지난해의 208알보다 3배이상
증가했으며, 배는 꼬마배나무
이가 껍질 부분 25평방센티미
터당 지난해의 3.9마리에서
77% 증가한6.9마리가 나타났
다고 하며, 복숭아의 뽕나무깍
지벌레도5가지당지난해1.6마
리보다63% 증가한2.6마리가
채취되어 이들 해충들의 직접
적인피해도크게나타날것으
로예상되고있는실정이다.

관행농업에서 사용하고 있
는농약의종류가860종을넘고

있음에도, 위와같은 병∙해충
이창궐할경우에이를방제할
약제가없어병에강한품종을
심거나 질병의 매개체인 애멸
구를 적기에 살충하도록 계도
하고있을뿐이며, 과수의수많
은 월동해충들도 개화전에 집
중적으로 해충이나 충란을 방
제함으로써 피해를 막아나가
자고지도하고있으나피해병
균이나 해충의 종류는 오히려
많아지고있는중이다.

◆유기농산물수요폭발

지난97년의IMF이후로일반
농산물의 수요는 매년 10%씩
줄어져 왔으나, 친환경 유기농
산 물 의 요 구 량 은 매 년
20%~30%씩 꾸준히 증가하여
왔었는데, 금년들어서 현재까
지의3개월간은판매량이60%
나 증가하여 가히 폭발적이라
표현할수있게되었다.

이는 최근들어 국민들의 건
강지향적인 식생활의 변화로

기인한 결과이나, 이럴때일수
록본회회원들또한소비자들
의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인
증품을 생산해서 품귀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연중 안정
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다해나갈때에비로소유
기농업의 전국적인 확산보급
이순조롭게전개될수있을것
이다.

금년에도 특히 무농약재배
인증이상의 쌀과 곡류의 공급
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니만
큼회원여러분들의배전의노
력을강력히촉구하는바이다.

◆성능좋은 유기농자재
병∙해충별로적극활용

유기농업의 기본은 토양개
량에있음을명심하고항상양

질의 발효퇴비를 충분히 투입
토록 노력하되, 작물의 생육중
에도 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연자재들 또한
십분활용하기바란다.

본 회보 제19면을 비롯하여
지면 곳곳에 소개된 미생물제
제와 자연자재들은 모두가 좋
은성과를올리고있는최고의
제품들이니, 적극 활용하여 최
상의수확과소득을올리는한
해농사가되도록최선의노력
을다하여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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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세세한한사사항항은은““77면면하하단단광광고고””참참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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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건조까지 지속되어 충란∙병균의 활동이 왕성해져

벼 애 멸 구 성 충 이 나 사 과 응 애 류 는 작 년 보 다 배 이 상 많 아

꾸준히 개선시킨 고성능 유기농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방제하도록

사람은사람은 자기자기 실력만큼실력만큼 접받는다접받는다��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사무국임직원일동

◆유기농업기술◆ ◆건 강 ◆

�有機農業事典
정진 외 공저

가격 20,000원
(제4판 발행)

회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안
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농민들은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면하고 자랑스런 유기농업인으로 접 받으면서 세계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유기농업관련서적에서 찾도록 아래의 서적들
중 2~3권씩이라도 꼭 읽고 실천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누구나손쉽게실천할수있는토양병방제와무농약재

배법김운여������������7,000원

●포도병해충과생리장해차병진외3인���12,000원

●쌀겨농법김광은역�����������7,000원

●유자재배신기술김재광저�������4,500원

●건강의열쇠김붕남, 이숙연저������5,000원

●기적의종합광선치유법이세희편저���6,000원

●눈의건강김태수역����������5,000원

●현 병에도전김기준역��������7,000원

●혈액형과현 병조 일저�������6,000원

서적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서적 금
에등기료2,000원(2권기준), 예외로“유기농
업사전”구입시는 회원에 한하여 20% 할인
된 가격 16,000원(등기소포료 3,000원 별도)

을 농협 016-01-168315 가입자 유기농
업협회로 송금한 후 전화(02-406-4462)
로확인해주시면즉시등기와등기소포로발
송하여드리겠습니다.

올해올해농사에농사에병해충병해충피해피해비상걸려비상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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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22일은제10회‘세
계물의날’이었다. 세계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한동 국무
총리와환경부∙건설교통부∙
농림부등관계부처의장관, 전
문가등2천여명이여의도KBS
홀에 모여 기념식과 다양한 부

행사를개최하 다.
이처럼 물절약을 부르짖는

행사가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
는 것은, 물부족과 수질오염에

한 위기감이 지구위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포의 상으로
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부끄러운물부족국가
이날을맞아우리가특히부

끄럽게느끼지않을수없는것
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열
사막지 의 르완다나 케냐, 소
말리아와 같은 미개국과 어깨
를 나란히 하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된지 12년째이며, 2011년
에가면한국의물부족량이18
억톤에 이르러 아침저녁에 세
수할 물마져도 없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지방에 위치하여 강수량도
큰 문제없이 지내왔고, 조상들
의 속담에『물쓰듯 한다』는 표
현이 있었듯이 우리는 적어도

물만은수질도최
고요, 수량도걱정
없이살아온나라
인데, 왜 근래에
갑자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했단
말인가?
◆수질과 소비
량이급속히악
화일로에있어

가장큰원인은
수질의악화이다.

지하수자원은
풍부함에도 불구

하고 그것을 퍼올려 사용하기
위해 분석해보면 음용수는 물
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
어있다는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국

민들의 물소비량이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불란서국민들의3배
인1인당하루380l에이르고있
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
다는점이다.

필자가 지난 96년 8월에 불
란서의 디죵에서 개최된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주최의『비화학적제초기술심
포지엄』에 참석하 을때 겪은
일인데, 숙소인 호텔에서 샤워
를 할라치면, 샤워기에서 나오
는 물의 양이 우리나라 샤워꼭
지의 1/4밖에 되지않아 머리에
서부터 발끝까지 물을 한번 골
고루뿌리는데만도1분가까이

걸리게되고, 비누칠한 후에 비
눗물을씻어내려면5분이상은
족히 걸리다보니 철없이 마구
잡이로 물을 낭비하던 우리나
라 사람들에게는 단히 불편
한시설이라할수있었으나, 불
란서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물
꼭지를 누른후 5~10초 후에는
자동으로 끊기든가 소량의 물
이 나오도록 되어있음을 보고
불란서인들의철저한절수정신
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짐을
크게느낀바있었다.

◆절수외엔 안없어
국민의자각이없을경우앞

으로 갈수록 지하수오염은 심
화될것이며, 댐을건설하는것
이 최선이겠으나, 환경운동단
체나 수몰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근년에 들어서는 한 곳
도 댐건설을 추진하는 곳이 없
어지게 되어 건설교통부의 전
망으로는 2006년부터는 전국
적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있는실정이다. 

다만, 한가지의 안이 있다
면, 국민모두가『물을 물쓰듯』
하는 습관을 버리고 절반이상
의 물을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
여나가는길밖에없는것이다. 

국민 자발적인 절수운동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엔, 정부에
서도 정책적인 절수를 강요하
는방안으로, OECD국가중가장
물값이 비싼 덴마크의 1/9밖에
안되는 우리의 수도요금을 배

이상인상시킴으로써강제로라
도 물의 낭비를 줄이도록 압력
을가해야할것이다.

◆유기농산물인증엔
2급수이상이필수
일반농민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본회의 회원들이 열심히
실천한 유기농업의 성과를 농
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평가
받고 친환경농산물로서의 유
기∙무농약∙저농약재배품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
표수가됐건, 지하수가됐건2급
수이상의 수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지하수질의
오염때문에, 본인의 과오와는
전혀상관없이유기재배인증을
박탈당하고마는예들이속출하
고있는것을볼때우리회원모

두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
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
야할것이다. 

◆『물경찰제도』도입을 정
부당국에강력건의

지난3월22일방송통신 학
강당에서 개최한 세계 물의

날기념『농업용수보호관리심
포지엄』에토론자로참석한필
자는『물경찰제도』의도입을강
력히주창한바있었다.

그동안굴하지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친환경유기농업을
개척하며 실천하여 오고 있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획득자
들을 물경찰로 위촉하여 농업
이든 산업분야 이든 오염행위
자들을철저히감시∙적발∙의
법처리토록최소한의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한바, 농림부와 농업기반
공사 간부들도 적극호응하며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니기 해보도록하자.

<다음호에계속>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농업연수원건립운동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610-17-001870

∙가입자: 유기농업협회

각도지부 및 시∙군지회 임원진들은 물

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

력으로 금년내에 진입도로와 연수원 부지

조성은물론9천평에이르는개간사업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

니다만, 모금기간을 단축시킴과 함께 본회

의 정예회원 육성과 회세강화를 위하여 현

재 11,481명에 그치고 있는 평생회원에

한 배가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오니 평

생회원 여러분께서는 주위의 독농가들을

적극 계도하여 본회의 평생회원으로 가입

토록 독려해 나가는 일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 3월중의 건립 성금 모금액

◆ 연수원 건립 성금 관리현황

권권오오상상-- 봉봉화화군군

김김용용규규-- 무무안안∙∙현현경경서서부부지지회회

송송선선덕덕-- 산산청청군군

박박장장일일-- 광광주주

김김종종완완-- 거거창창

장장희희용용-- 의의성성

이이해해근근-- 시시흥흥

평평생생회회비비((222255××4400,,000000))

차차입입금금((정정진진 부부회회장장))

이이자자

100,000

1,000,000

30,000

50,000

100,000

20,000

12,000

9,000,000

2,200,000

19,790

12,531,790

내 역 입금액(원)

3월 합계

평평생생회회원원배배가가운운동동을을전전개개하하자자!!!! 

2002년2월28일현재가용기금

2002년3월모금액

연수원토목공사비

2002년3월31일현재가용금액

17,890,677원

12,531,790원

-6,000,000원

24,422,467원

:

:

:

:

유 기 농 업 연 수 원 건 립 성 금 모 금 현 황

칼 럼정 진

▲해가갈수록물부족현상이심화되어거북이등보다더심하게갈
라지고있는한국저수지들의바닥모습.

아프리카의벌거숭이미개인들과어깨를나란히한

『물부족국가』의오명을씻으려면



건강과 자연농업 �3�제177호 2002년 4월 1일

자연상태의 흙은 미네랄
과미생물천국

흙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
니까? 나뭇잎은매년떨어집니
다. 이것을흙속에살고있는미
생물이 먹고 흙으로 만듭니다.
산중에서 살고 있는 멧돼지와
노루그리고, 새들, 이들의배설
물에서 시체에 이르기까지 모
든 것이 미생물에 의하여 흙으
로되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자연의 흙속에는
철, 구리, 아연, 칼슘, 망간, 칼륨,
마그네슘, 세레늄, 몰리브덴, 인,
바나듐 등의 광물질이 가득 들
어있습니다. 그것을 흙으로부
터 흡수한 식물의 잎사귀나 나
무의 열매를 곤충이나 동물들
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은 바위건 돌이
건흙으로만들어버리는데, 과
연 바위에 붙은 이끼를벗겨보
면밑에는흙이있습니다. 저런
데서도 흙만들기가 행해지고
있는것인가? 

거기에는 하나의 낭비도 없
습니다. 자연계의 생물은 미네
랄을 가득 함유하고 있습니다.
부식토 속에는‘스트렙토마이
신’과같은항생물질, 그리고아
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세계가 가득 들어있어 식물과
동물들도 모두 그것을 흡수하
고있는것이틀림없습니다. 그
런 까닭에 병에 안걸리는 것이
리라.

농약∙화학비료 사용으로
미네랄균형깨져

그런데 우리들이 재배하고
있는채소나쌀은어떠합니까? 

병투성이가 아닙니까? 화학
비료니 농약이니 하여 이런것
들이없으면아무것도할수없
는것처럼말하고있습니다. 하
지만, 화학비료라고 해도 질소
는질소, 인산은인산, 가리는가
리일뿐그속에는미네랄이전
혀없지않습니까? 화학비료는
독일이2차 전때짧은시간에
많은 양의 군량미를 얻으려고

량생산을 시작하 는데, 60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쌀과
채소가남아도는데도화학비료
를사용하고, 그화학비료때문
에흙이죽어가고, 농약을사용
하고있습니다. 

미네랄은 균형이 중요하다
고 하는데, 이렇게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면 균형이 깨지
지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농업
은 오랫동안 축적된 미네랄을
그저빼앗기만했을뿐 다시순
환시키지 않았습니다. 

농토속미생물과미네랄은
인체의혈액과같아

고추를 재배하면 고추를, 배
추나 오이도 수확을 하게 되면
모조리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땅속의 미생물은 아무것도 먹
을것이없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나뭇잎도, 나
뭇가지도, 거기에 살고있는 동
물들의 배설물도 모두 흙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런데 인간들
은땅에서생산된것을먹고있
으면서도, 배설물을 처리하여
바다나 하천에 버립니다. 그러
니 미생물은 살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흙은 가로1cm, 세로
1cm, 높이1cm에는10만마리의

미생물이 살고있는데 인간이
알고있는미생물은약2000종
류정도뿐입니다. 

미생물이 감소하면 식물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흙이 죽었다’고 말
합니다. 게다가 미네랄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
비료라일컬어지는질소, 인산,
가리를 주어 작물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미 농지속에
다른 미네랄은 없어진게 틀림
없습니다. 극히 소량일지라도
칼슘이부족하면사람들마저도
병을앓게됩니다. 채소나쌀일
지라도 철분이 부족하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쓰지않으면안됩니다. 

요컨데 미네랄의 균형이 깨
지기 때문에 작물은 약해지고
병에 걸립니다. 오늘날의 농업
은화학비료, 농약, 제초제로흙
을 흙답게 만드는 미생물을 죽
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소
나쌀에본래부터있어야될미
네랄을 비롯한 양소들을 잃
어버리고, 들어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의 독이 든 채소나 쌀
들을생산하고있습니다. 

독성이 든 농산물은 인체
에도치명적

이런 농산물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병에 걸리기 쉽
고, 의료비도크게늘어만갑니
다. 수확량은 늘었을는지 모르
나, 그것은 이제부터 오랜세월
에걸쳐서땅에서얻게될수확
을 미리 빼앗아버린 것에 불과
합니다. 더욱이약해진 수확물,
떨어진 양가, 점점나빠진흙
은언젠가는큰벽에부딪쳐어
떻게도할수없게될것입니다.
채소나 쌀이 그렇게 되면 그것
을 먹고 사는 인간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인간이먹는음식물의3

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지방
이고 이 양소의 균형을 만들
어주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
인데3 양소만먹고인간이
살수 없는것처럼, 식물도 비료
의3 요소가질고, 인산, 가리
라하여3 요소만먹어서는안
되는데, 우리는질소, 인산, 가리
만40년동안주면서식물이병
없이 잘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을 직시한다해도 해결 방법은
퇴비를 많이 흙에 깔아서 미생
물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객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쉽
지는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땅은 40년동안
질소와 인산을 주어서, 인산은
흙을움켜쥐고떼알을이루기가
어렵고 미생물도 살기에는 적
합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근래
에배추, 양배추에혹이생겨서
이런저런 약제를 무작정 사용
해보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바 질
소와 인산의 과다사용에 의한
병임을발견했습니다.

그 치유방법을 찾아내어 필
자가개발[혹혹달달가가스스]한바도있
지만, 조기에많은양의생산은
수확을 늘릴 수는 있을지언정,
식물을 약하게 하여 농약을 사
용해야하는결과를초래하 으
며 농약의 사용은 비용을 증가
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곤
혹스럽게하 습니다

고추달가스

■■■■ 효효효효 과과과과

●병해충예방
●도복방지
●생산량증 (약10%)
●공기중질소고정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1.침종[500배]
2.유수형성기[500배]
3.분얼완료기[500배]
4.출수기[500배]
5.개화기[500배]

6.성숙기[500배]
☆ 1병:12,000원(500cc),2병,20병

■■■■ 효효효효 과과과과

● 진딧물 서식 예방
● 고추의 성장이 빠르다. 
● 역병,탄저병에 안걸린다.
[10일 간격 주기적으로 살포시]
● 생산비용을 줄여준다.

● 마디가 짧아진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액과 희석하여 살포
☆ 1병:12,000원(500cc), 2병, 20병

■■■■ 효효효효 과과과과

●무농약 배추생산
●무름현상이 없다
●성장속도가 빠르다
(약7일)  
●배추가 까지지 않는다
●배추생산비용을 줄여준다[약
10분의 1]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500배액과희석
☆ 1병:12,000원(500cc),2병, 20병

배추달가스벼달가스

녹우컴파운드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1213
핸드폰 : 019-336-1780
전화 : 033-747-6456
E-mail : ko281@hanmail.net
Hompage: www.nokwoo.wo.to

구좌번호: 농협307066-52-043129
이창환

식식물물의의미미네네랄랄흡흡수수∙∙면면역역력력증증 를를높높
이이는는길길은은??

미네랄균형과미생물이식물건강∙성장의관건
친환경유기농업으로미생물과미네랄을풍부히

오이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를 포
기하는사례를보고수년간연구하다성공하 습니다.
☆ 1병:12,000원,4병,10병,20병

■■■■ 효효효효 과과과과 �노균현상이안생긴다.�흰가루가안생긴다. �마디가짧아진다. 
�성장속도가빠르다. �열매가잘달린다. �잎에윤기가난다.

■■■■ 시시시시설설설설하하하하우우우우스스스스에에에에서서서서는는는는 피피피피하하하하고고고고 노노노노지지지지에에에에서서서서만만만만 사사사사용용용용을을을을 권권권권장장장장....

탄

생

▶▶55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필자 소개

녹우컴파운드 표이창환
☎ 019-336-1780

033-747-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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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방제가는 조구(제초
제2회처리) 88%에비하여오
리사육시 93% 이상으로 우수
하 다. 

다다.. 방방사사체체계계에에 따따른른 오오리리
생생육육과과소소득득분분석석
각방사시기별오리생육은6

월10일, 7월10일및9월10일
방사는방사전3주동안의오리
생육이양호하 으나, 3회방사
(8월10일)시의 오리 생육이 낮
은 것은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
육추가미흡하 기때문이다. 

또한각방사시기별로벼논
에서 30일간의 오리사육 기간
동안오리증체량은6월10일, 7
월10일과9월10일방사시오리
한마리당1,800g내외로비슷하

으나8월10일방사구는육추
기간 동안의 오리 생육이 적었
던 것에 반하여 증체량은 높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정면적

의 유 시설과 벼논 전체가 수
욕장의 역할을 한 것 때문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논을 이용한
오리사육은 좋은 방법으로 판
단된다. 

한편 오리 방사체계에 따른
소득분석 결과는 벼단작 조
구(533천원/10a)에비하여오리
방사횟수가증가할수록소득이
증가하 는데,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고려할때 벼 재배기
간동안오리를3회방사하는것
이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3. 오리년1회사육시방사
마리수별적정질소시비량

오리방사마리수를10a당50,
100, 150마리로 하여 10a당 시
비량은질소를0, 5.5, 11.0kg 수
준으로시용하고인산은7kg, 가
리는8kg 시용하 으며, 표준시
비량으로 오리 무방사 벼단작

조구를 설치하여 벼논에서
오리를 방사할 경우 오리 배설
물에 의한 유기질비료의 공급
으로 인한 질소 비료의 절감이
예상 되어 적정 질소비료 시비
량을조사하 다. 

가가.. 오오리리방방사사전전후후논논의의성성질질
변변화화

일반적으로오리는1일건분
(乾糞)으로 약 54g을 배설하는
데그중질소성분은약1%전후
로서 오리사육에 따른 질소비
료 절감효과가 기 되는데 벼
논에서30일간사육한결과, 질
소무비구의10a당오리방사
도가 50, 100마리에서 유기물
함량은1.8 - 1.9% 으나무비구
150마리 방사와 질소시비량
5.5kg과 11kg 시용구에서는 오
리 방사 도에 관계없이 2.1%
내외로 높았고 기타 성분은
차없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질
소함량의 변화는 오리 사육에
따른 배설물의 효과로 여겨진
다. 

나나.. 벼벼생생육육및및수수량량
출수기는 표준량을 시비한

논에서는 8월20일에 출수한데
비하여질소시비량이적을수록
다소 지연되었으나 동일 질소
시비량에서는오리방사 도간

에출수기의차이는없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질소수준이 낮으
면 초기에 벼의 생육이 부진하
다가 오리사육에 따라 질소량
이 늘어나 생육중기부터 왕성
한 생육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
되며 출수기의 벼 건물중은
체로 질소시비량과 오리방사

도가 증가할수록 많은 경향
이었다. 또한 수량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포기당 이삭수와 이
삭당 벼알수는 질소시비량과
방사 도가증가할수록증가되
었으나, 등숙비율은 질소시비
량과 오리방사 도간 차 없
었다. 

10a당쌀수량은 질소시비량
이 적고 오리방사 도가 낮을

수록 감수되는 경향으로 표준
시비량의오리100 - 150마리방
사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쌀의품질및품
위는 표준시비량에 비하여 질
소시비량이 적고 방사 도가
낮을수록 완전미 비율이 높아
지고 청미비율은 감소하는 경
향이었다. 

<다음호에계속>
다. 오리생육 및 잡초방제
가
오리생육을검토한결과오

리 체중은 방사시 1.3kg정도이
던것이수확시는3.0�3.3kg으
로증체량은1.7 - 2.0kg이었다.

수확시오리의체중및증체
량은 벼의 질소수준에 관계없

� 자연퇴비 비료의 특징 및 효과

■ 원료배합비율

계 분 50%   제오라이트8%    

면실유박 10%   등 겨 10% 

수퍼엔자임2% 톱 밥 20% 

※ 과수용은 주문생산 환 . 
※ 작목반∙단체 등의 공장견학

적극 환 . 
※ 초청상담 적극 환 . ☆ 상세한 자료요청시 즉시 제공함. 

■ 작물별 사용 및 시비량

♠ 연작장해 해소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 유해 병충해 방지

♠ 식물생장촉진 물질 생성

♠ 투자비절감과 소득 향상

자연퇴비 비료공사
경기도 포천군 북면 문암리 395

공 장 : 031) 531-7121
사무실 : 031) 536-9011
팩 스 : 031) 534-7121

허가번호: 경기 제10-나-1-86호

자자자자연연연연퇴퇴퇴퇴비비비비비비비비료료료료

면 적 시비량 사용법 효 과구 분
작물명

토마토,오이,
참외,수박,
채소류

100평당 8~10포 전량기비
사용 ∙퇴비살포후 5~7일간 환기

시킨다음로타리침.
∙물을충분히관수후정식

∙착색촉진, 감미촉진
∙등숙촉진, 수확량 증
∙조기수확, 병해충 예방

∙수확량 증
∙병해충 예방

전량기비
사용

뿌리 부근에
두 을 파고

살포

자가퇴비
복비와 함께

25~30포

1/2(반)
~1포

3포

200평당

5년생
기준

100평당

감자,마늘,양
파,쪽파, 파,
고추

사과∙배
감∙과일류

벼∙보리
기 타

▲▲원원료료자자동동처처리리시시스스템템

벼논 오리로 실천하는 유기농업 �

오리농법에 한 급속한 관심에 따라 벼논에서의 오리방사체

계, 방사횟수에따른질소시비량및계속사육시방사 도에따

른질소시비량을규명하고생산비절감과양질미생산기술확

립을통한농가소득증 와잡초방제가능성및경지이용률향

상에 해알아본다.  

�자료: 동마루�

CMYK

CMYK
CMYK

C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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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와병중인와병중인 토양�토양�

－다년생작물(인삼, 약초등)의고엽, 보온덮개소각
－이랑사이쇠비름, 명아주잡초제거
－진딧물, 응애등해충발생작물의부분소각∙소독
－고엽의소각, 잡초씨앗의소각
－채소밭, 화단등의주변에살충이나잡초소각
－축사의살균및살충, 해충의유충박멸
－쓰레기소각
－과수원잡초소각제거, 곰팡이소독, 토양소독
－가축의털소각청소, 주변의살균소독
－양봉농가의주변해충구제
－예초기사용후잔풀의제초∙소각

경기도이천시모가면신갈리146
전화: (031)634-7111, 7121 / 팩스: (031)634-7122

토양이살아야작물도건강합니다�

화학물질(농약)의과다사용과공해로

오염되고황폐해가는토양�

농약에 한내성으로강해진해충과병균�

화염(불꽃)에는죽지않는것이없습니다.

무공해의화염(불꽃)을이용하여토양소독.

토토양양의의산산성성화화로로썩썩지지않않는는낙낙엽엽��

먹먹거거리리에에서서검검출출되되는는잔잔류류농농약약��

이런환경에서유기농이될까요?

유기농의필수품, 무공해의무농약의화염(불꽃)으로
움(싹)이트는잡초를제거하고, 살균, 살충, 토양소독

�1,100℃의화염을순간방사/ �토양소독과살균, 살충/
�살아있는잡초소각제거 / �기동성양호

원진산업주식회사

제 초 살균소독

해충구제 토양소독

세
기

의
새로
운 불총

화
이

어
맨

2

제제조조원원:: 녹녹우우컴컴파파운운드드
상상담담문문의의:: ☎☎ 001199--333366--11778800,, 003333--774477--66445566 
구구좌좌번번호호:: 농농협협330077006666--5522--004433112299  이이창창환환

�포장단위:4병,10병,20병 [1병당 20,000원] 

�희석비율:300배 [물7말반] 

�살포면적:240평-[동력분무기]

600평-[분무기]

용도

배배추추에에혹혹이이생생겨겨생생산산을을포포기기하하셨셨지지요요?? 

혹혹에에 새새로로운운 작작은은 털털이이 생생기기면면서서 혹혹은은 점점점점
작작아아지지며며결결국국에에는는혹혹이이없없어어짐짐..

수수년년간간의의연연구구끝끝에에성성공공하하여여개개발발완완료료..

친환경유기농법이앞으로
의 세(大勢)

최근에 친환경 유기농법에
의한채소나쌀이각광을받고,
이 기류는 앞으로 이어질것으
로확신합니다만친환경농법은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고, 이상
일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
고있지만 선진적인 농업을 하
는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있
다.

또한, 가격을많이받을뿐아
니라 없어서 못팔정도에 이르
고 있습니다. 세는 유기농업
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으며 유
기농업을적극적으로실천하는
분들도주위에많습니다. 

지금은 방울토마토가 시중
에 많이 있지만 방울토마토가
처음 국내에 나왔을 때 방울토
마토는백화점과룸싸롱에서나
볼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생산량이많아지기시작했습니
다. 지금은무농약채소나쌀이
일부 계층에서만 먹고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엔 무농약 채소
나 쌀이 우리의 식탁을 채워줄
것입니다. 

WTO 협상으로 축산농가는
말할수 없는 시름에 빠졌었지
만, 지금의 한우고기는 비싸게
팔리고 있고 방부제가 섞인 수
입쇠고기는 팔리기는 하나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
다. 지난가을배추값은폭락을
하여 지금도 밭에 배추가 남아
있지만, 필자가 개발한 배배추추달달

가가스스를 사용한 생산자는 다 팔
았습니다. 배추가 워낙 좋아서
상인이다사갔기때문입니다. 

달가스는 식물의 미네랄
흡수∙면역력증 도와

달달가가스스는 24종의 무기원료
[미네랄]를 합성하여 각 작물별
로3년의실험을거쳐작물별로
만들어져 부족한 미네랄을 위
로부터 식물이 흡수토록 함으
로써 흙이 죽어서 뿌리로부터
흡수할 수 없는 미네랄을 식물
이 흡수할 수 있어서 식물속의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주고 세
포자체를 튼튼하게 하여 면역
력을길러스스로병과싸워이
기고 식물병균과 병충이 침입
하지못하게제조되었습니다. 

농약의 99%는 선진국에서
수입하여팔고있고, 식물에기
생하는병균은알려진것만5만
종이고병충은500종입니다. 아
무리선진국에서만들었다하여
도5만종의병균과500종의병
충을 농약으로 다 치유할 수가
없으며, 치유한다해도 또다른
알려지지 않은 병균과 병충으
로 우리의 작물을 병들게 만듭
니다. 

우리몸은 약 60개조의 세포
로구성되어있고, 그10배에달
하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
며 그 미생물중 일부인 장균
은 과거 어느때인가 인간의 몸
에 침입해 치명적 질병을 일으
켰지만, 오랜세월의 합종과 연
횡을 통해 그 독성을 순화시키
고 우리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식물병은 식물과 다른것과의
관계를맺는과정입니다. 

농약을만드는선진국의 서
양인들은 식물병을 식물속에
비식물이 침투하는 것으로 보
고살균제, 살충제를이용해비
식물을 몰아내거나 죽여서 식
물이 건강해 질수 있다고 하지
만, 농약의남용이저항성이더
강한 잡초를 진화시켜 온 것처
럼 농약은 식물의 생태계를 붕
괴, 병원균을 진화시키고 있습
니다. 

식물은 수조개의 세포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미생물이 서식하는 거

한 생태계이며 병균도 자연
의 이상현상이 아니고 자연의
엄연한 일부임으로 식물병은
근절의 상이 아니고 다스림
의 상일 뿐이므로 균과 충을
괴멸시키기 보단 독성을 순화
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
서보면더욱 효율적일것입니
다.  

<끝>

▶▶33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친환경농업을실천했을경우농가에지급되는친환경농업직
접지불제의단가를인상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전북도와일선시군자치단체들에따르면현재시행되고있
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친환경농가로선정되기위한절차
가까다롭고논농업직불단가와크게차이가나지않아농가들
이신청을꺼리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전북도는올해515ha의농경지에친환경농업직접지
불사업을실시해2억6,90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할계획이었으
나，두차례의신청마감기한을연장했음에도불구하고계획면
적의31% 수준인162ha의신청에그친것으로파악됐다．

농업인김아무개씨（37∙전북진안）는“논농업직접지불제단
가가1ha당50만원으로지난해에비해두배가량오른반면친환
경직불단가는52만4,000원으로1ha당보조금이2만4,000원정
도밖에차이가나지않는상황에서어느농업인들이절차가복
잡한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신청하겠느냐”고반문했다．

<자료: 농민신문3월27일자>

친친환환경경농농업업직직불불보보조조금금외외면면

탄 생

긴급뉴스긴급뉴스

금년들어일교차가커지면서예년에비해1주일정도봄꽃
의개화가빨라지고있으며특히사과, 배, 복숭아등과일의
개화가남부지방에서부터4월6일을전후하여시작될것인
바지난해의경우에서큰경험을했듯이금년에는엘리뇨현
상등주기적으로다가오는기상이변이더욱심화될것으로
예상되오니특히개화시기에불안정한일기의변화로개화
수정률이저하될것에 비하여개개화화1100%%와와8800%%((만만개개))시시에에
최최소소22회회에에걸걸쳐쳐물물11말말++수수퍼퍼바바이이오오55gg++황황설설탕탕1100gg((끓끓여여서서사사
용용할할것것))의비율로필히살포하여수정향상과품질향상등최
상의과일을생산할수있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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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참외 (Ge)게르마늄 성
분검출

국내 최초로 성주참외에서
천연 게게르르마마늄늄 성성분분이이 듬듬뿍뿍 함함
유유된된 참참외외가 생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업경

인 최장윤씨가 재배하는 지
원농장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발견된것은2001년5월부터푸
른산업(주) 구∙경북 관리자
남욱진 본부장을 처음 만나 알알
파파 활활성성톤톤을 토양에 처리하고
알파 활성톤의 용해를 돕고 토
양개량및토토양양내내가가스스장장애애,, 생생
리리장장애애,, 염염류류장장애애 및및 연연작작장장애애
등등에에 효효능능효효과과가가 탁탁월월한한 알알파파
그그린린((뿌뿌리리전전용용)) 관관주주용용을월1회
이상 관주한 후에 토양속의 게
르마늄성분및축적된각종
양분을 끌어올리는 기능이 뛰
어난 알파그린에 에이스칼라
(칼슘제)를교 로흠뻑엽면시
비한결과당도가탁월하고육
질이 아삭아삭한 참외가 생산
되어 재배 농가들로부터 부러
움과함께초미의관심속에화
제가되었다. 

성주 게르마늄 건강 참외
출하

성주 고기능성 천연 게르마
늄건강참외는2001년5월부터
작목실험을 1차로하여 수확한
후2001년9월5일게르마늄성
분 검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한
결과0.27ppm이함유된참외가
확인되자 전국최초 ((사사))한한국국유유
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성성주주군군월월항항지지회회와
도흥리정보화사업단도참여한
가운데120여참외재배농가에
서는 성주참외를 게르마늄이
함유된 기능성 건강참외로 명
명하고 성주군 탄산게르마늄

참외 작목회를 구성하여 기존
의 성주 참외 지명도에 기능성
을추가한성주참외를널리알
리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성주
군 브랜드 화에 착안 게게르르마마늄늄
성성분분이이 함함유유된된 기기능능성성 고고품품질질
참참외외생생산산에 전 작목반원들의
피땀 어린 수고 끝에 국내처음
으로신선한충격을줄수있는
게르마늄 참외 생산에 일 획
을긋는개가를올리게되었다. 
가락동공판장에서15kg(1
상자) 13만원을 받은 김종
택씨

2002년 3월 11일 성주군 게

르마늄 참외 작목반은 서울 가
락동 공판장에서 경매사들을
초빙하여 게르마늄 참외 시식
회를 갖고 당일 경매한 결과에
흡족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피
로를한순간에잊기도했다. 

그까닭은성주군선남면도
홍리 김종택씨가 재배한 게르
마늄 참외를 15kg(1상자)에 당당
일일의의 최최고고가가격격인인 1133만만원원에에 경경
매매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성주 게르마늄 참
외의공식적인첫출하로, 앞으
로의미래전망에 한꿈과희

망이부풀었다. 
또한 3월 19일에도 성주 참

외 원예농협 공판장 개장식에
서도 시식회를 열고 경매한 결
과 성주군 성산리 김종배씨가
최고가격을 받는 등 용암지역
게르마늄 작목반원들이 뒤를
이어타의추종을불허한채높
은 가격을 받자 성주참외 작목
반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으며전국의 참외 재
배농가들이부러워했다. 

몰려든 취재기자들에게는
좋은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한
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
은채 환호속에 부푼 가슴을 진

정시키며작목반원들의얼굴엔
연신환한웃음꽃이폈다. 

2002년 3월 11일 분석 의뢰
한 성주참외에서 또다시 0.23-
1.40ppm이라는 높은 함유율의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참외에
서 검출되자 성주군 탄산 게르
마늄작목회노상배회장및최
장윤 총무를 비롯한 작목반 임
원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성주
참외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의
지로 작목반원들의 조직력을
가일층 결속하여 고품질 브랜
드화에밤낮을모른채연일아

이디어 개발에 땀을 흘리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참신한 참
외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홍보
를하고있다. 

기능성 브랜드로 가는 성
주게르마늄건강참외

국내및국제화시 에발맞
추어 로벌시 에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기능 고
품질 생산만이 살 길임을 직시
한 성주탄산게르마늄작목회
(www.gerchamoi.com)와건강참
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등, 그동안의푸푸른른산산업업((주주))
의의알알파파활활성성톤톤++알알파파그그린린,, 알알파파
그그린린 관관주주용용++에에이이스스칼칼라라를를 사사
용용한 경험에 천연농법을 첨가
하여 농가소득을 늘리고 회원
들의 사기증진을 꾀하는 일환
으로 더욱 노력하면 무농약 시

를 열수도 있다는 생각과 맛
좋고당도높은좋은기능성건
강참외를 생산하여 성주군의
이미지를 높임은 물론 소비자
들이사계절모두마음놓고먹
을수있는우수한건강참외생
산에더욱박차를가해외국농
산물과의 경쟁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성주참외를 전 세계에
수출하여 KOREA의 위상을 한
층 높이겠다는 야심 찬 의지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마에 맺
히는땀도잊은채농가재활소
득을 위한 결의에 마음들이 하
나로 묶여 연일 바쁜 일손들을
움직이고있다. 

식물속의게르마늄함유

게르마늄은 규소와 같은 등
질의 전형적인 반도체 물질입
니다. 

이것을 식물 생화학 분야로
생각해볼 때, 태양광선과 반도
체성질에의해서분해되는물

(H2O) 속의산소는밖으로 려
나가 버리고 수소는 식물이 흡
수한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결
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기 때
문에 이는 하나의 탄소 동화작
용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은 물만 있으
면전분당을만들수있다는이
론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게르
마늄은 식물의 엽록소와 관계
가있습니다. 

특유의식물속에유기게르
마늄이 함유되었다는 사실은
식물의 생화학적인 면에서 이
미규명되었습니다.

- 게르마늄으로암과성인병
을정복한다중에서발췌-

앞으로 천연 유기게르마늄
이 다량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
여 뜻하시는 천연 게르마늄 성
분이 다량 함유된 기기능능성성 농농산산
물물로 차별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
니다.

푸른산업(주)
구∙경북남욱진본부장

☎001111--779933--11551144
전국각지역담당무료전화
☎11558888--55338888

� 주문 및 상담 문의전화
한국유기농업협회 02)406-4462
푸른산업(주)      02)488-8150

� 지역상담자
경기지역 011-342-5250 강원지역 011-375-
9727
충남지역 011-721-0678 충북지역 019-425-
7371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은 기능성 제품만이
고객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파활성톤은 게르마늄시 의

고소득의 새기수입니다.

상담문의

푸른산업이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우수한 품질, 높은 소득 �만족스런 기능

�게르마늄 성분 다량 함유 �소비자 욕구 충족

�믿음 사회의 신뢰 �친환경 제품

▲가락동공판장에서게르마늄참외시식회를갖고기념촬 을하
고있는성주작목반원들의모습.

Ge (상표등록)
게르마늄게르마늄 참외로참외로 차별화를차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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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용효과의사례별모음�

◆오십견의심한통증사
라
져

전석수: 천안시풍세면
041-574-7670

지난3년여전부터왼쪽어깨
에 오십견이란 증세로 도무지
팔을 자유자제로움직일 수 없
었으며 심지어 양손을 이용한
세면까지도불가능하게되었습
니다. 특히 아침기상시심한통
증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며 혹
시나 농장의 중장비를 다룰 때
면약20여분간의가벼운유연
운동을 하고 나서야 포크레인
작업등을 겨우 해낼 정도 이던
차에“건강과자연농업”에연재
된 피라미드 사례를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결심하게되었으며3월초에동
제품으로 구성된 피라미드를
인수받아불과20
여일 사용하고있
는데본인이의심
할 정도로 빠른
호전반응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왼손의 불
편함에 오른손의
힘이 가중되면서
팔꿈치에엘보증
세까지겹치게되
었으나역시피라
미드사용이후늘
무거웠던오른손까지도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부인의 경험
으로는 십수년 전부터 위장병
으로 정기적인 약물복용과 치
료를받아왔으며위염증세까지
겹쳤으나 역시 피라미드를 사
용하면서 부터는 본인과 같이

빠른 호전을 경험하게 되어 수
면 시에도 편안한 침수를 들고
있으며우리두부부와같은증
세로 고생하는 회원님이나 주
위 분들께 필히 권장해 드립니
다.         

◆수박최아와접목100%
장동완: 나주시남평읍

019-605-7238

나주 남평 지역은 오래전부
터 시설원예로 발전해온 하우
스 단지로써 주로 과채류생산
지역인바 무엇인가 특징적인

농만이살길이다라는평소의
생각에유기농업협회정진 부
회장의 강의내용에서 강조한
피라미드 활용정보에 귀를 기
울이게되었으며1월초하우스
에 수박재배를위한 준비 단계
에서부터 활용을 해 보고자 시
내종묘사에서“단비”종자를구
입하여봉지를개봉한후2,000

립의 종자를 피라미드 1/3지점
에1월7일부터6일동안매달아
놓은후 최아를 위해 종묘사에
의뢰한결과13일날7시간침종
후다음날4시에확인해본바최
아가 과도하게 진행됨을 확인,
보통은3일만에최아하는데2

일째 되는날 급하게 전갈이 오
기를박과수박종자모두최아
가되었다하여하루앞당겨16
일 파종하면서 너무길게 자라
혹시나 도장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평년의 경우 90%
의 접목묘 성공률이었던 것에
비해올해는100% 성공하여결
주한포기없이육묘를마쳐이
웃한 회원에게도 여유있게 나
누어 주었고 지난 2월 22일 정
식한 이후 현재까지 가장 이상
적인 작황으로 재배 관리중에
있으며 수확시까지 관찰하여
이후 소식을 전국의 회원들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기
농업협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
전을기원합니다. 

◆여중생의 건강∙실력향
상
최병국: 음성군음성읍

019-414-2372

본인의큰딸이금년에중3학
년으로 현재 고등학교 진학 준
비에 본인도 노심초사하면서
실력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 오
고있는데 지난해부터 중간고
사 시험을 앞두고서는 쌓이는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 에
중압감 등으로 갑자기 40℃에
이르는 고열과 발한으로 한밤
중에병원으로2번씩이나실려
가안정을취하고나서야 시험
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었으나 정진 부회장님 으로
부터 피라미드의 효과에 한
말 을 듣고 지난해 10월경에
피라미드를 구입하여 딸의 공
부방에 설치해준 뒤로 이전보
다 집중력이 훨씬 향상되어 성
적도전교1, 2위의실력으로향
상되었으며 지난달 월말의 시

험 준비 기간동안에는 머리도
아프다는 증세없이 건강한 가
운데 시험을 침착하게 잘 보았
다며 본인의 기쁨과 함께 부모
마음은더이상기쁘지않을수
없음니다.전국에 수험생을 둔
모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
녀의 공부방에 필히 설치해 주
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강력추천합니다.

◆부친건강회복∙딸성적
향상
박제병: 논산시광석면

011-9811-4734

부친의 연세가 84세인데 지
금까지도 매우 정정하셔서 평
소 병원에 다니는 일이 없었으
나 지지난해 11월말경 한밤중
에 갑자기 소변이 나오질 않는
다는 말 에 관내 종합병원으
로 황급히 모시고 가서 호스를
이용해요로관으로연속3회소
변 배출을 한 뒤로 하루저녁에
최소5회정도의소변을보시게
됨을 걱정하면서 셋째 아들인
제가지난2월4일저녁에피라
미드를 설치해 드린 다음날 저
녁부터는3회로줄어들어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자식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되어 형
제간에도사용할수있도록5개
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집에는고3학년에재학중
인딸이있는데모의시험을앞
두는몇일 간은신경이매우날
카로워지면서 배가 자주 아프
다는말에별특별한해결방법
을 찾지 못하고 있던차에 딸의
공부방1인용침 위에설치해
준뒤로는최근3월21일날시험

준비기간에는 배 아프다는 말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예전보
다는 정신집중력도 높아져 실
력발휘를 제 로 했다면서 생
기 발랄한 표정에 집안 분위기
까지도 상승 작용으로 엔돌핀
이 솟구쳐 가정의 화목까지 넘
쳐나는듯합니다.

◆이모님절룩다리치료
정하종: 음성군음성읍

018-229-3207

이모님께서 어릴적에 허리
를 심하게 뼈가 으스러질 정도
로크게다친이후 65세된지난
해부터 관절염까지 겹치면서
앉지도 걷지도 못할정도로 심
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한참을 걷다가 중간에 쉬어 이
동할 정도이었으며 매주일 인
근병원에서 주사제와 약을 복
용해오던차에지난3월2일날
조카로부터피라미드를이용해
보라는 권유로 홀로 자는 방에
피라미드를설치하고부터 략
1주일이 지나면서 절룩거리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더니 현
재는 주사약과 복용하는 알약
을 먹지 않고서도 너끈히 견딜
수있어예전에비하면전혀아
프지않는것과같다.    <다음호
에계속>

피라미드의효과체험

한번 농약값으로 반 구적 방제효과

나방나방 캐치캐치
나나나나방방방방,,,,  노노노노린린린린재재재재 안안안안녕녕녕녕 ~~~~~~~~

‘나방캐치’는 불빛과 향기에 민감한 나방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도하고, 풍력을 이용하여 포집살충하는
기구로서 나방과 애벌레에 의한 과일의 피해 방제에
그 효과가 놀라운 기구입니다.

�11회회방방제제농농약약값값으으로로반반 구구적적병병해해충충제제거거
잔류농약위험및농약살포의애로점을일시에해결합니다.

�익익충충과과해해충충의의구구별별살살충충제제거거
주간에활동하는익충은보호하고야간에행동하는해충만을
구별하여살충함으로농장의생태계를보호합니다.

�병병해해충충사사전전예예보보
포획한나방의종류및증식도를파악하여예상되는해충피
해를사전에에방합니다.

�향향기기에에의의한한해해충충의의살살충충
제거하고자하는해충이좋아하는향기를발산하는물질(예:

노린재-썩은생선)을기구에장치된장소에넣어두면지속적
인냄새방출로나방을유도제거합니다.

�편편리리한한사사용용
24시간타이머에의해사용시간을조정해편리합니다.

�적적은은비비용용
불빛상면의반사경으로광범위한유도가가능하여(설치예:
500~1000평/1 ) 적은비용으로농장전체의방제가가능합
니다. 월사용전기요금: 1680원/월(농사용)     (140W×10시간/
일×30일×40원/KW)

TEL.(054)773- 구좌번호: 농협 721015-52-357683
예 금 주: 김하수일맛나는농기계

한국산업

▶히란야문
양이 새겨진
꼭지점

▶직경25mm
길이2m인 동
파이프

▶히란야 문
양이 새겨진
4개모서리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2002
년 새해 달라지는 농정시책에
의하면, 환경농업육성지원 상
자선정기준이바뀌어축사등

구시설설치이외에시설하우
스설치및타작물재배도가능
하나, 반면에 전국의 무농약이
상 인증농가에게만 소득감소
보전의혜택이돌아간다. 

그리고 전농가에 해 친환
경 농의무이행이강화된다.

농가는마을단위별로비료∙
농약 등 과다 사용을 억제토록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하
며, 비료∙농약의 과다 사용이
적발됐을 때는 마을이 공동으
로연 책임지고, 3년이상연속
부적합 판정시에는 전마을이
지원 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
력한제재가가해진다.

마을단위별로농업기술센터
가 주최가 되어 친환경 농교
육이 의무화되며 비료∙농약
사용에 한 농기장기재가
의무화된다.

논농사에 한직불지불사업
이 확 되어 논뚝 및 용∙배수
로는유지관리하되담수의무가
해제돼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는 자유화되는데, 이는 농가의
작물선택폭을 넓히는 동시에
쌀의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
함이다.

논직불금도ha당50만원으로
오르고 농작물재배보험품목이
확 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정
책도강화됐다.

GMO표시 상 농산물이 콩,
옥수수, 콩나물외에감자가추

가되며 기존의 100%국가보조
던 홈페이지구축은 자부담

50%∙정부보조50%로 전환된
다.

�8� 2002년 4월 1일 제177호 건강과 자연농업

딸기, 고추, 수박(노지∙시설)

오이, 메론, 토마토, 참외, 상추등(모든작물)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 곰팡이병

특히수박, 고추의--- 탄저병, 역병, 무름병

벼의--- 문고병, 도열병 등 세균성질병

골치아픈해충--- 굴파리, 응애, 진딧물을한꺼번에

딸기- 뿌리썩음병에도효과탁월(관주)

※육묘시: 건전육묘와함께입고병의방제

A형: 오이, 호박, 고추등--- 흰가루병, 탄저병

오이, 호박--- 흑성병, 노균병

사과, 포도등--- 갈반병, 탄저병

벼 --- 도열병, 문고병, 육묘상병해

B형: 토마토, 고추 등의시들음병

C형: 잿빛곰팡이등곰팡이성병해

광합성세균(홍균), 활성탄, TEM, 아이카효소 HB101

알파그린, 리뉴, HS 2000

건강한작물, 안전한먹거리, 풍성한수확건강한작물, 안전한먹거리, 풍성한수확

TEL: 063-546-3550 FAX: 545-4283 H∙P: 011-651-
5358   

유기농산상담및문의

구좌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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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정달라진모습은?

사사업업명명 종종 전전 변변경경된된 내내용용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지원 상자선정기준)

논에 타작물재배, 비닐하우

스, 축사 등 시설설치시는 사

업자선정에서제외

수자원 함량 등 공익기능 유

지를위해담수가가능하도록

논뚝설치유지관리

●4~10월중2개월이상담수

논뚝 및 용∙배수로는 유지,

관리하되 담수의무를 해제하

여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자

유화. 단, 시설재배및과수제

외

논에축사등 구시설설치이

외는타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가능

논농업직불사업

친환경농업직불지불사업 지

원조건강화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

농업을실천기준이상이행하

는농업인에게소득감소를보

전

전국의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표시신고포함)에게 친환경

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

친환경 농의무이행강화

비료∙농약적정사용유도

●토양검사및잔류농약검사

결과에 한개별농가제재

비료∙농약과다사용억제

●마을공동연 책임제도입

및3년연속부적합판정시지

원 상에서 제외(삼진아웃제

도입)

●과다시비로도복된논에

한제재

●친환경 농교육의무화

● 농기장기재의무화

친환경농업
양양곡곡은은행행 지지도도자자들들
이이 나나서서

“특수농법

YMCA 양곡은행지도자70여
명은지난달4, 5일양일간의정
부 다락원 수련장에서 수련회
를열고, 수입개방에맞서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20세
기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
경농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활로를모색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정정진진
부부회회장장((한한국국유유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이
친환경농업의 기술적 문제를,
김완수 사무관(농림부 친환경
농업과)이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김
용우 이사(원주생협)가 생산자
작목반 구성의 전략과 방법을
중심으로친환경농업활성화방
안을각각발표했다.
<자료: 한국농정3월14일자>

경북 주시는 올해 3천2백
50만원을들여10ha 규모의특
수농법 쌀재배단지를 조성, 오
리농법∙쌀겨농법∙우 이농
법 등 특수농법을 희망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농가를 상으
로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로 조
성되는데, 상농가들에겐 보
조80%, 자부담20%의비율로
3년동안지원된다.
<자료: 한국농정3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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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담배나가느다란담배
는덜해롭다?

소위순한담배즉mild나light
담배란 니코틴이나 타아르 함
량을줄인담배를말한다. 담배
회사들은 두가지 방법으로 타
아르나 니코틴 함량을 줄이고
있다. 한가지방법은담배잎을
부풀려 담배 한개피 속에 들어
가는 담배잎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담
배 자체에는 아무 처치를 하지
않고 담배끝에 붙어있는 휠터
에아주미세한구멍을 뚫어담
배를빨아드릴때이미세한구
멍을 통해 외부의 바람을 넣어
담배연기를희석시키거나외부
의 찬 공기와 담배연기가 접촉

할 때 타아르나 니코틴이 응고
되어 실제로 폐속에 들어가는
타아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줄
이는방법이다. 가는담배는한
개피 속에 들어 있는 담배잎의
총량을 적게 한 담배이기 때문
에물론담배한개피에들어있
는 니코틴과 타아르의 함량이
적을수밖에없다.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이 널
리 알려짐에 따라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불안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
한 흡연자들의 심리상태를 이
용하여 담배회사들이 만들어
낸 제품이 소위 마일드나 라이
트 담배다. 담배회사들은 흡연
자들이 니코틴과 타아르의 함
량이 적은 담배임으로 덜 해로

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
어 담배의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있었다.

그러나이것은담배회사들의
하나의 판매전략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흡연자들에게는도
움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담배
의 구입에 사용하게 만들었다.
담배를 계속적으로 피우는 이
유는 혈액내 니코틴의 수준을
일정하게유지하려는노력임으
로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마일

드나 라이트 담배를 피우는 경
우 흡연자들은 담배를 전보다
더자주피우거나더깊이빨아
들이거나 또는 꽁초를 끝까지
피우는등의행동을하게된다.
결과적으로 담배 값은 더 나가
고 해로움은 비슷하거나 더하

게되는것이다. 즉이로운점은
하나도 없고 담배회사들의 수
익만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었
다. 지금많은나라에서는마일
드나 라이트라는 담배의 생산
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마일
드나 라이트라는 용어를 담배
갑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려
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우리할아버지는담배를피
워도건강하게오래사시는
데?

담배를 끊으라고 권고하면
흡연자들은 개 여러가지 핑
계를 댄다. 그 중의 하나가“우
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워도
오래 사시는데!”또는“처칠은
골초 어도장수했는데?”하는
핑계를종종듣는다.

물론아주드믈게골초담배
꾼 중에서도 오래사는 사람이
없는것은아니다. 아주든든한
슈퍼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의학에서는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전인자
를 타고날 확률은 주택복권에
당첨될확률보다낮다. 마치여
객기가 추락했을 때 기적적으
로 한 두사람의 생존자가 있을
확률같은것이다.

담배를피우는데도건강하게
오래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
분은 아마 담배를 늦은 연령에
서 시작했거나 중간에 오래 끊
었거나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
우지 않았거나 또는 담배를 피
울때깊이들여마시지않았거
나등의이유가있었을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우

리 할아버지는 늘 음주운전을
해도한번도사고를낸적이없
는데왜말리는가하는것과거
의비슷한핑계처럼들린다. 현
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절
반은50 후반에서60 초반
사이에 담배로 인한 질병에 이
환되어 사망하고 사망하지 않
는 사람들의 부분은 그 이상
연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담
배로인한피해를받게되며삶
의 질이 단히 낮은 노년생활
을살게된다는사실을다시한
번반복한다.

담배는스트레스를풀어준
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는 가장 많은 핑계가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다. 청소년들도 한결같이 스트
레스가 심해서 담배를 피운다
고한다. 그러면담배는정말스
트레스를줄여주는것인가?

거기에 한 의학적인 답변
은 한마디로“아니다”이다. 오
히려 담배는 스트레스를 더 악
화시킬 뿐이다. 흡연자들은 담
배를 피우는 행위가 그렇게 바
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을 개잘인식하고있기때문
에 흡연하는 행위에 해 나름

로 어떤 타당한 이유를 스스
로만들어갖고있어야한다. 그
중 스트레스가 가장 멋진 이유
인것처럼보이는것같다. 

<다음호에계속>

자료제공: 의료보험연합회
☎02-70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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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선에 고엽제가 뿌려
진곳은1973. 3. 15 전쟁은끝이
나고 평화가 도래했지만, 지금
도 풀이 안자라는 황막한 사막
지역이 있고, 외신보도에 의하
면 건조한 시기에 제초제 뿌린
지역 흙먼지가 날라가서 풀에
앉으면 풀에 병이나고 사람한
테도 피부나 호흡을 통하여 침
투되어 큰 피해를 준다고 보도
된바있다.

그토양과제초제성분을분
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
자가 파견되어 미생물제재로
처리하고 있다는 뒷얘기도 전
해지고있다.

미군독약이라고 별명이 붙
은 고엽제가 뿌려진 곳은 기형
아출산, 암발생, 반신불수로전
쟁의 혹독한 후유증을 앓고 있
으며 그것은 설움이고, 가난이
죄아닌죄 다.

그때 그시절 그상황에서 원
주민과 함께 있던 연합군 병장
이나, 그지역에서 근무한 병사
들도 제 후 똑같은 피해자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없었다. 인체내에흡수
된 제초제는(환경호르몬) 필자
의동향친구세 들중에그피
해를본사람들이귀국하고, 10
년 사이에 거의 암으로 80%가
사망했다. 다행히도 특수병과
로 황색고엽제 살포지역을 벗
어나 근무한 친구들은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

하곤했다.
전쟁은 끝이나고 그 화학무

기는 농업용으로 전환되었다.
논과밭, 그리고과수원길가, 풀
이 있는 곳이면 무자비하게 풀
을죽이고, 뿌려진제초제로인
해 서식지를 잃은 천적은 멸종
이되어생태계가교란되고, 해
충의 도가 높아져 다발현상
을 일으키니 살충제를 더 독하
게더많이뿌리는악순환이오
고, 더덕등야생성이강한작물
은 헛골에만 제초제를 뿌려도
뿌리로 흡수되어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고추밭 등 열매∙채
소 헛골에 그라목손을
살포하여 풀을 죽이고
못자라게 한곳에서 제
초제 성분이 토양표면
에 있다가 빗물이 튀어
잎이나 작물에 묻으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제공이 된
다고한다.

더욱기가막히는사실은제
초제를 사가지고 가다가 길가
에 떨어뜨려 길바닥에 쏟아진
것이다. 그상황에서버리고갈
수밖에없는일아닌가?

그후바람이불어간쪽에있
는벼가잎이빨갛게타며검은
점이 생기는데 벼는 질소과잉
도아니고도열병도아니고3년
동안 같은 병반증세가 발생되
었다.

이 오리무중에 있던 원인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제
초제를쏟은것이원인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콩밭에서
풀뽑는 김매기 작업을 안하고
제초제만일년에2~3번뿌리고

콩을 재배하니 콩농사보다 쉬
운농사가없다고하 다.

그러나나중에그콩으로메
주를 만들고 된장이 완성된 뒤
에그된장속에서제초제성분
이 나왔다는 것은 식품이 아니
라 독약으로 바뀐 것이 결국은
편하고 쉽게 생각한 것 때문이
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1970년
부터 1980년 까지 남의 집

과수원에 농약을 뿌리는 전문
팀들이었다.

몇사람이조편성을하여오
늘은이과수원, 내일은저과수

원에 제초제 및 과수 살충∙살
균제를 뿌려주면 잘 접받고
인건비도2배로받았던그분들
이1990년접어들어팀모두환
갑전에 암으로 사망한 것을 나
는보았다. 

친환경농업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은 포장인근 8m
이내에 논둑∙밭둑 제초제만
살포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이
제 제초제의 양면성에서 지금
까지좋은점과편한점만열거
하여 농업의 필수자재로 인정
되었던 것이 그 이면의 환경파
괴∙토양오염∙농산물독성함
유등그실체가서서히밝혀지
고 법적으로 규제가 있으므로
우리는 책을 논하고 해법을
찾아야한다.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만
하지말고 체물질이나와야하
고 그 분야를 연구해야 친환경
농업이 발전하지, 제초에 관하
여 책이 무 책인 상태에서
는한계점이있다. 인건비가외
국의 후진국형 저임금 노동시
장보다10배에서20배더비싸
기 때문에 농산물 보편화 하락
시세에서는우리나라인건비로
는 농을할수가없는악조건
이며 선진국형으로 넓은 경지
면적에기계화로 량생산하여
원가를 낮추는 농업에 경쟁력
을가질수있는길이무엇인가

가문제이다.
친환경농업의적은풀

(잡초)이다. 토양을 가꾸
고땅이좋아지면풀은점
점 더 잘 자란다. 화학적
인방법으로제초제를사

용하던작업을경종적방법, 물
리적방법, 기계적인방법등이
동원되어야 하며, 노동의 효율
성(자가노동과 타가유입노동)
을 높여 경 의 효율을 높여야
할것이며, 멀칭을하거나 체
하여 노동이 적게 드는 농산물

은 량생산할수있으나, 노지
에서 직파하여 풀과 함께 자라
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
산물은친환경농업으로수요는
폭발적으로증폭하지만공급은
저하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품귀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나는이렇게생각한다.
제초제를 사용하여 쉽고 편

하게 농사를 짓다가 제초제에
노출되어 이 좋은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보다 밭고랑에서 풀
을 뽑아도 위험지역을 벗어나
건강하게살아가는것이더행
복하다구∙∙∙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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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경 환 이사

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⑮

친환경농업의적(敵敵)은
잡초(雜雜草草)이다.

친환경농업은생산자의의무

화화성성혈혈분분

최최고고의의 아아미미노노산산과과

미미네네랄랄 덩덩어어리리 혈혈분분!!!!

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혈혈분분이이란란??
� 고단백이므로 미생물먹이로 가장 좋음.
� 가축의 피를 간접가열(70℃~90℃)하여 만들었음.
� 미네랄 성분이 많아 열매의 당도를 높여주고, 작물 고유의

향기와 맛 그리고 빛깔을 곱게 해줌.
� 작물의 노화를 지연시킴.
� 유기산이 많아 토양의 불용화된 성분을 가용화시킴.
�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않고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능.
� 수량의 증가.
� 지력증진.
� 뿌리의 세근 발달 촉진.
� 반드시 퇴비와 섞어서 발효시킬것.

문문의의처처:: ☎☎ 003311--335522--00669988
001166--335544--00669988

농협지정 부산물 퇴비 지정업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195-3

전 화 :  (031) 762-1044, 334-6384

핸드폰 : 011-277-7042

� 건계분 비료 �
등록번호:경기제10-나-9-19

� 부산물 퇴비 �

� 발효돈분비료 �

등록번호:경기제10-나-79

100%계분
과수,인삼포,미나리,고냉지 노지용

화
분

조
경

골
프
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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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
용

계분40%+돈분20%+톱밥30%
+제오라이트, 발효제10%

무
지
개
바
이
오
비
료

유기농업은 무지개바이오와 함께!

관할 단위농협에 보조퇴비 신
청시무지개바이오퇴비를신청
하여 주시면 단히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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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유기, 자연,
미생물, 효소, EM농법등필자가
접한것만도무려33가지의환
경농업방법들이있다. 단체, 개
인, 자재공급자들에 따라 유기
농업이 일치되지 않아 처음 시
도하는 분들께 혼란을 주고 있
는것이현실이다. 사실농사란
일방통행이없는것같다. 

농민 각자의 농토마다 비옥
도와환경조건이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자재를 사용해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
낼수가있다. 

환경농업 20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허탈과 웃음이 범
벅이 된 숨김없는 필자의 경혐
담이기에 농군형제 자매의 터
전에 알이 되어 자신의 개발
과 개척으로 건강과 행복이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
략히기술해보고자한다. 
1. 재배환경
11)) 기기상상

((11)) 기기온온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

나, 7.2℃이하에서 816�1,032
시간, 8�11℃에서888시간정
도로 휴면완료 1�2월의 추위
는 동해가 우려되며, 연평균온
도는 11�15℃이며 연중 최저
15℃이하 지방은 재배가 부적
합하다. 25℃내외가 적온이며
너무더워도생육이불량하다. 9
월평균21�23℃10월평균15
℃이상지역이좋다. 

((22)) 토토양양습습도도
토양의 습도는 30�40%가

적당하고 수분함량의 변화가
적은곳이좋다. 

※과실의수분80�90%, 잎
70%, 줄기나가지50%

((33)) 일일조조
연간 2,340시간이면 충분하

다. 
((44)) 바바람람
습도50% 정도의건조한바

람이 불면 기공폐쇄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습도 80% 정
도는 바람이 불어도 광합성이
증가된다. 즉 습도있는 미풍(1
�2m/sec)이 좋고, 잎∙가지가
상할정도의강풍은해롭다. 
2. 토양조건
11)) 토토질질
감은 토양에 한 적응범위

가넓으나, 최적은약간의점질

기가 있으면서도 보수.보비력
이 좋고 배수가 잘되는 지역으
로서 지하수위는 1m이하로낮
을수록 좋으며 토심은 40�
60cm 깊이에서 pH 5.5�6.5가
되며, 유기질이3%정도인토양
이알맞다. 

22)) 지지형형
10도 미만의 경사지로서 북

향(토심이깊고태풍, 가뭄의피
해가 적다)이 좋고 안개지역은
나쁘다.

또한 움푹패인곳이나, 산과
산이 가까운 골짜기는 찬공기
가머무는(정채기류)곳은일조
부족및서리피해가심하다.

※필자의과원은해발 300m
의 15�30도 경사지로 관리하
기가힘들다.

3. 감나무의기능
11)) 뿌뿌리리

((11))뿌리의 특성은 땅속 깊이
들어가 양수분을 공급하고 지
상부분을지지한다. 

((22))토토양양수수분분과과발발근근
뿌리는 고온인 여름철에는

생육이 떨어지고 5월중순에서
10월하순까지 생장한다. 토양
수분 30�40%일때 생장량이
높고 30%이하이면 생장량이
떨어지고50%이상일땐습해로
생장량이불량하다.

((33)) 비비료료농농도도와와생생장장
뿌리는 질소 20�40ppm, 인

산20ppm, 칼리40�160ppm일
때 생육이 좋고 지상부는 질소
20ppm, 인산 20�40ppm, 칼리
40�160ppm가좋다.

(주의) 질소, 인산이 80�
160ppm이상으로과다
시는생장이억제된다.

((44))토양중의산소농도는7�
8%이상이어야 정상적인 생육

을한다.
((55))온도와뿌리의생장
뿌리의 활동온도는 지온이

13�15℃이며, 최적기온은 21
�24℃이다. 활동억제는 25�
26℃이며 10�11℃가 되면 월
동으로들어간다.

((66)) 뿌뿌리리의의형형태태
감나무의 뿌리는 심근성이

며, 과습하면 잔뿌리가 적으며,
조건이 맞으면 성목이 되면서
잔뿌리가많아진다.

※ 잔뿌리가 많아야 양공
급이고르다.

※무경운(無耕耘)관리를 하
게되면 지표 가까이 15�20㎝
부위에 잔뿌리가 무수히 자라
고, 유기물, 미생물, 인산질이
90%이상이며 (가뭄에 유의하
고 뿌리활동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히 관수시설을 해야
한다.)해가가고 성목이 되면서
땅속 깊이까지 잔뿌리가 왕성
하게된다.

<다음호에계속>
((77)) 잎잎
신초기부의잎과3번째잎까

지는5월상순에커지고중간의
5�7번잎은5월중하순에커진
다. 선단부의 잎은 6월 상순에
다 커진다. 엽면적의 생장속도
는5월중순에최 치를보이고

『퇴비판매 안내』

생산등록번호제10-나-1-71

일비료
∙주소 : 경기도광주군실촌면만선리86
∙전화 : 031-762-0777, 761-9911 

031-762-8476

∙40리터(20kg포장지PP마 ), 40리터(20kg포장
지 비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
다. 

▶본제품은순수축분(계분∙돈분)만을

사용톱밥과혼합하여발효시킨제품

입니다.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유기농업으로의성공을

『 일비료』와

함께하십시요

패패화화석석회회패패화화석석회회
● 남해바다의 천연 굴,고막껍질을 600℃ 이상 고온처리
(타사의 그냥 분쇄한 것과는 분명 효과 차별됨) 

● 산성땅 개량 필수 우수자재, 토양물리성의 지 한 효과입증
● 산소공급, 칼슘흡수증 로 질병감소, 품질향상 확실
● 1평당 1kg이상 사용(20kg 포당) 공장상차도 1,500원 운임별도
※ 강원지역 1,400포 운송시 1,900원 도착됨 (종전 1,800원 상차도) 
★ 자매품 : 액상칼슘 10ℓ: 40,000원, 500cc : 3,000원

공장공장
직직 획기적‘‘‘‘인인인인하하하하’’’’단행

(공급처)21세기 유기농업정보
(HB 101, 아이카효소 등 유기농자재 전문정보) 

TEL : 061-857-2185 (주)857-9796 (야)H.P : 011-641-2185

(예금주) 농협 651-02-063711 설 현

숯숯 (활성탄)   <공장직 > 공급
● 지온상승, 연작해소, 병충해 감소, 수량증 , 품질향상 등
● 숯을 사용해온 어느 농가든 숯은 정직한 땅의 해결사
● 농사용 15Kg, 사료용, 생활용숯, 건축기초숯, 정화수용숯 등
※ 맛 좋고 소문난 농사의 뒤에는 반드시 숯이 있었음을...

토토 소소토토 소소 유기액비재료 전문공급
(토소미생물, 골분, 어분, 깻묵, 미강, 요소, 가리) 
논산딸기축제(주관; 논산딸기시험장) 2000, 2001년 2년연속 1등을 했던 핵심재료임.    
수확증가 2.5배, 연작해소, 저농약, 조기수확, 경비절약, 품질우수
※ 어느지역이고 성공한 농민의 뒤에는 잘 밝히지 않는 토소액비의 사용이 다고...

아직도유기농업을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114

유기농업에의한과수(단감) 재배� 【오동암이사 전화: 005555--552266--33009900】

오 동 암 이사

빗금친곳은
찬공기동해
및서리피해

더운공기

〈〈그그림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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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목 재활용은 프렘코(PREMCO)와 함께”
산림유기자원을 환경농업∙환경축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풍림환경특장에서, 톱밥∙우드칩 겸용기 개발 판매

◈ 톱밥제조기(목재파쇄기 겸용)

1. 견인이동형이며, 산업용 디젤엔진 장착
2. 직경 25㎝이하의 목재를
시간당 6�16루베의 톱밥 생산

3. 특수재질의 톱날은 수명이 길고
마모된 팁만 교체 사용 가능

4. 기종별로 PRS-510E(엔진장착형),
PRS-515T(35HP 이상의 트랙터
부착형)도 있음.

◈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겸용)

◈ 궤도형 목재파쇄기

1. 견인이동형이며, 산업용 디젤엔진 장착
2. 직경 30㎝이하의 목재를
시간당 8�18톤의 우드칩 생산

3. 특수재질의 칼날은 수명이 길고
연마 사용 가능

4. 기종별로 PRCS-310E(엔진장착형), 
PRC-150T(35HP 이상의 트랙터
부착형)도 있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0번지
TEL :  031-458-1271
FAX :  031-458-6382
수신자부담 : 080-458-1271

홈페이지://www.poongrim.co.kr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톱밥제조기∙목재파쇄기제조원

( 주 ) 프 렘 코
(PREMCO)

1. 기계 자체 이동이 가능하여 이동비용 절감
2. 원재료가 흩어져 있는 현장에 자체 이동 가능
3. 산간 임도에서 작업이 가능
4. 원자재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5. 부 시설이 필요없어 부 비용 절감
6. 장거리 이동시 사다리 상차 가능

정부융자(연리4%) 1년거치 5년 균등상환
기술표준원 EM(우수품질) 마크 획득
과학기술부 KT(국산신기술) 마크 획득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인정
벤처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PRS-700E

PRCS-300E

신제품

농기계 업계 최초
자사브랜드
일본 수출 쾌거! 

◈ 자주형 목재파쇄기 : 작업의 편리성, 

이동성, 생산성의 혁명！

전면광고

CMYK

CMYK

CMYK

CMYK



�14�2002년 4월 1일 제177호 건강과 자연농업

최근에는과학기술의 발달
로인하여부드럽게먹을수있
는 현미 기계의 출현으로 소화
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
도 백미보다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 누구
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 병의
예방을할수있는시 에와있
다.

이번에는 식생활의 기본 방
인콩에 해서살펴보자. 옛날
에는 콩밥을 먹는다고 하면 교
도소에서 사는 것으로 연상하
던시절이있었다. 아마적은식

량으로 생존을 위해서 먹 으
리라고생각된다.

뭐니뭐니 해도 현 인들은
암을두려워한다. 왜냐하면“딱
히이것이다.”라고하는치료법
이아직나타나지않고있기때
문이다. 그런데 1990년 6월 27
일미국워싱턴의국립암연구
소에서학계, 정계, 재계의전문
인들이모여콩의항암(癌)역할
에 하여토의한결과콩이항
암(癌)역할을할것이라는데동
의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의하나가‘이소플라본’이
라는물질이라고밝혀졌다. 

이것을식물성‘에스트로겐’
이라고하는데, ‘에스트로겐’은
난소와 부신을 비롯한 여러 인
체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생
리의 리듬을 만들고 임신이나
출산을 위한 여성 특유의 몸을
만들어 지켜주며 혈액중의 콜
레스테롤의증가를억제하거나
관상동맥의 경화도 방지하고

뇌(腦)안으로되돌아가서는‘도
파민’이나‘베타엔돌핀’에
향을주는데그활동은실로강
력하다. 

이런 중요한 여성 호로몬의
분비량은 일생을 통해 티스푼
하나에 담길 정도인데 유감스
럽게도 출산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호로몬이 적어
져버린다고한다. 한꺼번에약
2할정도까지떨어지고그뒤에
는 나이와 더불어 점점 저하되
어 여성들에게 갱년기라는 운
명을만들어내는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질을 나쁘게 하고 근육과 뼈의
힘도 쇠퇴하게 하며 무엇보다
도탄력있는피부를만들수없
어서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
이다. 

요사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
고 젊어지기 위해 약제로 복용
을하는데몸의기능과성장호
로몬이 애매할 때 성호로몬을
극 화시키면 암에 걸리기 쉬

운 체질을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성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우아한 자태, 매력있는 중∙장
년과노년의생애에서‘에스트
로겐’은너무나도중요한데그
것을 함유하고 있는 기초 인자
가 콩이라는 사실이고 콩 속에
있는‘이소플라본’은 그 분자
구조가 여성 호로몬인 에스트
로겐과 유사하여 성 호로몬과
관련된암즉, 유방암, 난소암, 자
궁암, 전립선암 등에 효과적으
로작용한다.

그리고, 폐경기 이후 에스트
로겐의 생산 부족으로 골 도
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등이 많
은데콩속에함유되어있는‘이
소플라본’이골질량을보호한
다는 것이어서 성호로몬이 부
족한 현 여성들에게는 복음
이아닐수없다.

또한콩속에있는아미노산
조성중‘ 라이신’과‘알기닌’
의 함량이 많은데 이러한 단백
질은혈액내인슐린수치를낮
추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이 낮
으면간이‘콜레스테롤’을적게
만들어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
을 낮추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
소하여고혈압, 뇌졸중등을예
방하고 콩에 있는 수용성 섬유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
할을 하여 만성 변비를 비롯한
각종 현 병에 유익하다. 더불
어콩속에있는섬유소의수용
성 성분은 작은창자에서 젤과

같은 형태로 되어 포도당이 혈
액으로 서서히 들어가도록 조
정하여 당뇨 환자의 포도당 흡
수를 조절하므로 당뇨 환자들
의세포를깨울수있어결국당
뇨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콩의지방은50%가‘리
놀산’이고‘리놀레인산’이6%
나 들어있어 이러한 불포화지
방산은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
취에서오는‘콜레스테롤’을씻
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그리고 스테미나에 좋은 양
질의 단백질과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라이신’과‘알기
닌’등이풍부하게들어있어예
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밭의 고
기라고부를정도로애식(愛食)
하게된것이다.

그래서콩을중심으로한각
종떡, 된장등다양한먹거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
았다. 

그런데지난약이십여년부
터 국적 없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없던 질병으로 신음하
고있다. 그래서이제는옛날의
식습관으로돌아올필요가있
다고본다. 법고창신(高法創新)
이라는말이있다. 옛것을배우
고새것을익힌다는말이다. 과
거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결국

자연치유자연건강 설 익(☎017-231-1960)

질병치료의지름길은생활습관의개선�

▶다음호에이어짐

�필자약력

△삼육 학교 자연 치유

요양관리학과, 건강택견양

생학과, 체의학예술치료

학과, 주임교수. 

△한국건강택견협회회

장

△ 한정법도협회이사

장. 

땅과바다에도전한다! 21세기는생각의속도에따라모든것이해결된다!! 고정관념을깨야한다!!  

요즘큰화제를불러일으키고있는슈퍼에너지를지난3월부터사용해온본협회회원들과일반농가들이그효과가

엄청나다고하여그결과를본협회회원들에게알려, 회원들의수입을증 시키고, 수확량을늘리며, 일손을덜어주고

자한다. 슈퍼에너지를사용하게되면아래와같은효과를볼수있다.

▷토양입자의활력이강해져서각종유효성분의분해와이용률이향상된다.
▷토양이중화되므로화학비료의과용으로인한폐해에서벗어날수있다.
▷연작피해에서벗어날수있다.
▷작물이강건하게자라므로병충해의피해를줄일수있다.
▷성장속도가빠르며맛과저장성이향상된다.
▷엽채류와과채류의수확시기를1주일이상앞당기고수확량이증 된다.
▷벼의수확시기를2주이상앞당기고도복성과내병성이강해진다.
▷과수의당도를높이고저장성이향상된다.

농경지100평당단위에1개씩땅속깊이에, 각필지의중앙에바둑판모양으로묻고, 어업용은100평단위에어구에묶어주시든지
묻어주십시오. 단, 수경재배농장은200평에1개씩묻어주십시오.
가정용은거실과안방그리고환자가있다면환자방에도한개씩콘센트에꽂아주십시오.

전기료의획기적인절감효과(3개월내10% 이상절감)
실내공기의중화(상쾌한공기와쾌적한분위기)
식품의보존기간연장
전기기구의효율증 , 소음감소, 사용연수연장
전자파등유해파장의중화

# 조경하시는분은특별히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 한번사용으로 구적으로보장할수있다.

소득증 와함께하는농어업용슈퍼에너지

사용 방법

자매품 가정용

한국유기농자재센타
☎ 02-406-4462
생활에너지연구소
☎ 02-977-7661~2

문의처

콩을 각종 떡, 된장 등 다양한
먹거리로활용한선조들의지
혜가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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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의알려지지않은힘
그린농법[8] 수도작편

(주)그린바이오텍 전화 : 031-946-5614

규소는 반도체 산업에서 많
이사용되는광물질이다. 이규
소가 농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서규소가각광을받고있는것
은무엇때문인지짚어보고농
업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농
가의 수익증 에 기여할 것인
지를생각해보자

왜규산인가?

향후농업현장에서는3 과
제에의해좌우될것이다.  

즉. 1. 연작장애해소 2. 토양
병해 해소 3. 품질향상 및 안전
성확보

규산은“품질향상및안전성
확보”라는과제에가장접근되
어있을것이다.

예전에 때만 되면 면이나 읍
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준 규산질비료를 사용하지 않
고 논두 에 방치해 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젠 그 규산질
비료를 돈을 주고 사서 뿌리고
있다. 물론논뿐아니라비닐하
우스며 과수원 그리고 액상 상
태로살포를하는농가도있다. 

전에 오이 그린농법을 통해
서도 소개를 했지만 박과채소
류(오이, 호박, 메론등) 재배때
는반드시규산질비료를300평
기준에1-2포를살포할것을권
한적이있고재배에많은도움
을받았다는후문도있다. 먼저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는 벼에

해살펴본후과수, 채소에
해서알아보자.

규산(SiO2)은토양중에많이
함유되어 전규산 함량으로 보
면광물질토양의60-70%가규
산이다. 그러나식물이흡수할
수있는가용성규산은그리많
지않다. 산성토양이많은우리
나라에서 알카리성 물질인 규
산의 시용 효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
이 주는 경향에 있는 오늘날의

벼농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
산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벼재배와규산비료

벼재배에 있어 규산비료의
시용효과는

1) 벼는 규산을 다량 흡수하
며, 규산질비료를 시비함으로
써 평균 10%정도의 증수 효과
가있다. 특히도열병상습지
나 질소 시비량을 늘린 곳에서
는50%정도더증수효과가있
다. 

2) 벼농사는 질소 비료가 가
장필요한것으로알고있으나,
사실은규산을질소의8배이상
흡수한다. 벼100kg 생산에필요
한질소흡수량은1.8kg인반면,
규산흡수량은14.8kg이나된다.

3) 규산을 충분히 흡수한 작
물의특징

① 잎과 줄기가 빳빳해져서
도복이잘안된다.

② 아래 잎까지 햇볕을 많이
받아탄소동화작용이왕성해진
다.

③ 규산이 식물세포에 들어
가 세포벽에 규산층을 형성함
으로써 도열병, 이화명충, 벼멸
구 등 병충해에 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④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
는다.

⑤등숙율이높고, 쌀알이고
르고, 밥맛이좋아진다.

규산과 칼리는 동조적으로
물질의 전류를 촉진시킴으로
(규산과 칼리가 서로 식물흡수
를 도와준다) 일조부족 스트레
스에 한 경감효과가 커서 최
근 기후변동으로 늦장마에 따
른 일조 부족시 규산질비료 효
과가 등숙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있을것이다.

⑥ 규산/질소 비율이 높아지
면증수가된다. (질소피해방지)

⑦ 내병성 증 효과로 도열
병이외에도뿌리썩음병, 깨씨
무늬병, 세균성병해, 바이러스
성병해는물론냉해에 한저
항성을키워준다.

⑧규산함량60피피엠(ppm)
의 논 에 규 산 질 비 료 를
300kg/10a(300평)사용할 때 평
균 쌀이 11% 이상이나 증수된
다. 도열병상습지는51%, 산간
고냉지는 20%나 증수된다는
보고도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같이 다
른 효과보다도 밥맛이 좋은 쌀
을생산할수있다는것이오늘
의 이 다변화되는 농업현실을
뚫고나갈수있는요인으로작
용할수도있다.  밥맛이좋은쌀
의왕겨를분석해보면마그네
슘과 규소의 농도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특히 규소
의 함량에 밥맛이 크게 좌우된
다는보고가있다. 

규산의 효과는 어떻게 해
서나타나는가?

한편 유럽의 오이 양액재배
에는 비료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바로규산통이다.  양액
처방에도 꼭 규소가 들어가 있
다.  채소류의재배에서는품질
의 향상과 함께 병리적 차원에
서각광을받고있다. 규산은칼
슘과 더불어 식물에서 과잉이
되어도 생리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요소(약간의 생육억제 효
과는 있음)이면서 식물체 내에
서 이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다. 그래서뿌리를통해공급을
하려면 연속 공급이 필요해서
요즘은 차돌을 녹여서 수용성
으로 만든 액상 상태의 규산을
주기적으로(생육이 빠른 시기
에는15일에1회, 느린시기는1
달에1회) 살포하고있다. 

11)) 병병저저항항성성
일단 규산이 살포가 된잎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규산은 잎
내에서 미세 이동을 하여 병원
균의 주위를 둘러싸 균사가 자
라는것을막는다. 

그래서병(흰가루병, 노균병,
반점낙엽병, 도열병, 탄저병등)
이예방이된다. 자체실험의결
과오이등과같은박과류의흰
가루병은보름동안의억제효과
가 나고 있고 농업현장에서도
이와비슷한결과를본다. 일본
에서도 딸기의 경우 규산의 살
포로 흰가루병 억제 효과가 있
다는보고도있다.

22)) 질질소소과과잉잉문문제제해해소소
질소가 과잉이 되면 병이 잘

발생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
실이지만 과수의 경우 도장지
과 꽃눈의 형성 저해가 발생되
고 착색이 불량해지고 채소류
의 경우는 기형과의 발생이 많
아지고 저장성도 약해진다. 벼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산은
질소과잉으로 동반할 수 있는
현상(방울토마토의 이상경, 토
마토류의 잎의 재분화, 착색불
량등)을완화시키는결과를보

았다. 특히 육묘가 좋지 않아 1
화방의 착과를 놓치거나 착과
가11-13엽에된토마토는 양
생장이 과잉되어 부분 꽃 뒤
에 잎을 달고 나오거나 잎맥에
서다시잎이터져나오는경우
가많은데액상규산10-15일간
격으로2-3회살포로이런현상
을아주많이완화시켰다.

33)) 환환경경변변화화에에 내내성성,, 저저장장성성
증증

한편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
하는 요즘 규소의 사용은 필수
적이다. 규소는 세포막이나 세
포 소기관 막의 안정화와 세포
물질에서수분보유능력을키움
으로서 중금속, 독성, 재해경감
능력을갖게한다. 

특히 산성토양에서 나오기
쉬운 사과의 적진병(나무가 망
간독으로 줄기가 우둘두둘해
지는현상)의경우규산질비료
를봄에나무주위에300평에3
포 기준으로 살포하면 가을이
면병이거의없어져매끈한줄
기로된다.

규산의 효과로 조직이 단단
해짐으로 식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증수효과는 물론 저장
성이 좋아진다. 엽채류의 경우
잘 물러지지 않으며 오래 저장
이되는데특히부추의경우잘
라놓아도더늦게시들어시장
에서반응이좋다.

규산은 식물체의 온도 조절
기능으로 고온과 저온장해를
경감시키고 외부 전기적 충격
을 완화시킴으로서 재해에
한내성을높인다.

4) 증수효과
증수효과로는 기상과 토양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별, 작물
별로 보면 세계적으로 벼에서
는 10�46%의 효과가 인정되
는데 특히 미국에서 21�46%
의가장높은효과를내었다. ,

그간회원들의요청에의하여본회에서제작공급해온도금형철파이프소재피

라미드가전국의회원들에게사랑과각광을받아오면서다양한면으로부터효과를

경험하게되었다는감사의전화에큰보람을갖게되었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지역별로회원들에게국내사례와외국전문가들의그동안연구

내용을전해드리자피라미드전체를동제품(순도99.99%)으로제작공급해주길원하

든차에그동안비용문제와 제작에따른어려운점들이원활하게해소됨으로써, 새

해부터완전동제품으로바뀌게되었음을전해드립니다. 

종전의제품보다조립해체가용이해졌음은물론효능의극 화를위해밑면의네

모서리와꼭지점에각각히란야를돌출로삽입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상승되어 기본형 2m기준 1세트에 240,000원이며 요청에

따라다양한크기로원할경우원활하게공급할수있게되었으며사이즈가커지게

됨에따른비용만추가부담하시면되오니기본형이외의주문형을의뢰시에는본회

사무국으로별도상담을해주시고 농협610 - 12 - 033462 정금 앞으로송금바랍

니다.

신제품보급은주문즉시가능하오며새해에도회원님의가내에건강과행복이충

만하시며전원유기농산물인증을획득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4.  1.

(사) 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한국유기농자재센터

피라미드동제품고급화단행출 시

▶16면으로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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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민간차원에서검토해온
양국 비즈니스포럼의 한국측
사무국인 한상공회의소는18
일 정부건의문을발표, 우리
의종합적인FTA 전략수립과장
기비전제시를촉구했다.

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한∙일 FTA는 북미, 유럽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FTA 전략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가 주도하는 산∙관∙학 책
기구는 물론 정부 유관부처가
망라된종합 책반을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FTA 타결시양국은공통적으로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유기기농농법법 공공동동개개발발, 농업

벤처화, 농수산품의 양국간 전
자상거래 등 다양한 제휴와 협
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칠레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관련, 농수산업
개방의 득실은 장기적이고 국
민경제적인관점에서 국적으
로 고려해 과감한 개방을 생각
해야 하며 정부는 농업의 급속
한 개방에 따른 피해 책을 강
구하더라도일시적인보호조치
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자료: 파이낸셜뉴스3월18
일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아이들에게 싱싱하고 건강

한 유유기기농농 먹먹거거리리를 먹이는 곳
으로 탈바꿈한다. 지난달부터
부산과 경남에서 시작된 사단
법인 생태유아공동체(가칭)는
농민들로부터직거래로받아온
유유기기농농산산물물을을 아아이이들들 밥밥상상에에
올올리리자자는는 운운동동이다. 현재 3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생협공
동체로키워갈계획이다.

생태유아공동체는조합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비 리
로운 된다. 출자금을내고가
입하면 유유기기농농법법으으로로 재재배배한한
곡곡류류와와 콩콩류류, 제철에키운다양
한 채소와 자연산 해조류 등을
시설에배달해준다.

이모임을주도하고있는임
재택 부산 교수(유아교육과)
는"아이들을'양계장닭'처럼키
우는 현행 유아교육을 '토종닭'
처럼키우는생태유아교육으로
전환하는일"이라고소개한다. 

"2명 중 한명이 제왕절개로
태어나 10명 중 9명이 소젖을
먹고 자라고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몸도 마음도 혼도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구하자"
는것이다. 이는또넓게보면농
촌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운
동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안정
적인판로를개척해질좋은유유
기기농농업업을 할 수 있어 환경에도
큰도움이된다. 아이들은농촌

체험학습에도 참여하고 제철
음식과 전통음식 먹기, 인스턴
트음식안먹기, 텃밭가꾸기등
활동도 하며 자연과 가까워지
는경험을할수있다. 

<자료: 한겨레3월12일자>

유기농업유기농

건강과 자연농업 �13�제177호 2002년 4월 1일전면광고

‘녹색’으로연구하고‘녹색’으로살아갑니다.”국내최초
의‘ 안 학’으로자연생태등의연구와환경전문가양성
을목적으로하는‘녹색 학’설립운동이본격적인궤도에
올랐다.

녹색 학창립위원회는지난2일충남금산군금산인삼
종합전시관에서‘2002 녹색 학제1차전국보고회’를갖
고2003년3월개교하는녹색 학의설립추진경과와학교
운 청사진을공개했다.

전국각지에서모인`녹지사', 즉녹색 학을지탱하는사
람들과후원자등회원120여명은보고서를통해경남함양
군 백전면 안리 3만여평과 인근의 폐교된 백전중학교
4360평을학교부지로확보했으며생태교육과등모두5개
학과에학년당학생10명씩의규모로개교할예정이라고밝
혔다.

녹색 학은학부와 학원과정이함께운 되며고교졸
업에준하는학력을가진사람이면누구나지원할수있다.
수업료등학교운 비용은기부금과회원들이내는후원금
으로충당된다.비용을줄이기위해전임교수의수도최소로
하며직접농사도지으면서지역사회공동체와호흡을같이
할계획이다.

녹색 학은‘공동체마을테두리내에서연구를한다.’는
점에서기존제도권 학들과차별화된다. 이마을은유유기기농농
을기본으로하는자립적생태공동체로녹색 학과농사, 집
짓기, 살림살이, 품앗이등은물론연구도함께하는‘ 안교
육공동체’를구성한다.

지난10월이후이미20여가구가이곳에입주를마쳤다.
문의는(02)3474-7274�5.

<자료: 한매일3월4일자>

마구잡이 개발로 몸살을 앓던 강원도 동강
일 가댐건설백지화2년만인오는6월부터
단계적으로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된다.

상지역은강원도정선군정선읍광하교에
서 월군 월읍섭새강변에이르는46km 구
간으로, 이가운데동강수면을포함한국∙공
유지(2400만평)는 6월 말까지, 나머지 사유지
(900만평)는땅임자와주민의의견을수렴해내
년말까지지정된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되면토지의형질

변경, 야생동식물의채취나포획, 취사나야 ,
벌목등이제한된다. 

그러나환경부는보전지역으로지정되더라
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농과 고기잡이,
산나물 채취 등을 규제하지 않으며, 사유지를
판원주민에게는유유기기농농업업을하는경작권을계
속인정하기로했다.

<자료: 한겨레3월15일자>

동강생태보전지역 원주민에게
“유기농업 경작권 계속 인정”

유기농업 공동개발 지적
상의“韓∙日 FTA 전략수립을 요구하며”

유기농산물, 아이들 밥상에 올리자!!

유유기기농농업업을기본으로하는“녹색
학”본격궤도에...

뉴스클리핑뉴스클리핑

어린이집∙유치원 식사 개선 운동, 먹거리 바꾸기
농촌체험학습을통해아이들의건강과자연환경에일조

보리, 옥수수에서는10�15%의증수를, 사탕수수에서(브라질)는
5�13%, 땅콩은15�25%(중국), 오이에서는3�10%, 토마토에
서는82�91%, 장미는4�8%의증수를가져왔다. 토마토에서는
작물중에서규산을가장적게흡수하면서도개화후임성과관련
이커서수량에결정적으로 향을주게된다.

5) 주의할점
그렇다고규산이만병통치는아니다. 어린식물이효과가더크

다. 시설내열매채소류중칼슘장애를받기쉬운작물(특히토마
토)의경우규산은증산을일부억제함으로햇볕이강한한여름의
경우는가급적사용을피하는것이좋고사용할필요가있을때(장
마철등)는칼슘을혼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과잉사용은
피하는데과잉에의한억제효과가있으면아미노산등으로풀어
줄필요가있다. 그리고혹다른 양제와혼용살포시는먼저규
산을물에풀고(pH가높음) 다른것을타는것이좋다. 

<끝>

▶15면에서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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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충충에에 한한 강강력력한한 살살충충능능력력 발발휘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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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특성및효과 ▣현미식초사용방법

1. 현미분을 원료로한 제품

(양조식초임) 

현미로 술을 빚어서 발효시킨 제품

이며 제조과정에서 일체의 화학약품

첨가물이나 색소, 방부제 등을 섞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초산균

으로 발효하 다.

※포장단위 : 18l(1말) 

�주문 - 주간 : 055-383-8225
야간 : 055-383-8226

★시중에 유사품이 유통되고 있사오니 꼭

‘‘천천연연식식품품’’확인 바랍니다. 

※병해발생시나 해충 발생시 최 200~10배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적은 면적에
살포후 장해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 육묘시에는 1,000배로 약간 묽은 농도로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사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925-1 
TEL : 055-383-8225~8 
FAX : 055-383-8227

天然食品(株) 

상작물 사용시기 희석배수 사용횟수

엽채류 생육기 400-500 2~3회/월

과채류 생육기 300배 2~3회/월

과수류
유엽기
성엽기

400~500배
200~300배

1~2회/월
2~3회/월

양 계
부화3주이내
부화3주이상

음용수의2%
음용수의3% 

지속적급여
〃

국내국내최초최초살균살균살충제살충제「「현미식초현미식초」」개발개발

●수정률저하를예방
예년에비해혹독한추위없

이 겨울을 보내고 일찍이 봄을
맞이하면서과수의개화시기가
일찍 전개되리라는 전망과 함
께 과수원을 경 하시는 농장
주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
리할필요성이매우높다. 따라
서사과, 배, 복숭아, 포도등과수
의 개화시기 이전에 기상변화
에 따른 수정률 저하를 예방하
여야 할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개화10%일 때와 만개시에 최
소한2회이상 물물2255말말＋＋수수퍼퍼바바
이이오오11봉봉((7755gg))＋＋황황설설탕탕225500gg＋＋
부부리리오오225500gg의 비율로 살포해
주면 개화시 고온으로 인한 암
술의 수정능력 저하를 극복할
수있으며, 수꽃가루의양이많
아지게 되므로 수정능력은 매
우 좋아지게 됩니다. 황설탕은
반드시 소량의 물에 끓여 사용
하시고 수정시에는 가급적 아
미노산제재보다는수용성인산
제품을 혼용하면 사용시 과형
이 좋아지며 과생산 비율이
높아지게된다.

●고추묘, 화아분화촉진
고추는지금한창육묘상에

서 1차 가식을 마치고 주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인바 특
히 고온장해를 입지 않도록 주
의깊게 관리하고 본엽이 5�6
매일경우고추의생육기간중
몇개의꽃을피울것인가를결

정하는화아분화형성기이기에
이때 질소질의 과다공급과 흡
수 이용율이 높은 제품은 삼가
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물물11말말
당당＋＋보보리리돌돌뜸뜸씨씨3300gg＋＋황황설설탕탕
1100gg＋＋목목초초액액4400㏄㏄의 비율로 2
�3일 간격으로 3회정도 엽면
살포 해주면 체내 질소질의 이
동이 일시 차단되면서 화아분
화가 촉진되며 모종은 매우 단
단해지게 된다. 정식이후 개
화∙수정시 낙과 없이 수확량
을 증 시킬 수 있으며 상품성
또한매우좋아진다.

●저장∙상품성극 화
관행농업과 무농약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경종분야와 수
도작. 과수원에있어서현재사
용중인 인산과 가리질의 흡수
이용률 저하로 토양속에 과잉
상태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
한 물질이 결국은 연작장애와
수질악화의주범으로작용하고
있는데농업인이사용하고있는
무기원소의 흡수이용 효율을
극 화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미생물 배양체를 만들어 사용
해야한다. 과과린린산산석석회회33포포＋＋염염
화화가가리리11포포＋＋쌀쌀겨겨2200㎏㎏＋＋천천보보11
호호11봉봉((22㎏㎏))의재료를한곳에부
어골고루섞은다음약20㎏단
위로포 에담아6개월이상숙
성시켜 기비나 추비로 사용하
시면매우좋은인산. 가리시비

효과를거둘수있게된다. 특히
맛과 향을 높이고자 할 경우와
저장성 상품성을 극 화 해야
할 경우 상기소재의 사용은 필
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하우스내토양개선
시설하우스와 같이 토지 이

용률이 노지 재배에 비해 높은
경우 연작장해와 수확량 감소.
병해의 발생은 종사자 모두의
골치아픈문제점이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과
작물의 생육과 토양환경을 개
선하는 방법으로 균강을 직접
만들어 사용토록 지도해 왔으
나, 여러가지이유로실천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어온게 현실
이라고볼때“균의 도를최
로 높여 상품화”하 으며“농
업경 을 감안”하여 10㎏단위
토양생균제인““강강토토플플러러스스””를를
110000평평당당11��22포포를를전전면면에에살살포포
해주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일시에해결할수있다. 현재하
우스내에재배되고있는작물의
경우에는물물1100말말++강강토토플플러러스스11
포포((고고운운 망망사사로로 걸걸러러 사사용용))++황황
설설탕탕11㎏㎏를를 22시시간간여여동동안안 배배양양
하하여여,, 청청초초액액비비나나 깻깻묵묵액액비비등등
각각종종 천천연연액액비비와와 연연용용하여 관
주해주면 수확 말기까지 품질
좋은농산물을생산∙출하할수
있다.

●병원성곰팡이병방제
기상변화로 인한 각종 병원

성 곰팡이 병에는 물물11말말++그그린린
키키토토4400㏄㏄++오오르르가가논논2200㏄㏄++현현미미
식식초초8800㏄㏄의비율로“1주간격3
회”살포함.

평년기온보다 온도가 상승
함에따라특히흡즙성해충(진
딧물, 응애, 총채벌레, 온실가루
이)의 발생이 심화되고 있음에
고충이매우크다. 이러한흡즙
성해충의방제방법으로는물물11
말말++초초전전박박살살110000㏄㏄의 비율로
살포하되 살포시 해충의 몸에
직접 분사되도록 꼼곰히 살포
한다. 유기자재의특성을잘이
해하여 사용해야만 효과를 극

화할수있다.

●진균성병해의방제
노지 전작물(마늘, 양파, 

파, 쪽파등)주산단지에서는봄
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현상
과안개, 산성비등으로인해흑
색썩음병등진균성병해의발
생이 심화되고 있는바 사전예
방 위주의 방제를 서둘러야 한
다. 모든현상들이원인없는발
생은 없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화학비료의남용인바절제하여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경 의
합리화를 꽤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치료방법으로써는물물
11말말++패패화화석석효효소소2200gg++ 목목초초액액
5500㏄㏄++그그린린키키토토4400㏄㏄++황황설설탕탕1100
㏄㏄의비율로4�5일간격으로3

회이상살포해준다.

●감자의비 촉진
겨울철 하우스 감자재배 주

산지의 경우 이달 중순경부터
본격출하를앞두고출하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막바지 야간 저온장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
며 지상부의 웃자람을 효과적
으로 처리해야만 구근의 비
가 커지게 되어 소득과 직결되
기에 꽃이피는 전후를 기하여
물물11말말++보보리리돌돌뜸뜸씨씨3300gg++황황설설탕탕
1100gg++목목초초액액5500㏄㏄의 비율로 살
포하거나, CCPPKK배배양양체체를를 준준비비
하하신신경경우우에에는는330000평평당당2200㎏㎏씩씩
추추비비를 해주면 구근의 비 촉
진과 실중량이 훨씬 무거워져
단위면적당소득증 에커다란
기여를올릴수있다.

＜끝＞

4월중 농사정보
-유기농업 실천기술-

이번호에는 4월중에 회우들이 실천해야 할
농기술정보를 실었으니, 알고 실천하는 유기농업
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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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위한

‘오르가논’채소박사 탄생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뿌리썩음병, 역병, 흰가루병, 
세균성 점무늬병, 탄저병에 탁월한 효과

� 특징:1.방제력 증
2.고품질 다수확
3.생리활성물질의 극 화:효소, 비타민, 아미노산, 핵산
4.염류장애 및 가스장애 극복
5.선충방제(퇴치)   
6.토양의 단립형성, 투수성, 통기성 증

시 비 육묘 및 발육기 전 생육기간

희석배수 1,500배 1,000배

(20ℓ당15cc)    (20ℓ당20cc)

회 수 7~10일 간격

희석배수 300평 : 500cc

회 수 10~15일 간격

엽면시비

관 주

▶엽면시비: 
겨울철- 오전11시전후사용
여름철- 오후6시이후사용

▶관주: 
아침9시전후사용(300평당1병) 

※ 주의사항
농약사용시2~3일간격을두고사용

물에 희석한후 24시간 배양후 사용
1000:1(물에 희석한후 사용) 

���� 질질질질병병병병이이이이 심심심심할할할할 때때때때 : 본제의 500:1과

아미노닥터 1000:1을 같이 혼합,배양후 사용

[ 효과 및 시비방법 ]

한국유기농자재센타
(☎ 02-406-4462)

판매원 : 

부 비 료

�최신시설및3단발효시스템으로인한완전발효

�순수원료(계분30%, 돈분30%, 톱밥40%)만을사용합니다

�가장저렴한가격으로모시겠습니다

표 박 종 춘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소고리117-2

전 화:

핸드폰:

공장및사무실:

(주) 031) 632-6821
(야) 031) 634-9382

011-325-8431

♣판매규격
20㎏포장지PP마 (40리터) 
20㎏포장지비닐(40리터) 

생생산산등등록록번번호호::제제1100--나나--11--9966

선조님들의지혜로운농사방법인

유기농법을이제 가

함께합니다

부비료

●한국 유기농업의 시장
잠재력

한국의 유기농업 시장은 선
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
인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걸음마 단계인 만큼
유기 농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은매우크다할수있습니다. 유
기농업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11.. 유유기기농농 식식품품에에 한한 소소비비
자자인인식식이이확확산산되되고고있있습습니니다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
지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행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
지 가격과 맛을 구매의 기준으
로 삼아오던 것에서 이제는 안
전성과 기능성을 기준으로 식
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
다. 아무리맛좋고값이싸다하
더라도 그것이 안전성이 낮고
몸에 이롭지 못하다면 구매하
지않으려고합니다. 

반면가격이조금높다하더
라도믿고사먹을수있는안전
성이 보장된 식품이라면 구매
를마다하지않으려합니다. 또
한 유기 농산물의 기능적인 측
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현 인들이
유기농 식품에 한 관심을 보
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수준이
높아진것입니다.

2002년1월초SBS TV 특집
「잘먹고 잘사는 법」에서 유기
농산물의 기능 및 중요성이 방

된 이후 한국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가 운 하고 있는 백
화점을 포함한 24개 매장에서
는 매출이 급신장하는 현상을
보 고, 유기농산물구입과관
련하여 문의가 쇄도하 습니
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증폭되
는 관심과 매출 신장세는 앞으
로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여집
니다. 

22.. 유유기기 농농업업에에 한한 정정부부의의
정정책책적적 지지원원이이 확확 되되고고 있있습습
니니다다.. 

“품질 인증제 실시(1992년),
환경농업육성법(1997년), 친환
경 농업 직불제 실시(1999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등
많은 정책들의 집행과 노력으
로 유기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
성화의 토 는 형성되었습니
다. 

WTO 출범으로 수입농산물
에 한 방어벽이 무너짐에 따
라 정부도 우리 농업의 살길이
유기농업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는 가
격 경쟁이 되지 않음으로 차별
화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유
기농업밖에없을것입니다. 따
라서 앞으로 유기농업에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확

되리라예상됩니다. 

33.. 유유기기농농 식식품품에에 한한 유유통통
및및식식품품업업체체들들의의 관관심심이이 능능동동
적적이이며며 적적극극적적으으로로 변변화화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유기농식품에 한소비자
들의 구매력이 증 되고 21세
기 유망사업으로 기 되면서
유통회사들은 유기농 매장을
확 하고 있으며 품목을 다양
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유기농 식품을 자사
브랜드화하며 가맹점 모집을
통해 유기농 전문 매장을 늘려

가고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유기농 시

장이1차농산물에한정되어있
었으나점차2차가공식품분야
로그비중이옮겨가고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식품업체들
은 유기농 식품 시장을 선점하
기위해유기농제품개발을서
두르고 있습니다. 유기농 실천
농가는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계속 확

되고 있으므로 업체들은 유

기농 생산물량 확보에 적극 나
서고있습니다.

●우리가유기농업을지향
하는이유

WTO 출범이후 우리 농업은
중 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이사실입니다. 외국의값싼농
산물이 량으로 수입되기 시
작한다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 농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이위기는오히려우

리에게기회가될수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비록 값싸고 맛
있다 하더라도 단위 농장에
서 량 생산된 수입 농산물에

한 안전성 문제가 지금도 계
속 두되고 있으며 신뢰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
다.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차별화밖에
없으며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기능성 강화로 이어지는 유기

농업만이 우리 농산물을 고급
화할수있는유일한방법입니
다. 

●유기농업은환경과생명
을살리는길

21세기는 환경의 시 입니
다. 앞으로식품을포함한거의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되지않으면소비자들로부
터외면을받을수밖에없을것
입니다. 유기농업은 환경을 보
존하는 중요한 방편이며, 안전
한 상품의 생산으로 국민의 건
강증진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
기도합니다.  

또한유기농업은현재농업
의 비효율성 내지 비수익성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
득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유
일한방안입니다.  

국내의 유기농업 상황이 아
직어렵다하더라도, 우리가유
기농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
니다. 

<끝>

한국유기농업의미래는있는가?
�필자: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장 임성실

필자소개

▲백화점마다친환경유기농산물매장을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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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제의 성능과 종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유기농산물 유통량을 전체농산물의 3%수준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아래 5 일간지와 지하철 등에 적
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농산물생산은 유기농기술과 자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센터에서는 유기농업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자재개발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을 개발, 퇴비발효제 수퍼엔자임 용으로 찌모겐, 가축사료용 파우워효소 용으로 바이오짜임, 최고급

동물성아미노산 아미노닥터와 가축의 혈분개량제를 개발하여 유기농업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하 습니다. 본센타는 앞으
로도 유기농업에 필요한 새로운 자재와 신기술 개발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 한국유기농자재센터 白

찌모겐
ZYMOGEN

1) 속성발효퇴비는왕겨∙톱밥∙짚∙풀등탄소질재료2,000kg+계분∙돈분∙우분등질소질재료1,000kg(4.5톤트럭1 분의
물똥)계3,000kg의퇴비재료를발효시킬때찌모겐1봉(500g) + 물5ℓ(40℃) 10분후+ 쌀겨17kg 또는배합사료10kg의균강을
퇴비재료와겹겹이쌓은후짚으로10cm를덮어주고다시헌비닐로씌워둔다. 

1�2일후중심부의온도가40℃를넘으면비닐만걷어주고짚으로잘보온해주면4�5일이후엔60℃이상으로오르면서왕성
한발효가이루어진다. 
6일째뒤집기해준후12일째직경10cm의말뚝으로60�100cm 간격의구멍을뚫어주고짚으로잘덮어주면20일째는하얀곰
팡이로뒤덮인발효퇴비가만들어진다. 

2) 노목이나병든나무, 동해로죽어가는과수등을회생시키기위한수용액으로사용할때는찌모겐1봉(500g) + 물100ℓ(5말) +
아미노닥터100cc 의비율로혼합하여나무가지둘레의80%지역을한삽깊이로파고흠뻑관주해준후판자리는토곡이나발
효퇴비로덮어주고잎에는물1말당보리돌뜸씨30g+황설탕10g+아미노닥터20cc+목초액50cc의균액을4�5일간격으로3
회연속살포해주면완쾌회생된다. 

3) 시설원예의점적호스관수시는수용액흡입구에직경10cm정도의철망을고정시키고헌스타킹을씌워두면막히지않기때
문에관수시마다수용액을흘려보내면가스장해질병만연엽류집적선충피해등을완벽하게제거할수있다. 

수퍼바이오
SUPER BIO

1) 육묘나정식후1개월까지는1,500평당수퍼바이오1봉(75g)+황설탕250g+물300ℓ(15말)+현미식초1,200cc의균액을7일간
격으로3�4회살포해준다.

2) 과수과채류의개화시에는10%개화시와만개시에수퍼바이오1봉(75g)+황설탕250g+물500ℓ(25말)의균액을꽃에고루살
포해주면수정과비 가촉진되고낙과가없다.

3) 서리를맞았을때는아침해뜨기10분전에수퍼바이오1봉(75g)+황설탕250g+물500ℓ(25말)+현미식초2,000cc+샛별250㏄의
균액을1,500평의작물잎에고루살포해주면깨끗하게회복된다.

과수원과같이많은면적일때는서리맞기전날오후3시경에위와같이만든균액을고루살포해주면저녁에서리를맞추어도
거의피해를보지않게된다.

4) 동화작용촉진미생물의작용으로겨울철하우스작물이나산간지 또는그늘진곳의일조부족으로인한생육부진도해소시
켜주기때문에(3)번에목초액1,250cc를추가한균액을4�5일간격으로2�3회살포해주면거의정상적으로생육하게된다.

콤포스트티
COMPOST-TEA

1)  뒤집지않고퇴비를발효시키기위해사용하는혐기성발효제로서, 탄소질재료2톤과질소질재료1톤계3톤의재료에콤포
스트티1봉(500g)+물5ℓ10분후+쌀겨17kg또는배합사료10kg의균강를켜켜로뿌리면서둥그렇게쌓은후비닐을씌우고
군데군데돌이나통나무로눌러두면30�40일에완전발효됨.

2) 노지토양개량시는300평당탄소질재료2,000kg, 질소질재료1,000kg, 합계3,000kg의퇴비재료를전면에깐후콤포스트티1
봉(500g) + 물30ℓ∙10분후+ 쌀겨100kg의균강을고루뿌린후로타리를10cm이상깊게쳐두면15�20일후에는퇴비의발
효와동시에토양에많은유효미생물이배양되어유기농업이쉽게실현될수있음.

바이오짜임
BIO-ZYME

1)  아무톱밥이나2,000kg을준비하여물을흠뻑주고나서12시간후에바이오짜임1봉(50g) + 황설탕100g + 물12ℓ10분후+ 쌀
겨40kg또는배합사료25kg의균강과요소20kg을고루뿌린후로타리쳐서혼합하여사방3m크기로둥그렇게쌓아올린후짚
으로10cm덮고헌비닐을씌워두면1�2일후에정상의온도가40℃를넘게되며이때비닐만걷어주면4�5일후60℃가된
다. 6, 12, 18, 24일째에뒤집기를해주면30일째에는완전발효된톱밥발효사료가만들어진다. 

2)  균배양사료는물12ℓ(40℃) + 바이오짜임50g +황설탕5g∙10분후+ 배합사료25kg 또는쌀겨40kg에잘혼합하여따뜻한곳
에쌓아두고짚으로덮어두고6시간후에단내나술내가나게될때농후사료급여량의30%를혼합하여준다.  

3)  양돈의톱밥발효돈사설치시에는1)과같이발효시킨톱밥발효사료를80�100cm두께로깔아준후돼지를입식시키면완벽
한위생질병경 관리가이루어진다. 

품 명 사 용 방 법

1) 속성발효퇴비제조
2) 태양열이용의 하우스토양 개량

시
3) 멀칭이용의 노지토양 개량시
4) 수용액 제조시
5) 재래화장실 또는 하수구등의 암

모니아 가스제거

1) 톱밥발효사료 제조시
2) 균배양사료 제조시
3) 톱밥발효돈사 설치시

바이오그로
BIO-GRO

1) 토양잔류불용성인산(P)∙가리(K)
흡수를용이하게함

2) 입고병,근부병,곰팡이병,노균병 예
방및현저히감소

3) 당도 증가, 착색촉진, 색택양호, 신
선도증가

1) 엽면살포시1,000배액으로희석하여12~24시간이지난후서늘할때살포한다. 

2) 관수시에는300배액으로희석하여물과함께관수함(200평당바이오그로1리터1병사용). 

3) 과채류, 엽채류, 과수등폭넓게사용할수있다. 

4) 미생물제, 목초액, 생선아미노산등과의혼용시상승효과가있다. 

5) 직사광선을피하여냉암소에보관하십시오. 

6) 농약과의혼용은금한다. 

1) 혐기성퇴비발효시
2) 노지토양개량시

1) 육묘시건묘육성
2) 서리피해∙냉해회복
3) 저온장해극복
4) 수정촉진∙낙과방지
5) 동화작용촉진
6) 일조부족시생육촉진
7) 질병예방치료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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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 충주시신니중
학교(3년 정동훈군)에 유기농
효행장학금전달.(윤경환이사,
손병익 충주시지회장, 손병재
충주시지회총무)

�2002. 3.  4= YMCA양곡은
행지도자 수련회에서의“친환
경유기농업의필요성과실제”
출강(정진 부회장)

◉제주도농어민단체협의회
에 참석해서 농민회관 건립기
금 조성방안을 위하여 농림부
와 한국마사회 및 국회를 방문
키로의결.(강원호부회장)

◉가평, 북면 농협에서 환경
자재를 활용한 품질인증 획득
을위한강의.(박 수이사)

�2002. 3. 5= (사)한국유기농
업협회 유통본부(본부장: 임성
실)의2001년도회계및사무감
사실시.(윤경환이사, 나기수사
무국장)

◉(~7일)봉화군 춘양농협에
서 윤상원 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회임원들의 독려로 사과
중심의 제349차 유기농업연수
회개최, 수강인원: 78명.

�2002. 3. 6= 국가전문행정
연수원에서품질관리공무원을

상으로 인증농가의 보호와
문제점에 해강의.(박 수이
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연합

작목반(반장: 허참억)에서 유기
농업인증미생산기술강의.(윤
경환이사)

� 2002. 3. 7= (~8일)철원군
농협에서 김상우 지회장을 중
심으로한지회임원들의독려로
수도작위주의제350차유기농
업연수회개최, 수강인원: 76명.

◉ 천환경농업시범포에서
현장지도.(박 수이사)

◉MBC 청풍명월내고향소식
(충주∙청주∙ 전 MBC)에서
충주지회 류근모 회우의 쌈채
류재배를소개.

�2002. 3. 8= 가나안농군학
교에서 각 병∙의원 직원 상
으로“친환경유기농산물애용
의필요성”에 해특강.(정진
부회장)

◉ 전엑스포공원국제회의
장에서 개최된 지방의제21 전
국협의회정기총회에제주도
표로참석하여전국협의회장으
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강원
호부회장)

�2002. 3. 9= 서귀포시에서
개최된제주도4-H연합회임원
수련 회에제주도4-H 후원회
장으로 참석, 격려사를 통하여
제주도의농업을친환경농업으
로지키자고호소.(강원호부회
장)

◉ 천, 화산 시설원예 농가

를방문해현장지도.(박 수이
사)

� 2002. 3. 11= (~13일)평창
군 도암면 눈마을예식장에서
박병승지회장과지회임원진의
독려아래 원예중심의 제351차
유기농업연수회 개최, 등록인
원: 61명.

�2002. 3. 12= 제주도친환
경종묘센터 준공식에 참석.(강
원호부회장)

◉(~14일)전남 농업진흥원
연수원에서박형재도지부장과
임원들의독려아래제352차유
기농업연수회개최.

◉안성 교육원에서 개최된
『벤처환경농업』과정에서“과
수”와관련해유기자재제조∙
실습을강의.(박 수이사)

�2002. 3. 13= 인제, 양구시
설농가 표와 환경농업 실천
포장에관한토론.(박 수이사)

�2002. 3. 15= 제주언론인클
럽주최『제주의재발견』주제의
세미나에참석.(강원호부회장)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작목의유기자재제조를
통한 저농약재배법을 강의.(박

수이사)
�2002. 3. 16= Agenda21 제주

광역협의회 정기총회(공동의
장)를 주재하여 각 시∙군협의
회와의 유 강화방안과‘생태

관광의해기념정책포럼’개최
의지를 다지는 기회마련.(강원
호부회장)

◉유통본부 운 위원회 개
최.

� 2002. 3. 18= (~20일)아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채류
중심의 제353차 유기농업연수
회개최, 연수생: 63명. 연수회준
비에 노고가 많았던 아산시 배
지회임원진에감사.(연수회시
작전에“아산둔포배지회”회원
들이모여“아산둔포배지회”를

“아산시 배지회”로 경칭(更稱)
함.)

� 2002. 3. 19= (~21일)경주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성태
지회장과 임원들의 독려아래
과수원예중심의제354차유기
농업연수회개최, 수강인원: 111
명.

◉안성 교육원에서 개최된
『벤처환경농업』과정에서“과
수”와관련해유기자재제조∙
실습을강의.(박 수이사)

�2002. 3. 20= 천, 임고면
과 화산면 환경농업 실천농가
를방문해현장지도.(박 수이
사)

�2002. 3. 21= 양, 남부농
협에서 환경농업실천 농가를

상으로강의.(박 수이사)
◉MBC 청풍명월내고향소식

에서충남금산지회(지회장: 박
경하)의 무농약재배 땅두릅을
소개.

�2002. 3. 22= (사)한국농수
지킴이협회(회장: 권광식) 주최
의『농업용수보호학술심포지
움』에토론자로참석하여친환
경유기농업의지원확 와‘물
감시원’제도활성화를강조.(정
진 부회장)

◉제주 학교농업생명과학
학에서 개최된『친환경농업

용역보고회』에참석.(강원호부
회장)

◉안성농협교육원에서열린
경기도 화성군 팔탄농협 조합
원과 임직원을 상으로 하는
교육에서“친환경농업으로 농
업을살리자”는주제로특강.(윤
경환이사)

◉함양, 하나회를 방문해 환
경농업 실천농가를 상으로
강의.(박 수이사)

� 2002. 3. 25= (~27일)무주
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길)
에서 관내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을 상으로 한 유기농
업연수회에 본회 강사진이 전
원참여하여 열강을 펼친결과
큰호응을얻었으며, 향후잡곡
류∙쌀∙사과등에친환경농산
물 품질인증획득과 유통시 본
회와의긴 한협력체계구축을
약속함.

�2002. 3. 26= 경기도지부회
의 개최하며 도지부 사업 활성
화방안을토론.(박 수지부장)

본회

▲단국 손상목교수가19~21일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개최된
제354차유기농업연수회에서수강생들에게Codex 식품기준에
해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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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성주월항지회(지회장: 박재원) 는
2002년3월30일오전11시월항지회사
무실이전준공식을개최하 다.

아날 새로이 이전한 지회사무실은
지600평위에지회건물70평공동출하선
과장150평휴게실액비제조실자재보관
실농기구보관창고등을갗추었으며총소
요자금은1억2천5백만원이소요되었다.

이날준공된지회사무실에는퇴비살포
기3 , 비료살포기1 , 액비제조기2 ,
광합성미생물제조기1 , 선별기10 , 이
온샘정수기3 등의설비를갖추고회원
모두가번갈아가며사용함으로써유기농
업을선도적으로실천해나가고있다.

그동안성주월항지회는1995년11월
3일에창립되어오늘에이르기까지제초

제를사용하다가적발된회우를제명처분
하는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며, 현
재는회원모두가일체의제초제를사용하
지않는 친환경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 와서는 게르마늄이
다량함유된고기능성게르마늄참외를생
산출하하기에이르 다. 

특히게루마늄참외는게루마늄이함유
된토양개량제를사용하고생육기에는게
루마늄액비를이용게루마늄성분이참외
를통해몸에흡수되도록하는것이다. 이
런 게루마늄성분은 체내 중금속배출 및
면역력강화로암∙치매예방에효과가있
고진통작용∙노화억제등의효능이있어
큰기 를하고있다.

또한2002년부터는인터넷및농수산
방송을통하여소비
자와 직거래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2년 규격박스
사용및공동선별작
업으로 물류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등
에 납품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2003
년도에는회원모두
가 품질인증획득을
목표로하고소규모
지구조성사업(친환
경농산물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유통
시설)을 실시할 계

획으로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본회 정진 부회장

을 비록하여 월항면장, 월항농협조합장
월항지서장등관내의많은인사들과성주
협의회(회장: 전효원)와협의회산하각급
지회장들이참석하여축하하 으며, 월항
지회회원전원이부부동반으로참석하여
자축행사를가졌다.

다과와기능성참외인게르마늄참외등
을 시식하며 잔치를 벌렸으며 준공테잎
절단식을끝으로행사를마쳤다.

성주 월항지회 사무실 이전 준공식 개최

▲본회정진 부회장∙성주협의회장∙
월항지회장∙월항면장∙월항농협조합
장∙월항지서장등이지난30일월항지회
사무실이전준공식에참석, 준공테잎절
단을하고있다.

▲경북성주월항지회(지회장: 박재원) 임직원및회우들의가족
들이지난30일, 월항지회신사무실에서사무실이전준공식을마
친뒤기념촬 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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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농협(조합장: 고
희)작목반에서 조합원을

상으로,농 협 창녕교육원(환경
농업담당: 김종열교수)에서38
개농협임직원과조직장230명
을 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필
요성을특강.(윤경환이사)

�2002. 3. 27= 두레마을유
통( 표: 김진홍목사)의점장및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
에서“친환경농업의현황과유
기농산물의 안전성”의 주제로
특강.(윤경환이사)

�2002. 3. 28= 제주해안습
지 생태계보전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을Agenda21 제주
추진협의회(공동의장)가 주최
하여양국전문가10여명이주

제발표와지정토론을실시하여
제주해안환경보전의중요성을
강조.(강원호부회장)

◉(~30일)무주군농업기술센
터2차교육에협력.

◉농협 안성교육원(원장: 채
수운)에서 열린 교육에서 시군
농협 부지부장 및 여성 조직장
183명을 상으로‘여성조직
운 활성화과정’에서“환경농
업, 여성의손으로”라는주제로
강의.(윤경환이사)

공장: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425-3

∙전 화: 031)762-8498  ∙팩 스: 031)761-8498
∙휴 폰: 011-212-8498

기 퇴비는 산업폐기물이나 유해성분을 절 로 첨가하지
않는 순수한 계분 발효퇴비입니다. 

기 퇴비는 유기농업의 필수품이며 흙을 살리는 퇴비입니
다. 

기 퇴비는 오랜 경험과 기술로 만들어진 참된 유기질 비
료입니다. 

완전 발효 시켰으므로 비닐 하우스는 물론 유기농업 퇴비
로 적합 합니다. 

등등록록번번호호 :: 
제제1100--나나--11--7744

정부보조퇴비는기 비료로!

�

�

�

�

기기 비비 료료기기 비비 료료
표표표표 민민민민 승승승승 구구구구

관할 단위농협에 정부보조퇴비 신청시 기 비료를

신청하여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YMCA 양곡은행의지도자들을 상으로유기농업실천의필요성
을강조하고있는정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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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부(지부장:이계웅) 월례회의를3월
12일에 논산시 강경읍에서 실시하 다. 이번
월례회의는 부여세강지회(지회장:강회창)와
논산금강지회(지회장:김낙온)가 주축이 되어
자리를 마련하여, 지회장과 임원이 많이 참석
하 다. 

또한충남도청친환경농업과허철과장과환
경농업과박현순계장이참석하여충남지역의
친환경농업현황과지원사업에 하여설명하

다. 박현순환경농업계장은그동안의친환경
농업정책과앞으로충남지역에서의친환경농
업발전방향에 하여설명을마친뒤임원들과
간담회식으로토론을하 다.

앞으로충남도청에서는친환경농업을실시
하고있는농민들에 하여협조와지원을아
끼지 않겠다고 하 다. 또한, 충남도 회때에
도참석하여지원방향을모색하겠다고하 다.

한편,  각지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전시및홍보를위해서인증농산물카드를작성
하여다음도지부회의때지참할것을당부하

다.

▲충남도청환경농업과박현순계장이지난12
일 강경 로얄예식장에서 열린 충남도지부(도
지부장: 이계웅) 월례회의에참석하여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의현황에 해서 설명하고 있
다.

충충남남도도지지부부 월월례례회회 개개최최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성주 초전지회(지
회장: 곽현수)에서는 초전불
고기식당에서정기월례회의
를개최하 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지회
장및임원진과회원45명전
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
하 으며 특히 본회 정진
부회장이 참석하여 회원들
과 친목을 도모하 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외출하시 박
스교체문제및차후인증관

계에 하여 심도있는 토의
를 가졌으며 특히, 독자브랜
드인“달콤이”상표등록 및
인터넷 (www.dalkomi.co.kr)
을통한홍보및직거래판매
에도주력하기로하 다.

또한, 정진 부회장은유
기농 기능성 참외를 출하하
여 더욱더 농가소득을 높이
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고격려하 다.

성주초전지회월례회

충남의최북단에위치하고있으며, 경기도와경계를이루고있는
아산시둔포면염작리는비옥한평야및구릉지 로충청남도특색
사업으로4천만이살고싶은시범마을로배농사가주소득원입니
다.

친환경농사로자연을살리고토양을보호하는데앞장서고있는
안심친환경 농조합법인은아름다운거리로전국우수시로선정
된아산시로2000년도에친환경가족농단지로지정받았으며, 아산
농업기술센터에서새로운 농기술의보급과지역특화작목의육
성으로경쟁력을높이고아산농업인의산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
하여2002년도농업기술시범사업인주말체험농장운 시범을하
게되었습니다.

주주말말 체체험험농농장장 운운 시시범범
- 아산시 배지회 안심회 -

▶▶ 주주말말 체체험험농농장장 ◀◀

1. 배나무 분양
1) 임 가격: 주당 10만원
2) 임 기간: 1년
3) 분양 시기: 3~5월

2. 양어장 개방으로 무료 낚시터
3. 염작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류학습 및 체험

학습
4. 가족단위 방갈로 등

연연락락처처:: 안안심심 친친환환경경 농농조조합합법법인인
☎☎ 004411--553311--44222211
HH∙∙PP:: 001111--99882233--99333322
FFAAXX:: 004411--553311--44222222

본회부회장겸제주도지부
장(강원호)이 지난 30일에
WTO협상에유기적으로 응
하여제주농수축산업의경쟁
력강화와농어업인의복지증
진을도모하기위한제주도농
어업∙농어촌특별 책위원

회위원으로위촉되어제주도
농어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제제주주도도농농어어업업∙∙농농어어촌촌특특별별 책책위위
원원회회위위원원으으로로위위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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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체결

2002. 3. 1 ~ 2002. 3. 31 회우여러분을 환환 합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과(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도지부(지부장: 강원호)는
2002년3월24일오후1시에제주도지부농장에서50여명의양측임원들이참석한가운데자매
결연식을가졌다.

이행사에서양측은농도불이(農都�二)정신을바탕으로상호교류를통하여공감 를형성하
며, 농업인은소비자의요구에맞는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고소비자는농업∙농촌을올바로이
해하며환경농산물의소비확산및농촌일손돕기등으로농촌과도시를상호보완적상생(相生)관
계로정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을다짐했다.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없음

<<누누계계:: 553388명명>>

��경경기기도도��

권혁병:고양시2-4982
임애 :남양주2-4983
오세남:안성시2-4984
안인수:안성시2-4985
홍성훈:안성시2-4986
홍용의:안성시2-4987
류창곤:용인시2-4988
박지규:화성시2-4989
박태환:평택시2-4990
류광수:화성시2-4991

<<누누계계:: 44,,999911명명>>

��강강원원도도��

김원기:정선군3-2090
손광자:원주시3-2091
고근식:철원군3-2092
김용욱:철원군3-2093
김학진:철원군3-2094
김화 :철원군3-2095
손기택:철원군3-2096
유 수:철원군3-2097
용상덕:철원군3-2098
엄주완:철원군3-2099
유만필:철원군3-2100
정동화:철원군3-2101
김창수:춘천시3-2102
김원기:평창군3-2103
김종균:평창군3-2104
박홍래:평창군3-2105
우복 :평창군3-2106

<<누누계계:: 22,,110066명명>>

��충충청청북북도도��

김주칠:제천시4-1496
진주용:제천시4-1497

<<누누계계:: 11,,449977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김남형:논산시5-3176
이천수:보령시5-3177
김경석:아산시5-3178
김연기:아산시5-3179
김태성:아산시5-3180
박성규:아산시5-3181
박상균:아산시5-3182
박상진:아산시5-3183
방성권:아산시5-3184
방태권:아산시5-3185
이광주:아산시5-3186
이이식:아산시5-3187
이정환:아산시5-3188
이창상:아산시5-3189
유옥희:아산시5-3190
임경택:아산시5-3191
염철형:아산시5-3192
지광운:아산시5-3193
정상규:아산시5-3194
전용배:아산시5-3195
정흥규:아산시5-3196
최금숙:아산시5-3197
허 강:아산시5-3198
함용배:아산시5-3199
허준강:아산시5-3200
허재강:아산시5-3201
김춘성: 전시5-3202
박주호:태안군5-3203

<<누누계계:: 33,,220033명명>>

��경경상상북북도도��

김동식:경주시6-4731

김찬효:포항시6-4732
모정구:경주시6-4733
박장순:경주시6-4734
서교진:경주시6-4735
엄용섭:경주시6-4736
정해덕:경주시6-4737
김승환:안동시6-4738
서 정:안동시6-4739
유훈하:안동시6-4740
박승민: 주시6-4741
김길수: 천시6-4742
조태형: 천시6-4743
김부덕:봉화군6-4744
김 린:봉화군6-4745
김제일:봉화군6-4746
김진하:봉화군6-4747
노동걸:봉화군6-4748
박연거:봉화군6-4749
이 현:봉화군6-4750
이병욱:봉화군6-4751
정기섭:봉화군6-4752
정경화:봉화군6-4753
홍달식:봉화군6-4754
최광식:봉화군6-4755
황기복:봉화군6-4756
정달수:포항시6-4757
황진우:포항시6-4758
윤원희: 천시6-4759
박천우:경산시6-4760

<<누누계계:: 44,,776600명명>>

��경경상상남남도도��

서성원:김해시7-3166
김규화: 양시7-3167
김성휘: 양시7-3168
차태환:울산시7-3169

<<누누계계:: 33,,116699명명>>

��전전라라북북도도��

오인근:김제시8-2780
이진실:김제시8-2781
김봉주:고창군8-2782
김완식:고창군8-2783
김차진:고창군8-2784
유만열:고창군8-2785
유봉천:고창군8-2786
유성백:고창군8-2787
유용봉:고창군8-2788
안종하:고창군8-2789
구현수:무주군8-2790
김양곤:무주군8-2791
김 수:무주군8-2792
김용모:무주군8-2793
김용호:무주군8-2794
김옥춘:무주군8-2795
강명섭:무주군8-2796
김철수:무주군8-2797
길진섭:무주군8-2798
김차연:무주군8-2799
박래문:무주군8-2800
송 곤:무주군8-2801
송오장:무주군8-2802
송재근:무주군8-2803
이만 :무주군8-2804
유 보:무주군8-2805
유복종:무주군8-2806
임종구:무주군8-2807
조 :무주군8-2808
주의식:무주군8-2809
주성식:무주군8-2810
전순남:무주군8-2811
전해춘:무주군8-2812
정종규:무주군8-2813
전창규:무주군8-2814
전해성:무주군8-2815
한만흠:무주군8-2816
김일섭:정읍시8-2817
김종서:정읍시8-2818
나병호:정읍시8-2819
문동석:정읍시8-2820
문병선:정읍시8-2821
신민호:정읍시8-2822

신춘식:정읍시8-2823
유종윤:정읍시8-2824
안태일:정읍시8-2825
장준철:정읍시8-2826
정해성:정읍시8-2827
김 수:익산시8-2828
신종희:익산시8-2829
이석식:김제시8-2830
조명호:김제시8-2831
김 석:김제시8-2832
노동운:김제시8-2833
임승기:김제시8-2834
김수철:김제시8-2835
홍창기:김제시8-2836
원종후:김제시8-2837
김재일:김제시8-2838
이희장:김제시8-2839
서복선:김제시8-2840
김삼봉:김제시8-2841
장봉진:김제시8-2842
송기관:김제시8-2843
임득인:김제시8-2844
강 성:무주군8-2845
전홍구:무주군8-2846
한명석:무주군8-2847
김원식:무주군8-2848
한승호:무주군8-2849
김명식:무주군8-2850
임재홍:무주군8-2851
나병현:무주군8-2852
나양채:무주군8-2853
김환수:무주군8-2854
오두현:김제시8-2855
고중곤:김제시8-2856

<<누누계계:: 22,,885566명명>>

��전전라라남남도도��

홍순 :구례군9-3537
이남기:고흥군9-3538
임채준:나주시9-3539
최현미:나주시9-3540

박종주:무안군9-3541
문기정:보성군9-3542
조권승:보성군9-3543
최상구:보성군9-3544
최삼출:보성군9-3545
김원후: 암군9-3546
신용조: 암군9-3547
최규동: 암군9-3548
최규운: 암군9-3549

<<누누계계:: 33,,554499명명>>

��제제주주도도��

김성신:남제주10-819
오채옥:남제주10-820
김양준:남제주10-821
오동언:남제주10-822
채현규:남제주10-823
김홍석:제주시10-824
강왕생:제주시10-825
한임옥:제주시10-826
박인수:제주시10-827
구병찬:북제주10-828
하 환:북제주10-829
김성용:서귀포10-830
김창 :제주시10-831

<<누누계계:: 883311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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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550000명명

신신 입입 회회 원원 명명 단단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와 (사)한국소비생활연구
원이 상호보완적 상생(相生)관계로∙∙∙

전북순창군（군수임득춘）은금과면방성∙일목리
일 를친환경농업지구로조성하기로했다．

군은환경오염시설등3개분야22개사업에10억
원을 들여 조성될 친환경농업지구는 오염원이 없는
준산간지로인근지역에비해일교차가뚜렷하고태

풍등의자연재해가적어친환경농업지구로서최적지
라고밝혔다.

<자료: 농민신문3월27일자>

순창친환경농업지구조성

일찍이 논산지역 농업경 인중심의 유기농
업협회회원으로어느지역보다유기농업에
한관심도가높았기에현재400여명이란 수많
은회원이가입하 으며읍.면단위별회원들의
유기농업실천에 한정보교환과친목을도모
하고자연의환경보호와국민의건강증진을꽤
하여나아가서는농업인의소득증진을위해지
난십수년전부터유기농업협회논산시읍.면단
위별5개지회를창립시켜왔습니다.

그동안지회의육성을위해소신을갖고봉사
해왔던조직장님들께서더이상의봉사를할수
없겠다는 한결같은 말 에 부득이하게 조직을

폭개편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판단에서논
산지회개편으로 제2의중흥을위한방안모색
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회원여러분의고견
을말 해주시면논산시농업의미래는매우희
망적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농철을맞이하여매우바쁠것으
로 생각됩니다. 올 9월달쯤에서 여러 회원님을
한자리에모시고논산시지회가발전할수있는
자리를만들겠습니다.

또한, 논산친환경농업발전을위해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본회(02-406-4462)로 연락주십시
오.

논산시 회원제위께
알리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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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없음

��경경기기도도��

권혁병:고양시2-4982
임애 :남양주2-4983
오세남:안성시2-4984
안인수:안성시2-4985
홍성훈:안성시2-4986
홍용의:안성시2-4987
류창곤:용인시2-4988
박지규:화성시2-4989
박태환:평택시2-4990
류광수:화성시2-4991
이상흥:안성시2-4184
장완수:안성시2-4499
이범주:안싱서2-4497
이해성:안성시2-4498

��강강원원도도��

김원기:정선군3-2090
손광자:원주시3-2091
고근식:철원군3-2092
김용욱:철원군3-2093
김학진:철원군3-2094
김화 :철원군3-2095
손기택:철원군3-2096
유 수:철원군3-2097
용상덕:철원군3-2098
엄주완:철원군3-2099
유만필:철원군3-2100
정동화:철원군3-2101
김창수:춘천시3-2102
김원기:평창군3-2103
김종균:평창군3-2104

박홍래:평창군3-2105
우복 :평창군3-2106
진남수:철원군3-0995

��충충청청북북도도��

김주칠:제천시4-1496
진주용:제천시4-1497

��충충청청남남도도��

김남형:논산시5-3176
이천수:보령시5-3177
김경석:아산시5-3178
김연기:아산시5-3179
김태성:아산시5-3180
박성규:아산시5-3181
박상균:아산시5-3182
박상진:아산시5-3183
방성권:아산시5-3184
방태권:아산시5-3185
이광주:아산시5-3186
이이식:아산시5-3187
이정환:아산시5-3188
이창상:아산시5-3189
유옥희:아산시5-3190
임경택:아산시5-3191
염철형:아산시5-3192
지광운:아산시5-3193
정상규:아산시5-3194
전용배:아산시5-3195
정흥규:아산시5-3196
최금숙:아산시5-3197
허 강:아산시5-3198
함용배:아산시5-3199
허준강:아산시5-3200
허재강:아산시5-3201
김춘성: 전시5-3202

��경경상상북북도도��

김동식:경주시6-4731
김찬효:포항시6-4732
모정구:경주시6-4733
박장순:경주시6-4734
서교진:경주시6-4735
엄용섭:경주시6-4736
정해덕:경주시6-4737
김승환:안동시6-4738
서 정:안동시6-4739
유춘하:안동시6-4740
박승민: 주시6-4741
김부덕:봉화군6-4744
김제일:봉화군6-4746
김진하:봉화군6-4747
노동걸:봉화군6-4748
박연거:봉화군6-4749
이 현:봉화군6-4750
이병욱:봉화군6-4751
정기섭:봉화군6-4752
정경화:봉화군6-4753
홍달식:봉화군6-4754
최광식:봉화군6-4755
황기복:봉화군6-4756
정달수:포항시6-4757
황진우:포항시6-4758
윤원희: 천시6-4759
배연택:봉화군6-1696
이형우: 천시6-4214
박천우:경산시6-4760

��경경상상남남도도��

서성원:김해시7-3166
김규화: 양시7-3167
김성휘: 양시7-3168
차태환:울산시7-3169

김수련: 양시7-3136

��전전라라북북도도��

오인근:김제시8-2780
이진실:김제시8-2781
김봉주:고창군8-2782
김완식:고창군8-2783
김차진:고창군8-2784
유만열:고창군8-2785
유봉천:고창군8-2786
유성백:고창군8-2787
유용봉:고창군8-2788
안종하:고창군8-2789
구현수:무주군8-2790
김양곤:무주군8-2791
김 수:무주군8-2792
김용모:무주군8-2793
김용호:무주군8-2794
김옥춘:무주군8-2795
강명섭:무주군8-2796
김철수:무주군8-2797
길진섭:무주군8-2798
김차연:무주군8-2799
박래문:무주군8-2800
송 곤:무주군8-2801
송오장:무주군8-2802
송재근:무주군8-2803
이만 :무주군8-2804
유 보:무주군8-2805
유복종:무주군8-2806
임종구:무주군8-2807
조 :무주군8-2808
주의식:무주군8-2809
주성식:무주군8-2810
전순남:무주군8-2811
전해춘:무주군8-2812
정종규:무주군8-2813

전창규:무주군8-2814
전해성:무주군8-2815
한만흠:무주군8-2816
김일섭:정읍시8-2817
김종서:정읍시8-2818
나병호:정읍시8-2819
문동석:정읍시8-2820
문병선:정읍시8-2821
신민호:정읍시8-2822
신춘식:정읍시8-2823
유종윤:정읍시8-2824
안태일:정읍시8-2825
장준철:정읍시8-2826
정해성:정읍시8-2827
김 수:익산시8-2828
이석식:김제시8-2830
조명호:김제시8-2831
김 석:김제시8-2832
노동운:김제시8-2833
임승기:김제시8-2834
김수철:김제시8-2835
홍창기:김제시8-2836
원종후:김제시8-2837
김재일:김제시8-2838
이희장:김제시8-2839
서복선:김제시8-2840
김삼봉:김제시8-2841
장봉진:김제시8-2842
송기관:김제시8-2843
임득인:김제시8-2844
강 성:무주군8-2845
전홍구:무주군8-2846
한명석:무주군8-2847
김원식:무주군8-2848
한승호:무주군8-2849
김명식:무주군8-2850
임재홍:무주군8-2851
나병현:무주군8-2852

나양채:무주군8-2853
김환수:무주군8-2854
오두현:김제시8-2855
고중곤:김제시8-2856

��전전라라남남도도��

홍순 :구례군9-3537
이남기:고흥군9-3538
임채준:나주시9-3539
박종주:무안군9-3541
문기정:보성군9-3542
조권승:보성군9-3543
최상구:보성군9-3544
최삼출:보성군9-3545
김원후: 암군9-3546
신용조: 암군9-3547
최규동: 암군9-3548
최규운: 암군9-3549

��제제주주도도��

김성신:남제주10-819
오채옥:남제주10-820
김양준:남제주10-821
오동언:남제주10-822
채현규:남제주10-823
김홍석:제주시10-824
강왕생:제주시10-825
한임옥:제주시10-826
박인수:제주시10-827
구병찬:북제주10-828
하 환:북제주10-829
김성용:서귀포10-830
김창 :제주시10-831

바다 양의 보고!             동물성 유기질석회! 

본사는정부지원업체로품질좋은패화석을 량생산
⇒염가공급으로토양살리기에동참하겠습니다.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 왜 패화석을 사용해야 하나? 

○패화석은 동물성 유기질석회 ⇒ 토양개량 장기간 지속

○토양미생물 증식 ⇒ 토양입단화 촉진 � 통기성, 보습, 보비효과 탁월

○동물성 칼슘 주성분 � 칼슘부족 해소

★ 맛, 당도, 신선도, 저장성의 확실한 증가

패화석 분말비료 20Kg : 염가
패화석 액상칼슘 10리터

(택배가능) : 50,000원

패화석 과립비료 20Kg :  3,500원

패화석비료 중화 선언 !! 

삼산패화석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40번지

우송 102호

TEL : 02) 576-4708, 576-0999 H∙P: 011-216-

제품안내

엽록소조직치

침투
60cm

(떼알구조)

[ 패화석시용효과]

2002. 3. 1 ~ 2002. 3. 31 깊이 감감사사드립니다

�경남도지부월례회의

지난2002년3월8일19시경남도
지부 사무실에서 도지부장(박장환)
과본회이사(오동암)외11명의지회
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도지부 월
례회의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작
년에시작한유기농산물유통이날로
확 ∙발전됨에따라금년도에인터

넷을활용한전자상거래를추진할계
획을세우고, 또한금년상반기에LG
유통경남지역22개매장에유기농산
물을 자체 고유브랜드(파릇파릇)로
납품하기로의결했다.

또한, 소비자 홍보를 통한 유기농
산물의 인식을 높이고, 도 회를 개
최할것을검토했다.

봉화∙춘양지회

�지회장: 권오현
�부지회장: 김호중
�총무: 백순덕

22000022년년44월월11일일
사사단단법법인인한한국국유유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

회회장장류류달달

지회창립공고 공고
우우 이이종종패패와와분분상상과과석석공공급급

충북도지부에서는도내회원님들에
게 친환경농업 벼 재배용 우 이 종패
를알선∙공급합니다.

우 이 1Kg에 6,000, 분상과석은 적
은수량도관계없습니다.

문의처: 충북도지부장윤경환
☎017-431-5123

22000022.. 33.. 3311현현재재

1122,,006600명명

평평 생생 회회 비비 납납 부부 회회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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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40번지 102호 휴 전화 : 011-216-4708

전 화 : (02) 576-4708, 576-0999 F  A  X : (02) 576-1562

당도촉진제! 바이오그로골드

제�품�안�내 (가락동시장부근 매장 설치)

○맥반석20kg (150포이상배달가) 
○바이오패화석20kg(150포이상배달가) 

○바이오-그로골드1l : 16,000원

바이오-그로1l : 10,000원

바이오-그로10l : 90,000원

(10l 1통이상택배실시) 

○골분20kg: 13,000원

(골분액비제조, 소량배달가) 

★일반패화석20㎏: 염가

★패화석액상칼슘10l: 50,000원

★은행계좌 : 
농협 100012-52-147086

예금주 - 김 현

(맥반석+패화석)

★★개발

★★특징: 토양에활력! 작물에생기!

●토양개선

●작물에활력

●내병성증

●다수확지름길

●맛∙당도

●신선도, 저장성

●유효미생물∙지 이급속증가.

●농약∙화학비료로약해진토양조기회복도움.

●불용성인산(P) 흡수촉진, 염류연작장해개선. 

●관수및엽면살포시모세근이발달하고, 잎이두꺼워짐.

●작물이튼튼하여내병성∙자연치유력증 .

●늙은과수∙과채류에사용시수세회복이빠르고, 수량증 에도움.

●육질이치 하고맛∙당도∙때깔이좋아짐.

●스테비아의항산화작용으로저장성∙신선도증가. 

★★맥반석, 바이오그로 구입회원님께 특별혜택

※※패화석, 골분, 어분, 게껍질, 활성탄 염가공급

즉각 택배 실시

스테비아(STEVIA)란?

CMYK

CMYK
CMYK

CMYK

전면광고

스스테테비비아아 추추출출액액⇒⇒설설탕탕 330000배배당당도도 식식물물

바바이이오오그그로로⇒⇒맥맥반반석석 액액비비++미미생생물물 융합

설탕의 300배 당도를 지닌 허브식물로 南南美美(남미)아마존강 유역이 원산지

임. 현재 비만, 당뇨 환자도 마음 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甘甘味味(감미)제, 건

강보조식품, 식물성장 촉진제, 토양개량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으며“日日

本本(일본)에서는 스테비아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 맛, 당도, 신선도, 저

장성이 좋아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격찬을 받고 있음.”

▶▶본본사사에에 문문의의시시 카카다다로로그그 및및 설설탕탕의의 330000배배 당당도도를를 맛맛볼볼 수수 있있는는 스스테테비비아아 잎잎 샘샘플플을을 보보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