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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WTO협상에서
합의된쌀수입물량규제는, 최
소시장접근방식(MMA)으로10
년후인 2004년까지 국내소비
량의 4%인 20만톤(80Kg들이
250만가마)으로 묶여 있는 중
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 2차 협상과정에서, 우리
한국측의 간절한 소망사항은,
최소물량을 8%로 2배나 늘려
서향후10년간최고매년500
만가마만 의무수입하도록 점
진적인 개방을 양허해 달라는
입장이나, 쌀 수출국들은 물론
국내의 몰이해한 비농업계 인
사들은 무조건 관세화로 가자
는 실질적인 전면개방안을 관
철시키려혈안이되어있는중
이다. 

�최소시장접근방안은?

현재는 연간 국내 쌀소비량
의 4%선인 250만가마(125만
석)를의무적으로수입하고 있
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은 8%선인 500만가마
의 의무수입물량으로 늘려만
준다면, 어려움이 다소 따르더
라도 주정용쌀의 확 공급이
나 쌀소비촉진운동을 일으키
고 북 무상지원등을 실시하
면서그럭저럭해결해갈수있
을것으로보는것이농업계의
시각이요희망사항인것이다. 

�관세화방안은?

이에반하여, 선진수출국들
이나 국내의 몰이해한 기업인
들은 전면적인 관세화를 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4%(연간250만가마)의의무수
입량 이외에 추가수입되는 물
량에 해서첫해에400%의관
세를매긴후매년40%씩의관
세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말
하는바, 이럴경우 중국산 쌀은
80Kg 가마당 25,400원으로 국
산쌀160,000원이6.3배나고가
인관계로530%의관세를부과
해야 같은 가격 가 형성될텐
데, 400%만 부과할 경우
127,000원이되어결국2005년
이후엔 국내 유통쌀값이 폭
인하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는 76,200원, 2014년에는

25,400원(물론 중국에서도 매
년 쌀값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현재가격으로 계산한 경우임)
으로걷잡을수없는쌀값폭락
사태가일어날수밖에없는실
정인것이다.

게다가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소득작목인 밭작물에

해 품목별 최저감축을 적용
하지못할경우그피해역시엄
청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때
문에, 쌀의관세화는불난농가
에 휘발유를 끼얹는거나 마찬
가지주장이되는것이다.

�최상의해법은
유기농산물생산과소비

이와같이 일반쌀의 경우에

그미래상이 단히불안한현
실인데도, 유기재배나 무농약
재배 인증쌀의 경우는 가마당
24~22만원에도없어서못팔아
주는실정이며, 해가갈수록생
산량이 부족하여 금년에도 초
봄부터 유기∙무농약 인증쌀
의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바, 회원은 물론이고 비회
원농민모두가유기농업을적
극 실천함으로써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쌀을 생산해 내는 길
만이WTO 2차협상에 응하는
유일한 안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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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MMA)방식을 끝까지 관철해 내야 최선이나

어떻게 타결되든 매년 250만 가마 이상 의무도입해야돼니

재고미까지 겹쳐 2005년 지나면 쌀값 폭락은 불을 보듯 훤해

따라서 유기재배쌀 생산만이 수입쌀을 이겨낼 유일한 안

사람은사람은 자기자기 실력만큼실력만큼 접받는다접받는다��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사무국임직원일동

◆유기농업기술◆ ◆건 강 ◆

◀有機農業事典
정진 외 공저

가격 20,000원
(제4판 발행)

●누구나손쉽게실천할수있는토양병방제와무농약재

배법김운여������������7,000원

●포도병해충과생리장해차병진외3인���12,000원

●유자재배신기술김재광저�������4,500원

●건강의열쇠김붕남, 이숙연저������5,000원

●병에서해방되려면구경림저������5,000원

●눈의건강김태수역����������5,000원

●현 병에도전김기준역��������7,000원

●혈액형과현 병조 일저�������6,000원

병에서 해방되려면▶

구경림 저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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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 
자랑스런 유기농업인으로 접 받으
면서 세계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유기농업관련서적에서
찾도록 아래의 서적들 중 2~3권씩이
라도 꼭 읽고 실천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20042004년이후년이후수입쌀의수입쌀의홍수를홍수를막아내는막아내는길은길은��

유기재배쌀의유기재배쌀의생산기반을생산기반을확립시키는확립시키는것뿐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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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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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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중의 건립 성금 모금액

◆ 연수원 건립 성금 관리현황

차차입입금금((은은행행 출출))

방방승승태태-- 예예산산군군신신암암

평평생생회회비비((4488××4400,,000000))

20,000,000

100,000

1,920,000

22,020,000

내 역 입금액(원)

4월 합계

평평생생회회원원배배가가운운동동을을전전개개하하자자!!!! 

2002년3월31일현재가용기금

2002년4월모금및차입금

차입금중일부변제

차입금이자

연수원준공용측량비

연수원토목공사비

2002년4월30일현재가용금액

24,422,467원

22,020,000원

13,000,000원

1,080,600원

654,170

원10,000,000원

21,707,697원

:

:

:

:

:

:

:

유 기 농 업 연 수 원 건 립 성 금 모 금 현 황

우리는 힘은 들지만 유기농
업을 꼭 정착시켜 놓고야 말겠
다는 각오아래 물고기나 벌∙
나비∙메뚜기 등이 멸종되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원
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
서, 우리국민의건강도각종환
경호르몬에 의한 암발생의 공
포로부터자유로워지도록식품
의 안전성을 개선시켜 나갈 것
을24년동안역설하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생태계
의 회복실적은 지지부진한 와
중에서최근3~4년사이에는특
히 제비마져 눈에 띄는 횟수가
급감하게되었다.

�흔한 것이 제비 건만
보호야생조류로지정돼
필자가 지켜본 바로는 1999

년부터 KBS∙SBS∙MBC 등 3
개 TV 방송국들이 다투어가며
봄은 왔건만 제비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겨우 한두마리 밖에
보이지 않는 제비들은 어렵게
나마 화면에 비추어가면서 온
갖수선들을 떨더니만, 2000년
에는서울시가제비를『보호야
생조류』로 지정하기에 이르
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제비라

는 이름은 단순한 새종류의 하
나를가리키는것이아니었다.

조선후기에 나온 판소리계
통의창극과소설인『흥부전』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져있기때문이다.

엄동설한의 겨울에는 이불
한채에다 구멍을 뚫어 가족들
이 목아지만 내놓고 살 정도로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비단결
보다 곱고 착하 던 흥부가 부
러진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
료해주었더니, 그제비가강남
갔다 돌아오면서 물어다준 박
씨 한개가 흥부를 박터진 부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모두의 감수성 많았던 어
린가슴에 제비가 그냥 한마리
의새가아닌은혜를갚을줄아
는 고마운 새인 것으로 각인시
켜준것이다.

그래서『제비도은혜를갚을
줄 알거늘…』, 『제비는 작아도
수만리강남까지간다』는속담
이생겼고, 『제비가새끼를많이
낳는해는풍년이든다』고하며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
던것이다.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 음력
으로 삼월삼일 삼짇날인데, 지
난2~3년동안에는삼짇날이되
어도 강남갔다가 돌아오는 제

비가 현격히 줄어들어 버리자
초등학교선생님들이흥부전을
공부시킬때제비설명에진땀을
흘리고있다고한다.

�농약과다사용으로
먹이인 곤충이 없어지고
제비수컷의정자줄어
제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향도 있
지만, 더큰이유는지난40여년
동안에 과다하게 사용하 던
농약으로메뚜기∙잠자리∙나
비 등 제비의 먹이인 곤충들이
거의 멸종했기 때문인데다, 설
상가상으로각종환경호르몬의
직∙간접적인 섭취로 인하여
제비 수컷의 정자가 거의 없어
져버린때문으로보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비를 비롯
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하
여 빠른 시간내에 고독성 화학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유기농자재로전환해가는노력
을적극경주해나가야할것이
다.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한마
리도 없이 멸종되어 버린 후에
는 후회가 무슨 소용이겠으며
어떻게인들 회생시켜 볼 용맹
이라도 부려볼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제비가살아나면
국민의수명4년연장
한편으로 2000년 통계에 의

하면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자 71.7세, 여자 79.2세로 나
타나있다.

이는 선진국끼리의 협의기
구인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평균수명인남자73.9
세와 여자 80.3세에 비하여 남
자의경우2.2세나낮고, 최장수
국인 일본의 남자 77.1세, 여자
84세에비해서는 5.4세나낮은
최하위에속하고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는 버젓
한선진국 열에끼었으면서도
복지와건강측면에서는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
률이 23.3%로 OECD국가중 가
장 높은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기농산물
을 적극 생산하고 애용해 나감
으로써 각종 농약독성이 주류

를 이루고 있는 환경호르몬의
섭취를 피하여 제비도 살려내
고암의발생만줄인다면, 남자
는 평균수명이 4.7년이 늘어난
76.1세, 여자는 2.5년이 늘어난
81.7세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
으로전망하고있다.

�자연생태계의회복과국
민건강의증진은
오직유기농업실천뿐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
리 회우동지들이 그렇게 어렵
고 힘든일임에도 불구하고 초
지일관 유기농업의 실천과 유
기농산물애용운동에매진하고
있는소이연은, 애써생산한유
기농산물을고가에판매함으로
써농가소득을증 시켜보겠다
는 눈앞의 이익추구만이 아닌,
자연생태계를사랑하고국민건
강을책임져나가겠다는숭고한
농심철학이 가슴에 가득 담겨
있기때문이었음을자랑스럽게
여기며 회원모두가 가일층 분
발하여 올가을에 유기재배 또
는 무농약재배 쌀의 부족현상
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

여 주기를 한번더 당부드리는
바이다.

<다음호에계속>

칼 럼정 진

제비마져돌아오지않는나라

▲통계청이발표한연도별남∙여평균수명변화도.

一

一

一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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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뿌리에 혹이 생겨 배추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
하여 이를 수년동안 관찰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던중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이를 알
리고자합니다. 
1. 뿌리의상태
가. 뿌리에는 우리눈에 잘보

이는 굵은뿌리가 있고 눈에는
잘보이지 않는 가는 뿌리가 있
는데 굵은 뿌리는 배추를 지탱
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는 뿌리
는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
다. 가는뿌리끝에는특수한조
직을 가지고 있어서 돌멩이도
녹여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
다. 그런데 밭에는 질소와인산
이많아서가는뿌리는그기능
을발휘하기어렵다. 

나. 가는뿌리의기능이약화
되면 굵은 뿌리는 암모니아태
질소만 편중하여 흡수한다. 흡
수된 암모니아태 질소는 더 많
은 탄수화물과 인산화합물을
요구하고배추뿌리속에질소가
쌓인다. 

다. 뿌리속에쌓인질소가혹
이다. 혹은점점더커져서독소
를 발생하고 뿌리의 조직이 파
괴되어상처가생긴다. 

라. 상처난 혹으로 세균과곰
팡이등 해가 되는 미생물이 뿌
리속으로침입한다. 

마. 이렇게해가되는미생물
을 우리는 병균이라하고 그 여
러가지병균을혹뿌리병의원
인이라고 지금까지 규정하고
그병균을죽이는방법을수없
이연구하는게현실이다. 

2. 우리의현실
가. 너무많은 비료는 질소와

인산이고 그 질소와 인산은 땅
속에서 흙을 움켜쥐고 흙이 분
해되지 못하게 하여 배추가 흡
수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 로
있어서 땅이 제기능을 발휘하
지못하고있다. 

나. 이러한상태는더많은화
학비료를 주게되는 결과를 초
래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다. 국에서는 비행기로 경
작지의 비료의 분포상태를 사
진으로 찍어서 부족한 비료만
투여하여 경작을 하고있으며
북유럽은화학비료는사용하지

않고풀과인분으로땅에양분
을 주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 근래에배추의혹뿌리병
을 방지하는 약제를 배급받아
밭에 뿌려서 병을 방제하고 있
으나 1950년 비료를 배급받
았던 때를 연상케 하는데 그때
나 지금이나 배급량이 적어서
애를태우는것은같아보인다. 
3. 혹뿌리병의발생원인
가.날씨가 덥고 햇빛의 양이

적으면 배추는 질소가 배추속
에 정체되어 어두운색을띠고
윤기를 잃게되고 생존본능에
의해 웃자라고 생리장애와 유

기산의독소발생으로세포조직
이파괴되고상처를초래한다. 

나. 눈에보이지않는배추의
가는 뿌리끝에는 바위에 닿으
면 바위의 무기물을 녹여 배추
가흡수할수있는특수한조직
이 있는데 화학비료가 너무많
아그끝부분은파괴가되어양
분을흡수할수없게되니굵은
뿌리는 집중적으로 질소만 흡
수하여 굵은 뿌리는 점점 더커
져서 우리가 말하는 혹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혹은 질소 덩어리
입니다. 커질때로커진혹은겉
부분세포가 파괴되어 흙속에

있는 미생물이 침범을 합니다.
오랑케균이 침범을 하면 오랑
케균에 의한 병이라고 하고 테
러균이 침범하면 테러균에 의
한 병이라고 이름을 짖고 있으
며 확실한 어떤균이라고 단정
할수없으며균을죽여도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한편,배추잎은 일조량의
부족[많은 비와흐린날때문]으
로 광합성을 못하여 윤기를 잃
고 열심히 자라서 꽃을 피우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하여 씨를
생산하기도 전에 자기자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어린순만

양을 간직한채 생명만 부지하
니 새로운 잎이 안생기고 생긴
잎도성장을못하게된다. 

라. 마치인간이성년이되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사는 것
처럼 배추도 종자번식을 위하
여 일생을 사는 도중에 인간은
배추잎의 맛을 알고 잎만 따서
먹고있다. 인간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기전에 이상이 생겨
서자기몸을지탱할수없는상
태가배추에는혹뿌리이다. 
4. 혹뿌리의치유방법
가. 50년동안화학비료의사

용은 흙이 제기능을 못하고 인

산은 흙을 싸안아서 비가 와도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흙속
에 수십년을 있는게 오늘의 현
실이다. 

이러한 인산을 없애는 방법
은 흙속에 미생물이 살수있도
록하여미생물이인산을녹여서
배추가 흡수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나. 근래에 산과들에서 풀을
베어 밭에 뿌리는 시도가 있으
나 인건비의 과다로 비용의 증
가를가져온다. 

다. 다른방법은 무기물중 인
산을 녹여서 배추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으나 이 또한 비용의 과다로
불가능하다. 

라. 제3의 방법은 뿌리끝의
조직에 엷은막을 형성하여 인
산이선택적으로흡수되고잎이
광합성을할수있도록하는방
법이다. 

마. 혹뿌리배추를 수백개를
뽑아서 수십가지의 약제로 수
년동안 연구한 필자는 위와같
은 이치로 혹이 생긴다는 사실
을 인지하고 실험을 하다가 방
제방법을 알게되어 제조를 하

으나 사용한 사람이 방제사
실을 옆집에도 말하지 않고 혼
자만의 노하우로 치부하고있
다. 

바. 혹이 생긴후에도 방법은
있으나 혹에 한 시름을 달래
기 위한 심적인 고통을 감수해
야 함으로 생기기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
시기바란다. 

사. 혹이생긴후의방법은혹
뿌리달가스를 생기기 전에는
배추달가스를활용하시기바란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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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209-12-489661 
이창환

무무사사마마귀귀병병[[일일명명혹혹부부리리병병]]의의실실제제

혹은 질소덩어리, 커진 혹은 겉부분 세포가 파괴되어
흙속에 있는 테러균이 침범하여 질소만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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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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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어어어릴릴릴릴때때때때부부부부터터터터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면면면면 더더더더욱욱욱욱 효효효효과과과과적적적적

탄

생

필자 소개

녹우컴파운드 표이창환
☎ 019-336-1780

033-747-6456

“4병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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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리생육및
잡초방제가
오리생육을검토한결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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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시오리의체중및증체
량은 벼의 질소수준에 관계없
이 방사 도가 높을수록 감소
하는 경향이었으나 오리의 유
통 및 상품화에는 향을 끼치
지않는수준이었다. 또한오리
방사에 따른 논 잡초방제효과
는무방사구의잡초발생이247
본/m², 건물중102.9g/m²에비하
여 오리방사시 잡초방제가는
85 - 96%로매우높았으며오리
의 방사 도가 높을수록 잡초
방제가는높았다. 

이는 오리가 잡식성으로 논
에 발생하는 잡초를 식이하는
결과이나 벼 포기에 섞여있는
피나 방동산이류의 경우는 오
리가 식이하지 아니하여 방제

가 곤란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벼논에서 오리를 10a당
100 - 150마리로년1회사육시
에는 질소를 표준량 시비하는
것이 벼와 오리의 수명이 높고
잡초방제 효과도 높아 유리한
것으로나타났다. 

4. 오리방사마리수에따른
적정시비량

오리방사 도는 10a당1회
방사시100, 150마리로년3
회 방사하 고, 시비량은
10a당 질소를 0, 5.5, 8.8,
11.0kg등 4수준으로, 인산
7kg, 가리8kg으로각각시용
하여오리를논에서각각다
른 도로방사할경우적정
질소시비량이 어느 정도인
가를조사하 다. 
가. 오리방사전후
논의성질변화
오리방사 도에 따른 질소

시비량별 시험전후의 토양 화

학적성분을분석한결과이가
운데 유기물 함량은 시험전에
비하여 오리방사 도에 관계
없이 질소 무비구를 제외하고
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
며 기타 성분들은 차없었는
데이는앞에서서술한바와같
은경향이었다. 

나. 벼생육, 수량및
잡초방제가
오리방사 도에 따른 질소

시비량별벼생육및수량을검
토한결과출수기는 조구8월
18일에 비하여 오리방사 도
가 10a당 100마리, 150마리 모
두 질소 시비량이 적을수록 늦
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

서와같은경향이었다. 
출수기의 엽면적과 건물중

은 오리 무방사인 조구에 비
하여 오리를 방사한 논에서 모
두 질소비료 시비량이 적은 질
소 무비구와 5.5kg 수준에서는
낮았으나8.8kg과11.0kg수준에
서는높았다. 

한편 출수기와 출수후 35일
의 엽위별 엽록소함량(벼의 광
합성에 직접적으로 향함)은

조구에 비하여 오리 방사구
모두 질소시비량 5.5kg이하에
서는 낮았으나 8.8kg이상에서
는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경향이었다. 

벼의 줄기길이는 조구
72cm에비하여오리방사구모

두 질소 무시용구에서만 4cm
작았을뿐 기타 처리구간에는
같거나 차없었다. 

벼논에서 오리 사육시 무비
구에서는 줄기길이가70cm 이
하가되어오리가벼이삭의식
해는 물론 식해하려고 벼 사이
에서 뛰어올라 벼를 쓰러뜨리
는문제점이관찰되었다. 

조구에 비하여 포기당 이
삭수는 모든 처리구에서 적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오리를 논
에서3회사육함에따라오리활
동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던 것
으로 여겨지며 이삭당 벼알수
는 질소시비량 5.5kg 이하에서
는다소적었으나8.8kg 이상에
서는 차없었고 등숙비율은
오리방사구의무질소구는 차
없었으나질소시용량이증가할
수록낮아지는경향이었다. 

<다음호에계속>

쌀수량은 조구(510kg/10a)
에 비하여 오리 방사구에서 적
었으며질소시용량이적을수록
감수하 다. 한편 수확지수는

조구에 비하여 오리 방사구
모두 질소 무시용구에서만 낮
았을 뿐 기타처리구에서는
차없었으며, 현미쌀의품질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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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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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쌀 신사료용옥수
수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런다
고생산조정이됩니까.

쌀의 과잉생산을 막고 쌀농
업을 살리려면 고품질.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정
부는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오
히려줄이고있습니다.

거꾸로가고있는것이죠." 충
남 홍성에서 유기농법으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주형형로로((본본회회
회회우우,,4488))씨는 정부의 쌀산업종
합 책에 해 이렇게 평가했
다.

그는고교졸업후농약과비
료를 전혀 안쓰는 유기농업에
투신해 쌀농사에 관한한 장인
수준에오른사람이다.

주씨가 생산한 쌀은 40㎏에
12만5천원으로 일반쌀(8만원)
보다훨씬비싸다.

쌀농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친환경, 고품질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있다는게주씨의지론이다.

그러나 18일 내놓은 정부의
쌀산업 책은이같은방향과는
거리가멀다.

우선 공공비축제나 소득보
전직불제 같은 핵심적인 내용
은2004년쌀개방재협상이후
로미뤄놓았다.

현재 추곡수매 예산은 쌀개
방 재협상을 하게 되면 폭적
인감축이불가피하다.

지난해 카타르의 도하 각료
회의에서 시장가격에 향을
주는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이합의됐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방
에 비해 일본처럼 정부가 쌀
을 시가로 사들여 시가로 방출
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지적해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쌀개방 재
협상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
는입장이다.

쌀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쌀
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추
곡수매제를 축소하고 쌀값을
시장기능에맡기는공공비축제
를 도입할 경우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
문이다.

쌀농사 소득 하락분의 70%
는 정부가 부담하고 30%는 농
민이부담하는소득보전직불제
도입도쌀협상이후로 렸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일정액
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
금 지급에서 흔히 발생하는 도
덕적해이를막을수있다는장
점이 있어 농촌경제연구원이
도입을건의했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농
민단체들의 반 가 거세자 연
기한것이다.

고품질, 친환경쌀생산을유
도한다면서농민들에게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늘어나는 신 친환
경농업 보조금 예산은 올해 오
히려줄었다.

친환경농업은 품질을 높이
고감산효과가커앞으로우리
쌀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정책으로과연정부
가 계획하는 쌀 감산이 이뤄질
지도의문이다.

농림부는논에콩, 옥수수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쌀농사
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전작보상제를올해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원래 계획의 절
반도채우지못했다.

농민들 입장에선 아직 쌀농
사 외에 특별한 체작물이 없
기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
석연구원(전양곡유통위원)은"
핵심적인 정책을 2004년 이후
로 미뤄놓아 나중에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민들의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책마련을촉구했다.

<자료: 중앙일보4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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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조조원원:: 녹녹우우컴컴파파운운드드
상상담담문문의의:: ☎☎ 001199--333366--11778800,, 003333--774477--66445566 
구구좌좌번번호호:: 농농협협 220099--1122--448899666611  이이창창환환

�포장단위:4병,10병,20병 [1병당 20,000원] 

�희석비율:300배 [물7말반] 

�살포면적:240평-[동력분무기]

600평-[분무기]

배배추추에에혹혹이이생생겨겨생생산산을을포포기기하하셨셨지지요요?? 

혹혹에에 가가는는 뿌뿌리리가가 생생기기면면서서 죽죽어어가가던던 배배추추
는는살살아아나나기기시시작작합합니니다다..

수수년년간간의의연연구구끝끝에에성성공공하하여여개개발발완완료료..

탄 생

작물정보작물정보

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초초전전박박살살
((((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순순순순식식식식물물물물성성성성 마마마마늘늘늘늘유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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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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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급급조조절절효효과과 큰큰 친친환환경경농농업업

정정부부보보조조금금 되되레레 줄줄여여

배추등앞작물로재배…질소비료줄여

콩과에 속하는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가 토양침식방지
와수질보존등자연환경을보호하고질소비료 용, 사료자
원및 원식물등에매우유익한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이99년부터3년간수행한‘헤어
리벳치의자연환경보호기능과농업적기능’연구결과이같
이나타났다고밝혔다. 

작물시험장에 따르면 헤어리벳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가능하고질소성분함유량이높아벼는물론옥수수,

배추재배시앞작물로재배
해 식물체를 갈아엎어 땅으
로 되돌려주면 질소비료를
100% 절감할수있다. 

자연환경보호측면에서도
토양을 덮는 능력이 뛰어나
국토보존과 냇물의 수질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
사도가 높은 경작지가 많은
곳에서 재배하면 토양을 보

호하는데아주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단백질함량이높아사료작물로도활용가치가높고

잡초발생억제효과도뛰어나제초제사용량을절감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환경보호기능등농업및환경보호측면에
서여러가지유용한기능을가지고있는작물이다. 

작물시험장관계자는“헤어리벳치의재배기술을표준
농교본으로제작 농교재로활용토록할계획”이라며헤어
리벳치를적극재배해줄것을당부했다. 

헤어리벳치…헤어리벳치… 환경보호∙질소비료환경보호∙질소비료 체효과체효과

▲꽃이피어있는헤어리벳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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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우리동네 우리소식우리소식!!

주민들이직접작물을재배하는‘2002 새서울친환경농장’10곳이13일
부터한강상수원보호구역일 에서문을연다. 8일서울시에따르면올해
조성되는농장은△경기남양주시조안면삼봉리△양평군서종면문호리,
강하면운심리△광주시남종면금사리등10개지역6만2700㎡(1 만9000
평)이다. 

현재1계좌5평씩단체1124계좌와
개인2676계좌등모두3800계좌의모
집이끝난상태다. 

시는 개장 이후 2주간 주말마다 농
장별로농업기술센터및시농수산유

통과직원들이 농지도를해주는한편상추∙쑥갓등종자와모종을지원,
본회에서도유기농자재전량을공급하게되었다. 

농지임차료5만원중50%도지원해준다. 서울시관계자는“참여자들이
농사체험을통해도시와농촌간이해도를높이고친환경농법 농으로상
수원수질개선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경북 양군일월산일 에서생산
되는산나물어수리가친환경농산물
로인증됐다. 

1일 양군에 따르면 어수리나물
작목반이 무농약, 무
비료의 친환경 농 법
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 산나물이 최근 국
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
경농산물인증을받았다. 

미나리과에속하는이산나물은줄
기의 속이 빈 원추형이며60�150㎝
까지자라는다년생식물. 해발1200m

이상의 고산지 에서만 자라며 독특
한향기와섬유질및비타민이풍부한
것이특징이다. 일월산어수리나물작
목반은농약과화학비료를일체사용

하지 않는 신 현미 식
초와천연 양제만뿌려
주고있다. 

군은 이 산나물이 최
근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끌어수요가크게늘어나자앞
으로재배면적을확 하는등지역특
산물로집중육성할계획이다. 

‘새서울친환경농장’개장

본회가유기자재공급

전국최초로5만평규모의 형친환경기능성
채소단지가전남지역에조성될전망이다. 

28일전남도에따르면도는벼 체작물로안정
적인농가소득을올리기위해주말체험농장형태

의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를조성키로하고20억원의사업비를중앙정부에요
청했다. 

함평에조성할예정인채소전문단지는5만평규모로 형화해유기농전문
가에게단지운 을맡기며키토산과게르마늄, 동충하초농법등을접목하는기
능성채소를생산하게된다. 

특히계절별로유기농야채축제와품평회등이벤트행사를통해지역민들에
게현장체험의기회를제공, 새로운형태의도시근교관광농업으로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함평에 5만평 규모

채소전문단지조성

일월산 산나물, 친환

경농산물로인증

충북도, 3년간마을별3천5백
만원지원

충북도는 저농약 농법에 의한
청정농산물생산을위해옥천군청
성면 산계리와 청
원군 문의면 노현
리등2곳을친환경
농업마을로 지정,
육성키로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3년간 마을
별로 3천5백만원씩을 지원, 각각
62ha와55ha의농경지를친환경벼
재배단지로지정하고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최소화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해당 농업

기술센터의토양분석을통해환경
오염을최소화하는비료와농약사
용기준을설정해농가지도를강화

할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최고의청정농
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마을’을
선정했다”며“성과가좋을경우해
마다 상마을을 확 할 계획”이
라고말했다.

市市,, 농농지지도도∙∙종종자자지지원원

경경상상도도

평창군은2005년까지농업의경쟁
력를높이기위해전체농가중10%에
해당하는525농가를환경농업실천농
가로 육성할 계획이
다. 이를위해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10
억원 예산으로 규
모 친환경농업지구
를,  25억원을투자해평창읍주진리에
고랭지 친환경 포도작목반을 중심으
로한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도 조성
할예정이다. 

또친환경농업을확산시키기위해

품질인증농가에게6,295만원상당의
친환경농자재를무료지원, 비료와농
약 신사용할수있는목초액도180

여 농가에 지원한다. 특
히 인력과 많은 정성이
필요한친환경농업을위
해 3,600만원 예산을 세
워친환경농산물가격보

장제를도입신청농가를 상으로㏊
당52만원씩지원하기로하는등친환
경농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하기로했다. 

평창군, 환경농업

실천농가육성계획

강강원원도도

전전라라도도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는채소주산지역연작
장애에의한피해를줄이기위해농가들을 상
으로토양청정화사업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

난달19일구좌읍,  23일까지는동부지역에서, 이번달6�16일까지는서부지역
농업인을 상으로교육에나서기로했다.

북군은이번교육을통해채소연작재배로인해나타나는생리적인현상과
병해충발생을경감시킬수있는친환경농업에 해교육할계획이다. 

제제주주도도

수수도도권권

충충청청도도

친환경농업마을2곳육
성

제2청이 발표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위한친환경농업육성방안
에따르면논농업의공익적기능을
보전하고화학비료∙농약의적정
사용 등 친환경적 농의 확산 및
농가소득보전을위
한논농업직접지불
제사업으로연천군
등10개시∙군2만
5천여농가2만582㏊에95억여원
을지원할계획이다.

이와함께파주시등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12억여원을지원, 축산분뇨액비화
시설∙공동퇴비장설치및토착미
생물생산시설등친환경농업기반
도구축하게된다.

특히농촌환경과수질오염원인

축산분뇨를자원화하기위한사업
으로고양∙파주∙연천등지에사
업비 2억3천만원을 지원, 규모
축산분뇨저장조14기및살포장비
2 등을갖추기로했다.

제2청은 또 노후
및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
개량사업으로 파주

시등10개시군에16억여원을투
자, 석회∙규산질비료2만5천여통
을공급하며녹비사료및토양유기
물함량을증진시키는푸른들가꾸
기사업으로파주시등5개시군에
3천여만원을지원한다.

경경기기도도

경기,친환경농업육성

토양청정화사업교육

고품질농산물생산, 북부지역농가의소득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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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용효과의사례별모음�

◆중증지방간완전제거교
통사고,후유통증해소

이��: 무주군무주읍

2000년도12월에천주교신
자 상의무료건강검진을받을
기회가 있어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지방간이 엄청나게 높다
는 의사의 진단 소견에서 제자
신도 놀랐지만 담당 의사도 깜
짝 놀랐다. 업무관계상 농민
지도사업과 직원들과의 각종
모임등을 통해 평소에도 술과
육류를 즐겨왔지만 몸의 컨디
션상태는별로나쁘지않게건
강을유지해온터라의사의진
단결과를 쉽게 수용할수 없었
으며 가족과 직장동료 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금주를 위한 협
조를요청해오던중2001년2월
경부터피라미드가건강증진에
매우효과적이라는정진 부회
장님의 말 을 듣고 나서 사용
해오던중6월중에예약진료를
위해 모병원에 찾아가서 자초
지종을 말 드리니 의사가 의
아해 하면서 전혀 지방간 증세
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말 에
이어금년3월중에재검진을받
았을 때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었다. 그런가하
면 수년전에 교통사고로 허리
를 다친 이후로는 저기압이 형
성되어 비가 올려고 하면 교통
사고의 후유증이 더욱 심화되
어참을수 없는고통이지속되
었으며 그역시우연의일치인
지는 알 수 없으나 피라미드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현저히
완화되어평생동안고질병으로
고생할줄 알았던 증세들이 빠

르게 호전되어 가벼운 마음으
로직장근무를할수있음에늘
감사드린다.(공무원인 관계로
익명으로발표했음)

◆50 인데도정신집중
1종면허, 당일에획득

손보 : 충주시교현동
(011-9748-3409)

제아내는53세의평범한가
정주부인데“건강과자연농업”
회보에 계속하여 연재되고 있
는 피라미드의 효과에 매력을
느껴2개월전에구입하여사용
해오고있다. 요사이자동차문
화가 보편화되어 제 아내도 자
동차 운전면허취득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과연 해낼 수 있을
까 했지만 최근에 중 결심을
하면서 본인도 놀라워했던 것
은, 피라미드 내에서 이론교재
와 시험문제집을 정독하면서

단히 정신집중이 잘되고 정
신이 맑아져 피곤함도 잊은 채
이론공부와 실기코스 준비를
마스터한뒤, 웬만한 남성들도
몇번씩도전하는데그것도50

의여성으로서1종보통면허
를당일에취득할수있었던것
은 피라미드의 힘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
다. 이러한사실을알게된주위
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피라미
드를 필히 사용해 보겠다는 말

을듣고있으며, 본인의경험에
의하면 확실히 정신집중력 향
상에는 효과가 크니만큼 특히
자녀들의공부방에설치해주면
좋을것으로추천하는바이다.

◆극심하던치아통증이
첫날부터호전, 완치
박래문: 무주군부남면
(063-322-0058,011-
671-1758)

금년1월중순에친구들과함
께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를 하
던중오돌뼈를씹은이후치아
가아프기시작하더니1주일이
경과 하면서부터 음식물을 씹
지 못할정도의통증이계속되
어관내모의원에서1개월가량
신경 치료를 해 보았으나 차도
를보지못해 전의모전문구

강외과 원장의 특진을 받아 보
았으나 역시 특별한 징후가 없
다는 소견과 함께 턱관절의 시
초와 치열이 맞지 않으면 일시
적현상으로그럴수있다는말

과보철을한후치열이맞지
않아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오
랫동안 씹어서 생길 수 있으니
보철을 제거해 보라기에 제거
했으나 여전히 통증은 계속되
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
며 약물을 복용했으나 진통효
과만 떨어지면 재발하여 음식
물을 씹거나 하품만 크게 해도
진땀을 흘릴 정도로 심한 통증
이계속되었다. 이후에도한의
원치료와 내과전문의 치료 등
수없이 치료해 보았지만 나날
이고통만심해오던차지난3
월말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무주군 반딧불이 친환
경농업 교육을 주관한 한국유
기농업협회정진 부회장으로
부터 피라미드에 한 정보를
듣 고 저 녁 에 인 터 넷
(www.organic.or.kr)을접속하여

확인후4월5일저녁부터피라
미드를 이용한 결과 첫째날부
터 조금씩 효과를 경험하게 되
면서 일체의 진통제를 복용하
지 않은채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으며 현재도 멍멍한 느
낌은 약간 있으나 음식물을 먹
는데는전혀불편함없이이전
의 건강했을 때처럼 삼겹살 파
티에서도 망설임 없이 아주 맛
있게 먹어 소화도 잘되고 하니
삶의 즐거움이 두배이상 충만
되는것같아주위친구들에게
도 자랑삼아 많이 권유하고 있
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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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의한쪽에70cm크기의
피라미드를설치한후, 칼이나
가위등과 함께 마실 물∙계란
등도 항상 놔두고 사용하거나
먹는다. 냉장고에얼려둔육류
등을요리하기한시간전에피
라미드 속에 두었다가 자연해
동시켜요리하면, 고기가훨씬
부드러워지고 보통 냉동보관
했다해동시킨것보다훨씬맛
이좋으며일등육에가까운맛
을 낸다. 계란이나 우유를 2주
이상 오래두어도 피라미드 내
에서는 절 로 변질되지 않는
다. 

▲피라미드의꼭지점과4개의모서리를주물로제작할때히란야
를2㎜두께로양각하여氣의세기를 배가시켰기때문에본회가
공급하는피라미드의효능은타의추종을불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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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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 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

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기능성 유기농자재

농협중앙회는이달의새농민’4월수상자20부부를선정, 시상과함께
농장이름이새겨진명함과상패를수여했다. 이들중본회회우6부부가
포함돼, 축하하며수상자들의프로필을소개한다. 

조조성성호호∙∙임임혜혜경경씨씨 부부부부
<충남청양군남양면봉암리>

▲주작목및경 규모=시설멜론(4,000평)
▲공적=남다른토양관리로당도높고네트

가선명한고품질멜론을생산. 톱밥∙유박등
을섞어발효시켜토양시비. 열과발생을줄이
기위해하우스사이에철판으로물받이를설
치.  ☎041-942-1234

김김용용주주∙∙이이정정옥옥씨씨 부부부부
<전남무안군현경면용정리>

▲주작목및경 규모=고구마(2만5,000평),
배추(2,000평)

▲공적=철저한땅살리기운동실천. 지역의
환경파수꾼으로자연보호에앞장서는친환경
농업실천. 무비료∙무농약유기농산물생산해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생산판매.  ☎061-
453-1835

조조현현호호∙∙강강정정시시씨씨 부부부부
<충남당진군 호지면송전리>

▲주작목및경 규모=흑염소(430마리), 육
묘장(800평)

▲공적=자가발효사료 급여로 고품질 유유
생산및흑염소육질개선토양개량후저비료
로초지를관리하는등친환경축산실천에노
력. 건강보조식품개발활동에도전념.  ☎041-
352-1983

김김만만용용∙∙김김경경자자씨씨 부부부부
<제주북제주군한경면낙천리>

▲주작목 및 경 규모=노지감귤(5,000평),
마늘(1,700평)

▲공적=친환경농법실천. 골분∙어분∙유
산균등을섞어뿌려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오이의새로운재배법을개발해타농가에보급
함으로써지역농가의소득증 기여.  ☎064-
773-2037

이이상상구구∙∙천천동동욱욱씨씨 부부부부
<충북음성군소이면문등리>

▲주작목및경 규모=사과(5,000평)
▲공적=철저한 적과실시와 단과지∙중과

지에결실과가개화할때효소제시비및비
기에깻묵액비관주해고품질우량 과를생
산하고, 친환경 농전환및기술보급에힘 .
☎043-872-5659

홍홍 남남∙∙이이성성자자씨씨 부부부부
<광주시광산구용곡동>

▲주작목 및 경 규모=방울토마토(850평),
가지(450평)

▲공적=친환경 원예농법을작목반에 보급.
최적의재배관리를위해비닐하우스내부의천
장개폐를개선한결과고품질농산물생산, 타
농가보다23% 이상수확량증 .  ☎062-943-
6567

“4월새농민부부”회우6쌍선정



항간에 책『먹지마 건강법』과 뒤이어
출판한『나는 풀먹는 한의사다』로 인구
에회자된한의사손 기씨가있다.

손씨가편찬한책에서주장한내용은
‘보신’이아닌‘해독’을강조한 오염된
음식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요즘 중매
체를통해반향을불러일으켰다.

그의 건강지론
인‘마이너스건강
법’은 채식을 강
조, 채식을하면장
기능이 원활해지
고 자연스럽게 육
식을 기피하게 된
다는것이다.

손씨는자연식만한다고해서모든오
염물질에서완전히해방될수는없기때
문에해독작용을하는현미, 콩, 연근을권
하고, 특히연근은자연이준천연의해독
제라고했다. 

오염된식품을보면분노하는손씨는
신토불이의제철농산물이야말로 불로

초라고 생각하고 특히 유기농산물에
한 애정이 각별해 유기농산물을 애용하
는것은우리의‘건강과돈을동시에지닐
수있는방법’이라고한다.

농약, 항생제그리고화학비료로오염
된 수입농산물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산물을 이용하

는 것이 나중에 병
원비와 약값 등 치
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첩경이라고소
비자들에게주지시
키고, 또한 역경을
딛고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유기농업

인들에게갈채를보내고, 자연과동화되
어생명을지키고가꾸어내는그들이존
경과적절한제몫을받아야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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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그림: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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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점점

◆슈퍼엔자임에 의한 발효
◆재발효없이 곧바로 사용
◆수분함량 50%이하, 무냄새
◆내병성 증 , 고품질 보장
◆토양 개량의 효과
◆해충∙병원균으로부터 보호
◆미립자로 시비가 용이

맛맛!! 색색깔깔!! 크크기기!! 당당도도!!
단단연연 상상지지퇴퇴비비입입니니다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28-6
TEL: 031) 638-2933
FAX: 031) 638-5867   

상지퇴비
계분발효순수무공해퇴비

『나는풀먹는한의사다』의
저자손 기

유기농산물이 치료비를 절약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초제
가개구리와두꺼비를우리주변에
서사라지게할뿐아니라개구리의
성을변화시키는원인이된다는주

장이제기됐다.
헤이즈박사는미국을비롯한전세계에서판매량이가장많은제초제아트라

진이야생상태의양서류에게위험이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
그는아트라진이수컷올챙이를암수한몸의개구리로변하게할수있으며

성체수컷개구리의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암컷보다도낮은수준까지떨
어지게한다고지적했다.

그는아트라진은명백히개구리에게심각한 향을주고있다면서아트라진
사용으로치러야할환경의 가와생물다양성의상실에 해진지한질문을던
져야한다고강조했다.

아트라진은최근프랑스와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등에서는판매
가금지됐지만아직도미국을비롯한전세계에서사용되고있다.

아트라진(제초제), 개구리 성
전환유발가능성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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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은 땅에서 자연
적인 조건아래 사람이 기술로
농사를 짓는다기 보다는 햇볕
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토양속
의 양분을 흡수하여 비도 맞
고 바람도 쏘이면서 최 한으
로 자연상태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할수있는일이란씨
앗을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는
부분의 일부이지 전체적으로
키우는것은아니다.

그 자라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와 토양속의 양분 공급
과정과 작물의 양분흡수율에
의하여 병도 발생하고 해충도
발생하며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가꾼 것을 벌레 마음 로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피
해를 주는데 이것은 마치 도둑
놈과 순경의 숨바꼭질과 유사
하다. 먹자는놈과지켜야할사
람간에 갈등속에서 농약은 수
량지수를 지키는데 큰 몫을 하

다.
초창기 농약은 무조건 해충

과병에효과만있으면최고
었다. 그러나지금은환경생태
계천적에미치는 향, 토양속
에 잔류되거나 농산물에 축적
이 안되는 안전성을 목표로 하
여 선택형으로 해충과 병만 구
제하고 무해한 농약을 사용하
는것이친환경적인농업이다.

그럼, 농촌 실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농약이라면 제일 독한 것으
로알고있으며물에희석을하
면 우유빛으로 현탁액이 되고
톡쏘는 냄새가 나는 유기인계
계통의 농약을 농약으로 꼽는
다.

증산을 위하여 들마다 골짜
기마다 경운기 돌려가며 농약
소독하던 모습이 감추어 지기
시작한 것은 입제가 보급되면
서 농업의 필수품으로 알고 있
다. 벼이앙하기전에이앙기판
에 물바구미 등 해충피해를 막
으려고 후라단입제를 아예 뿌
려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마
늘∙양파 등 근채류에
뿌려 채소는 고자리 피
해와 굼벵이 등의 피해
를 막으려고 마릭스분
제나후라단, 큐라텔, 카
보단, 카보텔을 의무적
으로뿌린다. 

고추밭에 진딧물 발생 방지
약으로 고추 두둑을 형성할 때
코니도입제, 오이∙수박∙목화
진딧물이나 복숭아 혹진딧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보
셀판입제를 토양에 뿌리고 정
식을 하는 것이 과학 농으로
평가를받은적이있었다.

토양에 뿌린 입제나 분제는
해충발생을억제하려면작물이
흡수를하여야한다.

흡수한 성분이 잎이나 기타
부위에 잠재되어 해충의 서식
을 막아 주므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습수하고 남
는 것은 토양에 잠재되어 독성
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흡수한
성분이 고추와 오이등 작물에

없다고보증할사람이있는가?
��지역 농관원에서 조사

한자료에의하면고추에서“이
소프로티오란”이란성분이검
출되었다.

이 성분은 유기유황제 계통
으로 벼 도열병에 사용하는 후
지왕의성분이다.

고추에서이약을사용한적
이 없으며 고추병에는 해당되
는농약이절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고추에서 검출
되었단말인가?

모두 의아해 했으며 도저히
믿을수없는일이라고했지만,

그 원인은 벼 목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벼 출수하는 시기에 후
지왕을 살포한 볏짚을 고추밭
잡초방제와수분보유를위하여
헛골에 짚피복을 했는데, 고추
에서이성분이검출된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입제를 토양
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몇
년째 계속 뿌리고 있는데 검사
를 안해본 일반농가에서 무의
식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안전
성을누가보장할수있는것일
까? 

심각한문제의요소이다. 
여기재미있는일화가있다.

“무공해 즈네(자기)들만 했
어? 나도 무공해 쌀 생산했어”
하는분을만났다.

인증은 안받았지만 최소한

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기에
“그럼비싸게판매를하셔야지
요!!”하고 맛장구를 친 다음에
무엇만을 뿌렸느냐고 물으니
논에풀약입제한번뿌리고물
바구미약입제딱한번뿌리고
늙은이라 인력이 없어 농약은
한번도안주고무공해농사하

다고말하 다.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고 눈이
캄캄했다. 

농촌농가에서연세가좀드
신편이라 이해는 가지만 유제
물약은 농약으로 인정하고 입

제는농업에필수제지농
약의개념이없다는것이
다.
“입제 농약도 부면 안

되는데요”하니깐“그것
도 안뿌리면 농사 망해!”

하셨다. 얘기는여기서끝을맺
었다.

친환경농업에서저농약재배
가 인정은 되지만 과수류나 과
채류 일부에서 통용이 되는 것
이고 채소류나 기타 작물에서
는 저농약재배가 큰 의미를 갖

지못한다.
또한 유기인계통 농약이나

카바메이트계 또는 혼합제 계
통은 독성이 강하고 농작물에
침투하여잔류성분이남으므로
채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토양에 살포하는 입제
나 분제는 일절 사용이 불허되
어있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작물에
흡수∙축적되는농약은사용하
지않으며해충에따라병에따
라 저독성 농약이나 항생제∙
BT제∙미생물제를활용하여야
하며안전성을꼭지켜야한다.

다음호에서는 안전성을 지
키는 신물질 사용과 생태적인
방법을살펴본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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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

토양소독제(土壤消毒
劑)를사용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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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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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자연농업 �11�제178호 2002년 5월 1일

((77)) 잎잎
신초기부의잎과3번째잎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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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잎잎의의동동화화능능력력
햇빛의강도는0으로부터강

해지면 광합성이 증 되지만
최 치에 도달하면 조도가 증

되어도광합성속도는증 되
지않고일정하다. 

※광포화점조도는40Klx이
다. 

※잎의두께와광합성
((99)) 온온도도와와광광합합성성속속도도
20℃일때 광합성능력이 최

고치에 도달하고 25℃이상이
되면현저히떨어진다.

((1100)) 가가지지
가지는 전엽후 신초는 급속

히 신장되며 정부 우세성 때문
에선단부는늦게까지자란다.

※ 지나친 강전정을 하게되
면도장지가많이발생하고, 소
위 말하는 7월순(여름순)이 자
라면서 화아형성이 잘되지 않
고감도굵지않는다.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등은
가지에 꽃눈이 형성되어 있다
가봄에꽃이피지만감의결과
습성은 특이하다. 기존의 작년
가지(결과모
지)에서 신초
가 나오고, 이
신초에감꽃을
맺는다.

○ 결과모
지 : 화아가 형
성된작년가지

○ 결과지 :
결과모지에서
신초가자라서
꽃을맺는가지

○ 발육지 :
잎눈이 자라서 꽃눈이 생기지
않은가지, 가지의 이름과 이용
방법은 정지전정 부분에서 재
론하겠다.

22)) 꽃꽃

((11)) 화화아아는는 77��88월월사사이이에에 형형
성성된된다다..

감은암술만있는암꽃, 수술
만있는수꽃, 암꽃만피는, 수꽃

만피는단성화(부유, 차랑등등)
암꽃, 수꽃함께피는양성화(선
사환, 적시, 서촌조생등등)가있
다.

4. 결실생리

11)) 수수분분과과수수정정

((11)) 수수분분: 암술머리에수꽃가
루가닿는것.

((22)) 수수정정: 꽃가루가발아하여
화분관이 신장되어 웅핵이 씨
배낭내의난핵과결합되는것.

((33)) 수수정정의의효효과과: 낙과방지, 당
도증가, 품질향상

(4) 감은 풍매화가 아니며충
매화이기 때문에 주로 벌이 이
용되며 인공수분을 하기도 한

다.  20 : 1 꼴로수분수를혼식한
다. (수분수: 선사환, 적시등등)

(5) 벌은가든곳에잘가는습
성이 있으므로 초생재배를 하
는 환경농업에서는 감의 개화
30%까지는 풀을 베지 말아야
한다. 

(6) 벌을유인하고싶으면물
25말+황설탕1.5kg+막걸리2되

+현미식초 1l를 개화 10%시에
살포하면 (황설탕 신에 발효
녹즙을 쓰면 더욱 좋다) 반경
2km내의벌이몰려오기때문에
인공수분은생략해도된다. 

22)) 생생리리적적낙낙과과

((11)) 조조기기낙낙과과: 6�7월상순사
이

((22)) 후후기기낙낙과과: 8월하순에서9
월하순사이

◎조기낙과원인: 수정불량,
양조건, 재배환경, 기상 향
◎후기낙과: 여름의한발로

발육이 일시적인 정지를 했을
때8월중하순강우에뿌리의재
신장으로 과실과 뿌리사이에
양분결함으로 인한 낙과, 강우
시 광선부족등 기타조건으로
낙과

- 책 : 수분수혼식, 비배관
리, 적정한정지전정, 적뢰, 적과
로수세조절

33)) 격격년년결결과과
- 원 인: 비료요소와전분이

가지내에부족하기때문이다. 
- 책: 수세조절, 정지전정,

적뢰, 적과, 시비, 관수시설분으
로유지되는것이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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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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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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잎이이넓넓어어도도얇얇으으면면,, 햇햇빛빛이이반반

사사되되고고 광광합합성성이이 제제 로로 되되지지 않않으으

며며두두꺼꺼운운잎잎은은빛빛을을흡흡수수하하여여원원활활

한한광광합합성성을을하하게게된된다다.. 

잎의두께표시

얇은잎

두꺼운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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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

CMYK
CMYK

CMYK

�수도작 육묘시 냉해 극
복에최선을
급변하는 기상요건에 금년

에도 지역적인 냉해 피해가 나
타나고 또한 우려되는바 회원
제위 여러분의 신속한 처리로
금년 농사는 풍년을 기 하면
서 아래와 같은 처방을 실천하
시기바랍니다.

못자리 비닐을 걷어낸 다음
물1말당보리돌뜸씨30g+황설
탕10g+그린키토40cc를2회연
속 살포해 주면 메트형성이 잘

되고 냉해에 견디는 힘이 강해
질 뿐만 아니라 내병성과 정식
시 뿌리활착이 빠르며, 균일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니 농
에큰힘이되시길바랍니다.

아울러 고온장해를 받을 경
우도상기와같은방법으로2-3
회 반복처리하면 회복이 빠르
게 진행되오니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벼물바구미방제

벼물바구미는 성충으로 산
기슭 낙엽밑 땅속에서 겨울을
넘긴후 들에 모내기가 이루어
지면논으로날아든다. 해(�)에
따라차이가있으나 부분이5
월 중순�하순경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의 성충 도가 가
장높다.

논에날아든성충은벼의어
린잎을 갉아먹은 다음 물속 잎
집(3㎝부위)에 알을 낳고 알에
서 부화된 유충은 물밑 땅속의
뿌리로 내려가 벼 뿌리를 갉아

먹고 유충이 땅속의 벼 뿌리를
갉아먹거나 자르게 되어 새끼
치기가 억제되어 줄기수가 감
소하는피해를준다

친환경농업으로 가장 효과
적인 방제 방법은 이앙후 벼물
바구미 발생초기에 100�150
평당초전박살원액1ℓ를논에
걸어다니면서원액을떨어뜨려
주면, 물표면에 초전박살액이
논 전체에 고루퍼져 벼물바구
미의 피해를 조기에 방제할 수

있다.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
핵병방제 책
화학비료의 계속적인 과다

시용과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
의 향으로 토양이 오염되면
서요즘들어흑색썩음균핵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
균은 균핵을 형성하지만 생활
사는 균핵병균과 전혀 다르다.
흑색썩음균핵병의경우에는균
핵병균으로서는예외적행동인

균핵으로부터의균사발아를통
해숙주식물의지하부(뿌리, 엽
초, 인경)를감염시키는토양전
염이 생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흑색썩음균핵병은전
형적인 토양병원균이라고 할
수있다. 균핵의균사발아를통
해 감염시키고 병든 식물체 위
에 생긴 균사는 인접한 건전주
를 차례차례 침해하여 병을 일
으킨다. 균사 상태로는 내구생
존이 불가능하여 병든 식물체

위에 형성되는 균핵으로 내구
생존을한다. 생존기간은4~5년
이지만 여름철에 물에 잠긴 상
태에서는 5~6개월만에 사멸한
다.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한
사질토양이나화산회토에서많
이 발생하고 또한 산성토양에
서많이발생한다. 

저온성 균으로 발생적온은
양파에서는 지온 10~20℃ , 파
에서는 기온 10~15℃ , 마늘에
서는 기온 15~20℃ 이다. 저온
기의 병해로서 춘분 무렵을 최
성기로 하고 가을부터 이른봄
에걸쳐발생한다. 처음에잎끝
이 황백색으로 변하고 차츰 잎
전체가 황백 회백색으로 시든
후 생육이 정지되고 끝내는 고
사한다. 

흑색썩음균핵병이 재현된
포장에서는 물25말+바이오믹
스5ℓ+사라나에프1ℓ를잘희
석하여1주간격으로2�3회반
복처리해 주시되 300�400평
에고루간주해준다. 매년상습
적으로 발생되거나 병의 발생
이심한포장에서는처리양의2
배로 늘려 처리해 주는 노력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안
개 다발 지역에서는 안개로 인
한 생육부진이 수량 감소에 결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물
25말에 패화석 효소1봉+황설
탕250g+칼그린500cc을혼용하
여엽면살포해준다. 

�청벌레류의방제 책
예년에비해봄이일찍시작

되면서 노지포장에도 정식이
완료된 상태이다. 날씨가 따뜻
해지면서 십자화과 식물에 배
추좀나방, 배추흰나비, 파밤나
방등알을산란시작하면서유
충피해가예상된다.

유충이발생된초기에솔빛8
호를 물20말에 1000cc를 넣고
소주4병과함께잎면이충분히
젖도록엽면살포하고발생시기
부터 2�3일 간격으로 지속적
으로 사용한다. 유충에 하여
1�3령의 유충에 해 충분한
효과를발휘할수있고, 솔빛8
호를 살포하고 24시간 이후에
효과가나타난다. 

<다음호에계속>

5월중 농사정보
-유기농업 실천기술-

이번호에는 5월중에 회우들이 실천해야 할
농기술정보를 실었으니, 알고 실천하는 유기농업
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근날씨가더워지면서많이발생하고있는배추좀나방의유충
(좌)과양배추잎을가해하고있는배추흰나비유충(우).

▲뿌리썩음균핵병이양파지상부(좌)와지하부(중) 그리고 마늘포장(우)에발생한모습. 

“폐기목 재활용은 프렘코(PREMCO)와 함께”

(주)풍림환경특장에서, 톱밥∙우드칩 겸용기 개발 판매

◈ 톱밥제조기(목재파쇄기 겸용)
농기계 업계 최초

자사브랜드
일본 수출 쾌거! 

◈ 궤도형 목재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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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자주형목재파쇄기: 작업의편리성, 
이동성, 생산성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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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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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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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지난약이십여년부
터 국적 없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없던 질병으로 신음하
고있다. 그래서이제는옛날의
식습관으로돌아올필요가있
다고본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이라는말이있다. 옛것을배우
고새것을익힌다는말이다. 

과거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결국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것이다. 우리의식생활문
화중본받을만한좋은것들은
더 과학화하고 실천하면서 앞

으로나가야할것이다. 왜냐하
면식(食)문화는조상 로시
행 착오를 거치면서 발전 되어
온것들이어서우리민족의생
리와 환경에 순응하도록 경험
되어져있기때문이리라.

그러나 아무리 현미와 통곡
류가 좋다고 할지라도 오염되
어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한다. 흔히 농가
에서 볍씨 소독에 사용하는 수
은에 중독 되면 생장이 억제되
고 신장에 장해가 생기며 암을
일으키는원인을제공한다. 

수은제는벼야채과실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몸 안에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수년
후 종양이나 괴양으로 나타난
다. 체내에농축된수은이1/2감
소되는데는30년이걸리며완
전히분해 되는데는90년이걸
린다고한다.

또한 유기염소제는 중추 신
경계 흥분 작용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고 적은 양을 계속 먹이

면 간장에 장해가 생긴다는 것
은상식이되어있다. 그리고카
드늄은광산폐수, 금속정련, 화
학공업, 금속처리, 전기도금등
의폐수가수로(水路)를통하여
농토에 축적되고 거기에서 생
산된쌀은카드늄이들어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1971년도에
187개 지역조사결과 3.2ppm의
카드늄쌀을발견한바있다. 카
드늄의만성중독의3 증상은
폐기종, 신장장애, 단백뇨는 물
론 이따이이따이 병의 원인 물
질이다.

그리고 과수 농장에서 사용
되는비소에오염되면복통, 설
사, 말초 신장염, 두통, 권태감,
어지러움, 졸음, 피부염, 겨드랑
이, 고환등에괴양이생기고손
이나발의괴양과피부암, 인두
염, 눈, 코 등의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이나타난다. 

현 인간은내부적인부조
화와 외부적인 독소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전 받고 있는데 결

국 질병으로부터의 방어는 내
외적인 청결에 있음을 알게 된
다. 그런관점에서현미를중심
으로 한 통곡류와 신선한 야채
와 과일은 독소를 배설시키는
놀라운 원소들을 가지고 있음
으로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
을주게된다. 

이렇게볼때현 병은오염
된화학합성물질에의한환경
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원자재인햇빛, 물, 공기, 토지등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가 건강
하게존재할때가능하다고보
며더나아가 먹거리의재배방
법과 생체 원리에 따라 합리적
으로 먹는방법또직업과환경,
남녀노유(�幼)에따라균형지
게조절될때기초적인자연건
강에 한입문(入門)이될것으
로 보는바 이러한 구조적 기반
위에서 자연 건강에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통성 있게 활
용된다면 신속한 치료적 결과
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기 때
문에 유유기기농농업업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농
업을하는농민은이시 의진
정한 의미의 자연 치료사라고
감히주장하고싶다.

생각해 보면 유유기기농농업업의 바
탕에 기반하지 아니한 건강은
존재할 수없는시 이므로유유
기기농농업업은 민족의 생존과 번
에 직결되는 성스러운 책무임
에의심의여지가없다. 

자연건강 자연치유에 하
여 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유유기기농농업업의 기반 위에 오염
되지 않는 또는 최소한 오염도
가적은 햇빛과물의적절한사
용, 깨끗하고신선한공기의사
용에 한생체원리에맞는호
흡법과 공기의 사용에 한
기요법의 활용, 계절과 환경에
맞는수면양생의생활화, 자기
체형에맞는적절한운동, 올바
른자세를통한휴식, 균형지고
조화된한질(set)로되어있는
양 섭취,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 인체내부장기(臟器)
중 변(�)을만들고저장하는큰
창자의청결(淸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 등은 자연
치유에매우효력있는전술전
략이될것이다.  

자연치유자연건강 설 익(☎017-231-1960)

질병치료의지름길은생활습관의개선�

▶다음호에이어짐

�필자약력

△삼육 학교 자연 치유

요양관리학과, 건강택견양

생학과, 체의학 예술 치료

학과, 주임교수. 

△한국 건강택견 협회 회

장

△ 한 정법도 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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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아가면서 농업을 하는 농민은 우리 시 의

진정한의미의자연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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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박살』로초전박살을…
그린농법[8] 수도작편

(주)그린바이오텍 전화 : 031-946-5614

「초전박살」은 천연 오일 성
분에마늘엑기스(120쪽을갈아
넣은효과)를혼합해놓은유기
농 자재이다. 「초전박살」의 역
사가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일이다. 

서기 1세기경 약 2,000년 전
부터 사용이 되어왔고 1,800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이
용이 되다가 유기합성 농약의
등장으로 농업 계에서 려났
다.  그러나화학농약의한계(독
성, 곤충의저항성등)가하나둘
씩 두되면서「초전박살」과같
은천연오일이각광을받게되
면서 세계도처에서 많이 쓰인
다. 

지금까지 많은 농가들이「초
전박살」을사용해큰효과를보
고 있어 꾸준히「초전박살」을
찾아주시고 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하거나 약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했다. 효과를본농가도
효과를 본 이유가 있으며 약해
를본농가도약해를입은이유
가있다.  그래서그이유들을살
펴보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
아본다.

�「초전박살」의특징
- 친환경적물질임.
- 인축에안정
- 약제저항성 발현이 나타나

지않음
생분해: 약1일소요.
- 독성이없음: FDA 기준을충

분히통과한물질임
- 마늘유가혼합이되어서기

피효과가탁월

�「초전박살」의 작용 기작
과부작용.
1) 작용기작
o 해충에묻은오일이모세관

현상으로 기관 안으로 이동하
여해충을질식사시킨다. 

o 초식성곤충과응애들은발,
더듬이, 입, 배등을이용하여먹

이 식물(기주식물)을찾아낸다.
그런데 오일이 이러한 감각기
관에 막을 형성하여 감각구를
막게되면먹이식물을찾지못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다. 

o 오일이먹이식물의잎표면
에막을형성하면먹이식물특
유의 화학물질이 빨려 나오는
것을 방해하여 해충들이 먹이
식물을 찾지 못해 먹이 식물을
섭취하고 알을 낳는 행동이 저
하된다. 

o 「초전박살」에함유된마늘
엑기스는 해충의 기피 현상을

유발한다. 
o 이와같이주로「초전박살」

의 효과는 주로 물리적인 작용
에 의한 것으로 저항성이 발현
되지않는다.

2) 부작용
o 약해현상
- 약해는외기온도높으면특

히 섭씨 35도 이상에서 뿌려진
「초전박살」이햇볕을받으면조
직이손상을받는다. 이를피하
려면 오전 중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 교반이 충분히 되지 않아
「초전박살」성분이한쪽으로치
우칠 경우 마지막으로 살포된
작물에약해가발생한다.

소형인력분무기로살포를하
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동력분 무기를

이용해 교반을 충분히 하고 가
능한한빠른시간내에살포한
다.

- 식물이약할때사용하면약
해가나기쉽다.

- 「초전박살」을타놓고시간
이많이경과한후에살포한것
은많은경우약해가난다.

- 곤충을맞추지못하면약효
가없다.

농약처럼 침투이행이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기때문에반드시「초전박살」에
맞아야 죽는다. 그래서 독농가
들은전날밤에흑설탕발효액

을엷게뿌려놓아곤충을식물
체 위로 유인을 해서 살포하기
도한다.

o 약효미흡현상
- 비오는 날 살포된「초전박

살」은반드시약효가나지않는
다.  흐린날살포를하면약효가
경우에따라서약30-40% 정도
된다.  맑은날오후늦게살포하
면약효가약60% 정도된다. 그
러나맑고건조한날오전10시
경에 뿌리고 온풍기 등으로 바
람을 일으키고 환기를 충분히
해주면약효가약90%(딸기응
애)정도난다.  어떤농약도방제
가가 응애에 해 90%까지 나
는농약은없을것이다.

- 이와같이「초전박살」의적
용포인트는빠른건조이다.

빨리 건조만 시키면 응애류

는약90%, 진딧물은약70-80%
의효과를볼수있다.

�최 의효과는이렇게
- 맑고건조한날오전중에살

포하고환기를철저히시킨다.
- 동력분무기를 사용해 충분

히 교반을 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살포한다.

- 번거롭기는해도20분정도
살포할 양만 타서 살포하고 다
시탄다.

- 빠른효과를위해서는침투
확산제인“퍼지네”를 3,000-
3,500배혼용한다.

�사용의실례
1) 적용가능한곤충
진딧물, 응애, 물바구미, 온실

가루이, 파리, 깍지벌레
2) 사용의실례
o 벼
- 물바구미가 발견되면 300

평 기준에「초전박살」1병(1리
터)을물꼬처리(물수문에조금
씩붇는방법)를한다.  물깊이는
약5cm 정도가되게한다.  그러
면 물바구미가 벼를 타고 오르
내리면서몸에「초전박살」이묻
어죽게된다. 방제가되고난다
음에는 물을 뺀다. 단 300평이
넘을 경우는 물꼬에서 먼 쪽은
직접원액상태로뿌려준다.

o 엽채류
- 연속 수확하는 종류는 3일

이상의 기간을 가져 주는 것이
좋다.

- 곤충을최 로유인하여살
포한다.

- 식물이약할때는가급적살
포를피한다. 

o 열매채소류
- 「퍼지네」를혼용하면좋다.
- 식물이약할때는가급적살

포를피한다. 
- 꽃에시험해보고살포한다.
- 연속 재배하는 작물은 1달

에2회이상의사용은피한다.
o 과수류

- 포도는분이형성되기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고 분이 생겼
을 때 살포하면 분이 없어졌다
가다시생긴다.

- 캡탄, 안트라콜, 쿠퍼(코사
이드), 디치돈(델란케이) 와는근
접살포를금한다.

- 미리소면적을적용하여약
해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살포
한다. 

- 수세가약하거나어린묘목
에는사용을피한다.

- 1년에2회이상의사용은피
한다. 

- 사과의경우9월에살포(응
애류)하면효과적임.

o 화훼류
- 꽃색이변하는지시험후사

용한다.
- 식물이약한시기에는사용

을금한다.

�주의할점
- 처음사용하는작물에는반

드시미리테스트를한후살포
한다.

- 사용하고남은희석액은사
용하지않도록한다. 

- 등에지고사용하는인력분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 식물이약한시기에는사용
을금한다.

- 회원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즉시 협회
나본사로문의후사용한다.

- 먹지않도록하고화기에주
의한다.    

<다음호에계속>

그간회원들의요청에의하여본회에서제작공급해온도금형철파이프소재피

라미드가전국의회원들에게사랑과각광을받아오면서다양한면으로부터효과를

경험하게되었다는감사의전화에큰보람을갖게되었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지역별로회원들에게국내사례와외국전문가들의그동안연구

내용을전해드리자피라미드전체를동제품(순도99.99%)으로제작공급해주길원하

든차에그동안비용문제와 제작에따른어려운점들이원활하게해소됨으로써, 새

해부터완전동제품으로바뀌게되었음을전해드립니다. 

종전의제품보다조립해체가용이해졌음은물론효능의극 화를위해밑면의네

모서리와꼭지점에각각히란야를돌출로삽입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약간의비용이상승되어기본형2m기준1세트에240,000원이며회원님의

요청에따라다양한크기로제공해드리고자했으나, 동파이프의길이가길어짐에따

른물류배송에어려움이많아부득이기본형인2m형과최장길이2.5m 이내에서요

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기본형이외의별도사이즈2.5m까지의추가요

금을별도요금으로적용됨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온라인번호 농협610 - 12 - 033462 정금

2002.  5.  1.

(사) 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한국유기농자재센터

피라미드동제품고급화단행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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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베이징시장의공식
적인‘지령(指令)’이 떨어지면
서2008년' 녹색올림픽'을향한
본격적인 녹화 공정이 시작됐
다.

전국환경총국은 WTO(세계
무역기구)의 환경기준에 부응
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환경보
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와 함께‘녹색 식품’‘녹색 소
비’라는말이생기면서소비패
턴도변하고있다.

형슈퍼를중심으로‘녹색
식품’전문판매 가설치되고
있고일반제품보다2배이상비

싸지만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
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
다. 실제북경시곳곳에는녹색
식품전문점이늘어나고있다.

유유기기농농법차잎전문점인‘껑
샹요지차디엔(�香有機�店)’
은북경에만이미7개의분점을

냈다.
장태로분점의주인은“환환경경

친친화화 식식품품이 개인의 건강과 직
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고가의 무공
해 차잎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변화
는 곧 환경산업
의 확 를 부추
기고 있다. 황사

에 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
는 것도 베이징의 녹색화 공정
을가속화시키고있다.

<자료: 매일경제4월18일자> 

유기농업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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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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리핑뉴스클리핑

서울 YMCA가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
한친환경쌀도∙농직거래및도∙농교류
운동발 식을개최했다.

서울YMCA는4일서울YMCA 친교실에서
소비자와농민, 농림부및관련단체인사1
백여명이참여한가운데발 식을열고, 친
환경농업의 사회적 확산과 도∙농교류의
사회화를선언했다.

이날발 식에서 류류달달 박박사사((한한국국유유기기
농농업업협협회회회회장장))는“소비자와생산자가함께
하는 조직적
선언은 국내
환경농업역사
상 처음 있는
의미 있는 일
이며, 이런 계
기를 통해 환경농업이 사회적으로 정착하
는계기를삼아야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참석한소비자 표와생산자 표
는 각각‘생산자 결의문’과‘소비자 결의
문’을채택하고소비자는농민들이안심하
고친환경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기반을
갖추고,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의건강과생명을보장하며땅과국민을살
리는청정한국토지킴이로활동할것을서
약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수규 회장(서울YMCA)
은“올해도∙농교류의시범사업으로생산
자1백여명과소비자3천여명이참여하며

내년에는다양한교류와연 를통해사회
적으로정착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올해도시소비자회원으로가입한회원
은회원가입비로2만원을선납하고경기도
철원∙이천 등지에서 생산된 무농약 인증
을받은쌀40kg(소비자가격12만5천원)을
수확직후에가정에서2회(1회20kg)에걸쳐
받을수있다.

한편서울YMCA 도∙농교류사무국은친
환경쌀 도∙농직거래 이외에도 ◇청소

년∙ 학생 농촌
체험 ◇생산지에
서의 가족단위 생
태관광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
는 생산∙수확축

제◇우리상황에맞는팜스테이, 그린투어
등의상업을운 할계획이다.

또생산자들은◇농민명함만들기◇농
장 이름짓기 ◇생산자 실명제 ◇ 농일지
공개등을진행하며, 소비자들은◇우리쌀
먹기운동 ◇친환경농산물 이용 ◇패스트
푸드와 같은 반환경적∙반농민적 소비생
활거부운동등을펼쳐나갈계획이다.

<자료: 한국농정4월11일자>

친환경쌀 도∙농 직거래

생산자 - 청정 국토지킴이로 활동 서약
소비자 - 반농민적 소비생활 거부 결의

서서울울YYMMCCAA 
도도∙∙농농 교교류류운운동동 발발 식식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소장
임명순)에서는작물에필요한적
정량의비료공급으로토양의염
류집적을방지할수있는양분진
단기술을개발했다. 

따라서시설재배작물의실시
간양분관리를위한질산태질소
자가진단기술을개발. 과채류의
품질향상과수량증 를기할수
있게됐다.

토양 질산태질소 간이측정방
법은 생토용적추출법으로 추출
한토양용액을질산이온검출지
로발색시켜서휴 용광도게로
색도를측정하여분석하는방법
이다.

실제로오이재배시이진단법
으로질산이온농도를300mgℓ-1

수준을 유지하도록 시비관리를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토양
양분을관리하고오이의수량증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 생토용적추출법에의해추출
용액중질산이온농도가300mgl-
1 이상이면 비료 없이 관수만 실
시하고, 그이하농도이면관수시
비료를공급하여질산이온농도
를300mgl-1 로조절하면된다.

기존의 분석법은 2~3일이 소
요되는데비하여이방법은현장
에서토양을채취하여물과혼합
한후침전시켰다가상징액중의
질산이온을측정하므로30분정
도면충분하다. 현장에서토양중
의질소함량을직접진단하여비
료를조절할수있어서토양의염
류집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
효과도있다.

<자료: 한국농정4월3일자>

농진청, 토양 양분진단 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토양양분 관리로
과채류 품질향상 및 수량 증

붉은깃발의중국에
녹색바람이불고있다.



� 연중 농경험담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기념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유의 제품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 농사기술에 한 의문사항이나 농기술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참고자료 무료우송 및 무료교육을 해 드리겠습니다.

업계최초 ISO9001∙ISO14001 동시인증, 해외로 수출하는 기술경쟁력 우수업체 지정경경 축축

�� 병병으으로로 오오인인되되기기 위위운운 각각종종 생생리리병병의의 해해결결사사

“미리근∙미리근알파”수용제∙액제

�� 뭐뭐니니뭐뭐니니해해도도 값값싸싸고고 효효과과 좋좋은은 식식물물의의 인인삼삼녹녹용용

“나르겐∙부리오” 수용제∙액제

뉴쇼크∙컨디션 �

액액제제

특수유기태 액상칼슘제재!!

칼칼칼∙다칼슘

유해초액

�

액액제제

�

액액제제

유기(자연)농업용 유용미생물증식 복합제재!!

프로키 파워키
물태비GL  농토GL

��

엽엽 면면 시시 비비 용용 액액

��
관관 주주 용용 액액

▶해조류 추출물 차세 첨단천연제재!!

▶일부 선충∙응애∙진딧물에 한 기피효과

▶관주시 토양유용미생물의 증식효과

▶광합성 증 , 품질향상 및 수량증 효과

▶토양 유용미생물증가, 토양구조 떼알화촉진

▶연작장해와 염류장해 경감, 돌림병 예방

▶후사리움균 등 유해균에 의한 병발생율감소

▶잔뿌리 발달촉진

----  초강력 !! 착색촉진∙당도증가 ----

칼라풀 새기나 유새깔라�

액액제제
�

액액제제
�

액액제제

----  초강력 !! 도장억제∙화아분화촉진 ----

키스톱 순자바 키자바�

액액제제
�

액액제제
�

액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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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는약효는 두배로두배로 !!!!
경비는경비는 절반으로절반으로 !!!!

▶ 살포액의 엽면확산 및 강력한 침투효과 !!

▶ 생리장해 예방 및 회복 !!

▶ 농약과 혼용시 농약량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약효는 증진 !!

▶ 농사 경 비용 절감 !!

▶ 독성이 없어 저공해농산물 생산에 효과적 !!강력침투
신속한
약효발휘

강력흡착
광범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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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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 생육
적온은낮25̃ 28℃, 밤18 2̃2
℃이며, 관리최저온도는 13℃
이다.  개화결실적온은20 2̃5
℃이며 15℃이하 및 30℃이상
은수정, 결실이상을초래한다.

건조와 과습은 고추의 낙화,
낙과를 유발하며 특히 고온다
습은 낙과,낙화 유발위험이 크
다. 고추역병및탄저병은고추
재배에서 가장 피해가 큰 병이
다.
�고추역병
병원균 : 파이토프소라

(PHYTOPHTHORA CAPSICI)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생균
의일종이다.

병 징: 주로줄기에발생하며
심하면 과일과 잎에도 발생한
다. 처음에는땅가의줄기가암
갈색으로잘록해지면서썩어들
어가줄기전체가시들게된다.

병발생조건: 
①고온다습: 28℃이상의고

온과다우
②연작: 연작시토양의병원

균 도가 증가하므로 피해 심
함

③배수불량토양: 배수불량
시병원균의이동이유리하므로
발병심함

④ 식: 통풍불량하므로병
원균침입조장

⑤ 탄질율 저하: 질소질비료
의 편용은 균형있는 생장을 저
해하므로병원균 침입용이

⑥자연및인위적상처
고추역병은 병원균 세포외

벽물질이셀룰로오스인질병으

로 이 세포외벽 물질을 분해하
는 효소를 분비하는 셀룰라아
제에의한방제가가능하다.
�고추탄저병
고추에 발생하는 탄저병균

은5종으로병원성이가장강한
것은콜레토트라쿰쿨로에오스
포 리 오 이 데 스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G계통으로
청과및적과에모두피해가가
장심하다.

발병조건은 7̃8월의 고온
다습시태풍, 폭풍우, 강한비바
람등에의해전파되며, 28̃32
℃가 생육적온이고 상 습도
90%이상에서많이발생한다.

탄저병은 병원균 세포외벽
물질이 키틴질인 질병으로 세
포외벽을 용균하는 효소를 분
비하는 키티나아제에 의한 방
제가가능하다. 고추역병과탄
저병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병
으로 약제살포가 어려운 경우
가 많으므로 예방적 방제가 매
우중요하다.

고추역병의 경우는 토양병
해이므로미생물의분해능력으
로 인한 토양개량효과가 뛰어
나 고품질 증수효과와 작물 병
충해 방제기능이 우수한 본 오
르가논의 정기적 사용으로 방
제효과의 극 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탄저병은 토양병은 아니지
만 장마후에 심하게 발생하므
로 평상시 오르가논의 정기적
사용으로 인한 효과적인 예방
관리가이루어져야하겠다.

오르가논은친환경제제이며
내성이 없고, 화학농약에도 듣
지않는 난치병에 탁월한 효과
를발휘하므로농약의효용을2
배이상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오르가논의사용법
엽면시비의 경우 1000:1의

비율로 물에 희석해 12̃24시
간배양한후오후5시이후에7
일 간격으로 사용하며 관주의
경우 1000:1의 비율로 물에 희
석해12̃24시간배양한후오
전8̃ 9시에10일간격으로사
용한다.

질병이있을때는500:1의비
율로 희석해서 3̃ 5일 간격으
로2̃ 3회반복해서사용한다.
�수박의만할병과역병
수박은빛이많고고온건조

한환경에서잘자란다. 수박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곰팡
이, 세균, 바이러스 3종류가 있
으며 역병과 만할병의 피해가
심하다.

역병은 고추의 경우와 비슷
하며 만할병은 연작이 늘어남

에 따라 주변환경의 병원균오
염이 많아 접목부위의 상처또
는 측지제거시 상처부위를 통
해병균이침입한다.

병원균이 뿌리의 세근이나
관부를 통하여 줄기의 물관부
에서 증식하므로 포기전체가
시들게된다.  병든줄기는쪼개
지며 다습할 때는 병든 부위에
주황색곰팡이가핀다.

병원균은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로27℃이상의고온에서
생육하며 산성토양에서 많이
발병한다. 
�방제법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

록 유지하고 모래땅에서의 재
배를피한다.

유기물을 충분히 시용하여
지력을 높이고 질소비료의 과
용을 피한다. 만할병도 병원균
세포외벽 물질이 키틴질인 질
병으로 세포외벽을 용균하는
효소를분비하는키티나아제에
의한 방제가 가능하므로 본 오
르가논을정기적으로사용하면
방제의 극 화를 가져올 수 있
다. 

기상변화로 인한 각종 병원
성 곰팡이 병에 본 오르가논을
사용하면탁월한효과가있다.

고추역병과고추탄저병의방제

▲탄저병에병든고추(좌)와잎(우)

◎오르가논과의농약혼용표

제품명 적응증 성 분 혼용유무

포롬 역 병 디메토모르프+ ○

오티바 탄저병 스트로빌루린계 ○

톱신엠 탄저병 카바메이트계 ○

베푸란 탄저병 구아니딘계 ×

안트라콜 탄저병 유기유황제 ×

다이센엠 탄저병 유기유황제 ×

고추탄 탄저병 카벤다짐+가수가마이신 ×

인간, 자연, 생명을사랑
하는기업
(주)HAN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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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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북고성농업
협력단(단장: 강정일 농촌경제
원구원장)의 일원으로 북한의
고성군남새온실농장을방문하
여 유기농자재를 비롯한 농기
구∙비닐등을 전달.(정진 부
회장)

�2002. 4. 2~4=무주군농업
기술센터(소장: 정 길) 주최의
제3차유기농업연수회에본회
강사진전원참여.

◉(~3)김제원예조합에서 제
355차유기농업연수회개최. 연

수생: 170명. 연수회 준비에 노
고가 많았던 김제시지회 임원
진에감사.

�2002. 4. 2=농협창녕교육
원에서열린‘농협임원조직장
활성화교육’에서“농촌을살리
는 길은 친환경농업뿐이다.”라
는주제로강의.(윤경환이사)

�2002. 4. 3=농협안성교육
원에서열린‘여성조직운 활
성화교육(791기)’에서“환경농
업여성의손으로”라는주제로
강의.(윤경환이사)

�2002. 4. 4=경남남
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규모 환경마을 조성
지구인 설천지구와 서
호지구의 농민을 상
으로“친환경농업의 기
본과 유기인증 농산물
을 생산하는 방법”이라
는 주제로 강의.(윤경환
이사, 정완호부장)

�2002. 4. 9=단국
학교 최고경 자반
상의 유기농업교육 출
강.(정진 부회장)

�2002. 4. 10=한국농
어민신문사 창간 23주
년 기념식에 참석 격
려.(류달 회장)

◉농협 창녕 교육원

(환경농업담당 김종열 교수)에
서열린‘392기농협협동조직
운 활성화교육’에서“환경농
업만이살길이다.”라는주제로
강의.(윤경환이사)

�2002. 4. 14=MBC TV의『고
향은 지금』프로에 성주 가지
회(지회장: 석기훈)의‘게루마
늄참외’를집중소개하여소비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됨.(게루마늄은 항암작용이 큰
것으로알려져있음)

�2002. 4. 16=『월간 환경농
업』의이달의인물로본회정진

부회장을 취재하고 그간의
업적을소개.

◉경북 의성군 금성면사무
소회의실에서열린‘친환경농
산물지역특화사업추진’(홍재

본회

▲3월27일에농수산TV의운 과상품개발을위한농업계 표중
심의자문위원회결성시본회정진 부회장이부위원장으로피선
되어유기농산물의상품성개발에박차를가해나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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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본부
장: 임성실)가주관하고현 백화점이후
원해지난달24일부터26일, 3일간경기
도남양주시의유기농업농장( 표: 양윤
석 팔당지부장)에서 현 백화점 고객
120여명을 상으로소비자친환경농업
체험학습이열렸다.

이번 체험학습에서 오전에는 사)한국
유기농업협회정진 부회장은체험학습
자들에게 농약과 화학비료의 장단점과
유기농업의인증과실천사례등“친환경
농업의필요성”을강의했고,  오후엔남양
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유기농업
농장( 표: 양윤석팔당지부장)을방문하
여 유기농산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유

기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양윤석도지부장은
하우스내의 유기농산물 생산방법
과 액비제조과정등을 자세하게 설
명하고, 농약을사용하지않는올곧
은농심철학을피력했다.

체험학습자들은 견학과정 시종
내내유기농산물에 한관심을보
이며 관계자들의 설명에 귀기울이
고, 직접유기농업으로생산되고있
는채소류를채취해보고신선한자
연을접했다. 

또한 내년에 있을“소비자 친환
경농업체험학습”에도참석하겠다
고미리말 을하는학습체험자도
눈에띄었다.

소비자 친환경농업 체험학습 개최

▲정진 부회장이친환경농업체험학습에참석한주부들을
상으로친환경농업의필요성을강의하고있다.

김제시협의회(회장:한강희)는지난4월27일
토요일 오전11시에 부안사거리에 위치한 김
제시 협의회 사무소 개소식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의행사에는관내농업관련인사
들이 거참석하 으며산업과최향근과장,
농업기술센터 장현수소장, 농관원 이상봉소
장, 양태진지부장등 많은 인
사들과 김제시 협의회산하
13개 지회장과 읍면단위 회
원들이 바쁜 농철 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화분과 함
께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동
안협의회사무실마련을위
해 노심초사했던 한강희 회
장은 40여명이 둘러않아 회
의를할수있는사무실을마
련할수있었던계기는김제
시협의회모든회원들의단
합된 힘이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
기관에서도김제시의유기농
업 활성화에 커다란 기폭제
가될것이라는전망과함께

앞으로 김제시가 유기농업의 메카로써 발돋
움하게될것이란확신을갖고있어김제시유
기농업인의저력을다함께기 해본다.

김제시협의회개소식

▲체험학습자들이유기농업농장현장체험시간중에유기농업
으로생산중인채소들을직접채집하며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
다.

▲양윤석팔당지부장이체험학습중인주부들을 상으로유기
농산물 생산과정과 액비제조방법등 유기농산물생산에 관계된
제반사항을설명하고있다.

▲김제시협의회현판식에각계인사와양태진도지부장, 한강희
협의회장등주요인사등과함께현판을배경삼아기념촬 에임
하고있다.

이 모

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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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지부장)에서“친환경농산물
생산기법”을 강의.(윤경환 이
사)

�2002. 4. 17=진주산업 학
의 최고경 자반 상의 유기
농업교육출강.(정진 부회장)

◉농협 안성 교육원에서 열
린‘돌아오는농촌귀농반’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준비와인
증재배로가는길”이라는주제
로강의.(윤경환이사)

�2002. 4. 18=농협 창녕 교

육원에서열린‘393기농협협
동조직운 활성화교육’에서

“환경농업만이살길이다.”라는
주제로강의.(윤경환이사)

�2002. 4. 19=한국게루마늄
협회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토
론.(정진 부회장)

�2002. 4. 24~26=현 백화
점 압구정점의 주요고객 상
으로 유기농업 현장체험과 유
기농산물 애용의 필요성 교육
을 3일간 연속실시.(임성실 유

통본부장)
�2002. 4. 30=수원농민교육

원친환경농업반 상의“유기
농업필요성과실제”의주제로
출강.(정진 부회장, 김운여자
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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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입니다. 

기 퇴비는 오랜 경험과 기술로 만들어진 참된
유기질 비료입니다. 

완전 발효 시켰으므로 비닐 하우스는 물론 유기
농업 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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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환이사가지난달16일경북의성군금성면사무소회의실에
서열린“친환경농산물지역특화사업추진”에서“친환경농산물생
산기법”을강의하고있다.

▲북고성농업협력단일행이지원농자재의일부를배경으로북한
당국자들과함께기념촬 중인모습.

▲윤경환이사가지난달3일농협안성교육원에서열린“여성조직
운 활성화교육”에서“환경농업여성의손으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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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친환경유기농산물 재배 시범포
운 식 및 퇴비제조 연시회가 임고면 우항리
한상열씨한빛농장에서김수원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길 유기농협회 천시지회장, 농민
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이날 연시회는 부쩍 늘어난 친환경 유기농
업의관심과함께재배기술의향상을위한현
장지도기술의필요성을느
껴(사)한국유기농업협회이
사를비롯10여명으로구성
된 현장기술지도 전문위원
의도움을받아실시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각종문제점등을논의했다.

김수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은친환경농산물의재배
는지역농업이나아가야할
길이라고강조하고더욱많
은농민들이관삼을갖고농
산물의생산에전력해줄것
을강조했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자연
순환액비, 생선발효액비, 청
초액비, 천연식물살충제등

의제조과정을설명하고사용방법과각종비료
의 효과등에 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발효퇴
비, 한방유기질비료, 설탕효소액등의사용방
법, 제조과정등도자세히설명했다. 

친친환환경경 농농산산물물 재재배배
시시범범포포 운운 식식 및및 퇴퇴비비제제조조 연연시시회회

▲퇴비제조연시회에참석한농민들이지난달12일“퇴비제조
연시회”에서퇴비제조과정을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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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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양양의의토토양양의의 산산성성화화로로산산성성화화로로 썩썩지지썩썩지지 않않는는않않는는 낙낙엽엽��낙낙엽엽��
먹먹거거리리에에서서먹먹거거리리에에서서 검검출출되되는는검검출출되되는는 잔잔류류농농약약��잔잔류류농농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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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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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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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2일부터 3일까지 1
박2일간 김제원예농업협동조
합2층회의실에서유기농업의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연수
교육이진행되었다,

170여명의조합원과기존회
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
강식에서 양태진 조합장은
WTO 체제하에서당당히외국
의 농산물과 경쟁에서 살아남

을 유일한 안은 유기농업 이
외엔어떠한 안도있을수없
으며 본인이 조합장에 취임한
후 첫 번째 공약사업을 추진하
게된것도김제시의농업을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소
신이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행정에 최
선을다하겠다고다짐. 교육시
작 전부터 교육장을 후끈 달구

었다. 예년보다기
온이 1주일정도
빨라지면서 과수
농가들의 마음은
매우조급한상황
에서도 강사진들
의한마디한마디
를놓치지않겠다
는의욕으로충만
되어있었으며조
합원들의 요구에
따라매년정례화
할계획도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지도자의 힘
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시킬
수 있구나하는 마음에 이틀 동
안 현장에서 진행을 맡은 제자
신의 마음에도 큰 감동으로 작
용했다.

▲김제시원예농업협동조합이주최한제355
차유기농업연수교육개강식에인사말을하
고있는양태진조합장.

고창군한농연(회장:류덕근)은4월30일
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관내회원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의 현실을 정면으로 타개할 수
있는유일한 안을마련하고자본격적인

농철임에도불구하고읍농협3층회의
실을이용하여성황을이루었으며강사로
는 본회 정금 부장과 곽진 협의회장
김운여 교수가 출강 하여 고창군 농업경

인 연합회 회원들의 유기농업 실천을
독려하여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류덕근 회장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정기적인 기
술교류가이루어지길간곡히희망하고현
재 고창군 협의회와 연계한 고창군 농업
의발전방향제시의노력을병행해나가자고굳게약속하 다.

▲고창읍농협3층회의실에서친환경유기농업
의실천을위한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정금
사업부장

▲전주원동지구교육장개장기념의일환으로전주시농업공무
원과관내농업인일백여명이교육장을가득메운가운데정금
사업부장의유기농업교육이진행중에있다.

고고창창군군 한한농농연연 주주최최 유유기기농농업업교교육육

김제 전역에 불어닥친 유기농업 연수교육

전주원동지구친환경농업지구내 농교육이일백여명이참석
한가운데지난3월26일오전10시부터개최되었다. 이날은교육장
개장이후최초의교육이었으며도청농산유통과관계관을비롯하
여전주시농업관련공무원등이 거참석한가운데 농교육을개
최하 으며원동친환경지구를중심으로한전주농업의부가가치
를높이는일환으로고품질쌀생산단지를조성할계획을세워놓고
있어부분적으로나마유기농업을적용시켜나갈계획으로보고받
은바있다. 원동친환경농업지구 표인강곤태 표는앞으로복
합시설을완벽하게갖추어소비자교육까지도소화해내어 농의
현장체험학습장과더불어쉼터의공간으로까지확 할생각에각
종자료를검토중이라고한다.

전주원동친환경농업지구내 농교육

광주∙전남도지부 회무위원회 개최

광주∙전남도지부 (지부장:박형재)는
지난23일오전11시목포시내유기농산물
직매장겸쌈채소전문점인“모람”에서2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금년들어 첫 회무위
원회를 개최하 다. 당초에는 전남도청
농산유통과유동찬계장과간담회겸친환
경농업 정책에 한 현안을 토의하기로
되어있었으나갑작스런일정에의해이뤄
지지 못해 아쉬움이 컷으며 나름의 진지
한 토론과 유기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와 본회의 인증업
무에 한소식을전한뒤에다음을기약
하며해산하 다.

▲광주∙전남도지부의회무위원회에서박형재지부
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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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1 ~ 2002. 4. 30 회우여러분을 환환 합니다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정용기:강남구1-0539

<<누누계계:: 553399명명>>

��경경기기도도��

최흥재:안양시2-4992
윤창의:양평군2-4993
박동원:포천군2-4994

<<누누계계:: 44,,999944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라방찬: 전시5-3204
임경억:천안시5-3205
정정훈:태안군5-3206

<<누누계계:: 33,,220066명명>>

��경경상상북북도도��

손세진:경주시6-4761
이창우:경주시6-4762
황보두복:경주시6-4763
황보일:경주시6-4764
황보두준:경주시6-4765
배재훈:성주군6-4766
김 복: 덕군6-4767
권 찬: 덕군6-4768
이찬희: 덕군6-4769
이화우: 덕군6-4770
조 택: 덕군6-4771
김방자: 주시6-4772
전용주: 주시6-4773

진정연: 주시6-4774
차순경:상주시6-4775

<<누누계계:: 44,,777755명명>>

��경경상상남남도도��

주재성:고성군7-3170
이환배:김해시7-3171
이상용:의령군7-3172
김진규:진주시7-3173
강군중:진주시7-3174
이민희:진주시7-3175
박병권:하동군7-3176
전금자:함안군7-3177
정인호:산청군7-3178

<<누누계계:: 33,,117788명명>>

��전전라라북북도도��

김수원:고창군8-2857
서기명:고창군8-2858
박상연:고창군8-2859
정춘수:장수군8-2860
김종현:무주군8-2861
이기권:김제시8-2862
박원규:김제시8-2863
김종록:김제시8-2864
최준학:김제시8-2865
임훈기:김제시8-2866
신 종:김제시8-2867
나상호:김제시8-2868

문용기:김제시8-2869
이인형:무주군8-2870

<<누누계계:: 22,,887700명명>>

��전전라라남남도도��

강일순:광양시9-3550
정주석:무안군9-3551
이동재:보성군9-3552
정인상:완도군9-3553

<<누누계계:: 33,,555533명명>>

��제제주주도도��

정순호:남제주10-832

<<누누계계:: 883322명명>>

22000022.. 44.. 3300현현재재

2277,,555500명명

44월월의의 새새식식구구 명명단단

다다다다 알알알알고고고고 실실실실행행행행하하하하면면면면 생생생생활활활활에에에에 도도도도움움움움이이이이 된된된된다다다다....

�유기농법친환경농법으로병해충, 염류집적, 연작장해,
토양선충, 비 다수확을해결.

�무슨병충해든순리 로행하면치료.
�무무엇엇이이든든처처음음부부터터많많이이쓰쓰면면독독이이됨됨..작부체계부터상담하여실행.
�흰흰가가루루병병,, 민민달달팽팽이이,, 응응애애,, 진진딧딧물물,, 온온실실가가루루이이,, 총총채채벌벌레레를를해해결결..
�과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약초, 수도작등전농작물의탄탄저저병병, 흰가루병,

역역병병, 뿌리썩음병, 노노균균병병, 배배추추뿌뿌리리무무사사마마귀귀병병, 균핵병, 도열병, 문고병, 도도복복
등을고품질다수확으로예방치료. (특히고고추추밭밭, 딸딸기기묘묘상상밭밭, 배배추추뿌뿌리리무무사사
마마귀귀병병등에특효.)

�딸기어미묘, 도치오토메, 장희, 사치노까, 육보, 매향등을판매.
�딸기지리산고랭지가을정식묘를실명제로예약주문판매.
�딸딸기기신신품품종종정정식식묘묘를를선선착착순순110000명명한한33주주씩씩무무상상공공급급.. ((특특성성)) 재재배배하하기기쉽쉽고고

육육보보의의22배배사사치치노노까까의의44배배수수확확고고품품질질맛맛이이좋좋은은품품종종..
�수수박박,, 참참외외,, 딸딸기기의의수수정정비비 제제는는알알맞맞게게꼭꼭 ..
�중고플라스틱사과상자를10개단위로판매.
�온온상상후후작작최최적적인인벼벼((二二모모작작용용))종종자자를를공공급급..
�사람몸에신비한『천마』와『헛개나무』를공급.

안

내

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부림유기농산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3-1(궁전예식장 앞) 
논산부림 041-733-6244, 강경부림 041-745-
6244

생생산산자자재재판판매매
유유 기기 농농 업업

농협 461117-52-102485 예금주: 이상재

※물품은 입금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검증안된 상품은 광고도 사용도 하지맙시다.

전북도지부(지부장:양태진)는4월15일김제시관내모음식점에서금년도2차모임을
주관하여약40여명의회무위원이참석한가운데금년도사업계획심의는미처준비하지
못한관계로도지부사무실기자재마련의동의안처리와본회에서추진하고있는제반
사업에 한업무보고형식으로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양태진지부장은인사말을통해

전북도지부가 이렇
게급속한신장을하
게된배경에는유기
농업인 들의 모범적
이고 성실함이 타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
으로 유기농업만이
이나라농업의경쟁
력을키워나갈수있
다는 공감 가 형성
되었기에 막 한 힘
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더더욱 일
치단결하여 정진해
줄것과늦은밤귀가
길 안전운행 하도록
거듭 강조하며 해산
의아쉬움을남겼다.

전북도지부 회무위원회 개최

▲전북도지부회무위원회회의를김제시청맞은편황실회관에
서개최, 한강희김제시협의회장으로부터도지부기자재구입
에 한동의안을발의중인모습.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없음

��경경기기도도��

최흥재:안양시2-4992
윤창의:양평군2-4993
박동원:포천군2-4994

��충충청청남남도도��

라방찬: 전시5-3204
임경억:천안시5-3205
정정훈:태안군5-3206

��경경상상북북도도��

손세진:경주시6-4761
황보두복:경주시6-4763
배재훈:성주군6-4766
김 복: 덕군6-4767
권 찬: 덕군6-4768
이찬희: 덕군6-4769
이화우: 덕군6-4770
조 택: 덕군6-4771
김방자: 주시6-4772
전용주: 주시6-4773
진정연: 주시6-4774
차순경:상주시6-4775
이찬우:상주시6-4583

��경경상상남남도도��

주재성:고성군7-3170
이환배:김해시7-3171
이상용:의령군7-3172
김진규:진주시7-3173
강군중:진주시7-3174
이민희:진주시7-3175

박병권:하동군7-3176
전금자:함안군7-3177
정인호:산청군7-3178

��전전라라북북도도��

김수원:고창군8-2857
서기명:고창군8-2858
박상연:고창군8-2859
정춘수:장수군8-2860
김종현:무주군8-2861
이기권:김제시8-2862
박원규:김제시8-2863
김종록:김제시8-2864
최준학:김제시8-2865
임훈기:김제시8-2866
신 종:김제시8-2867
나상호:김제시8-2868
문용기:김제시8-2869
이인형:무주군8-2870

��전전라라남남도도��

강일순:광양시9-3550
정주석:무안군9-3551
이동재:보성군9-3552
정인상:완도군9-3553
박균상:신안군9-0502

��제제주주도도��

정순호:남제주10-832

제주성산지회

�지회장: 장 선
�부회장: 김명현∙정맹선
�총무: 송복현
�감사: 강계현, 오문현
�이사: 강동욱, 오상옥, 강태이정 준, 오 두
�고문: 정 평

22000022년년55월월11일일
사사단단법법인인한한국국유유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

회회장장류류달달

지회임원개편공고

22000022.. 44.. 3300현현재재

1122,,110088명명

신입회원명단 평생회비납부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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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세
라
믹(

맥
반
석)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40번지 102호 휴 전화 : 011-2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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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토「맥반석」과 「바이오그로」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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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의300배당도를지닌허브식물스테비아와맥반석을융합한

당도박사⇒“바이오그로골드”빅히트!
‘월드컵’때우리농산물우수성을확실히보여줍시다.

※※패화석, 골분, 어분, 활성탄(숯) 염가공급

즉각 택배 실시

CMYK

CMYK
CMYK

CMYK

전면광고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 메론 사용결과

▶맛, 당도 확실한 증가

▶고품질, 조기수확

▶신선도, 저장성 증가

▶잎과 뿌리의 활력증가 ⇒ 장기 다수확 도움

▶토양개선 ⇒ 인산 흡수촉진, 염류집적∙연

작장애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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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회원님의 한결같은 말 ! 
[ 맥반석은 토양에, 바이오그로는 관수∙엽면살포한 경우 ] 

� 과일,과채류의 당도, 맛, 월등히 증가 증가 ! ⇒ 출하시 인기.  

� 상추, 깻잎등 엽채류 � 잎이 두껍고 윤이 남 � 신선도 증가.  

� 염류, 연작장해 감소 � 장기간 다수확에 도움.

오이 다수확 속속 보고

최원회우. 여주군 가남면
011-899-3857, 031-886-3857
오이를 정식후 바이오그로를 관수 및 엽면살포하 더
니 잎이 두껍고 절간이 짧아졌으며, 수세가 왕성하여
쭉쭉뻗고 품질좋은 오이를 꾸준히 다수확하고 있습니
다. 특히 노균에 강한 것 같습니다.

배명기회우. 성주읍
011-9599-2393
054-933-2393
당도가 월등히 증가하고 약 일주일
조기수확하 으며, 물찬참외가 전
혀 발생치 않았습니다.
가락동 농협공판장에서 시식한후
경매실시결과 맛∙당도를 확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