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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지난 24년간 피땀어
린 유기농업보급운동을 통하
여전국토의토양과수자원보
전은 물론 자연생태계와 환경
및국민건강보호에기여한공
로를 높이 인정한 행정자치부
가 금년부터는 본회와 공동으
로『수자원보호를위한친환경
유기농업교육및폐비닐수거
캠페인』행사를 개최키로 협약

을 체결하고 국비지원을 확정
하 다. 

1차년도사업예산은행자부
보조25백만원, 본회부담11백
만원으로 합계 36백만원을 배
정하 다. 우선상수원보호캠
페인용포스터1만장을제작하
여 전국의 단위농협과 시∙군
청의 행정기관은 물론 본회의
230개지회에까지5~7매씩무

료 배포하여 공공장소에 게시
홍보토록 하 으며, 친환경 유
기농업 기술지도와 폐비닐 공
동수거를 원하는 상수원지역
주민이나 농화학물질 위주
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농민단체들을 상으로,
오전에는 실내교육을 실시한
후, 중식후에는 농경지에서 폐
비닐은 몰론 농약병이나 폐

농기구 등을 수거하여 한국자
원공사와 시∙군청에 처리를
의뢰하기로 하 다. 본회의 각
급지회에서도이번캠페인행
사에적극참여하여최신유기
농업기술과유통정보등을연
수함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정
화사업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

임으로써 각급지회의 위상과
지도력을드높여갈수있는계
기로삼으시기바란다.

▼하단포스터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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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5백만 본회부담 11백만으로 홍보포스터 배부 및 교육

각 지회별 단합연수와 폐비닐수거 겸하여 다수 신청 실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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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교육유기농업교육및및폐 농자재폐 농자재수거수거캠페인캠페인실시실시

정정부부지지원원의의민민간간협협력력사사업업으으로로친친환환경경유유기기농농업업확확산산을을가가속속화화하하자자..

1사단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사업
■친환경유기농업기술개발및지도
■친환경유기농업연수교육
■친환경유기농산물유통사업
■친환경유기농업인증업무
■친환경유기농자재보급
■친환경유기농업정보지발행
( 건강과자연농업) 

■친환경유기농업선진국해외연수
및국제교류

2농림부친환경농업육성정책
■ 규모지구조성사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
(국고보조1ha 524천원) 

■푸른들가꾸기
(자운 , 호 등)

■축산분뇨자원화
(액비시설)  

맑은물, 안전한먹거리
친환경유기농업실천으로보호하자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제초제를사용하지않는
친환경유기농업을실천하여우리후손에게

깨끗한국토를물려주자.

3행정자치부민간협력사업
■제목: "상수원보존을위한폐 농자재수거및홍보포스터제작" 사업
■지원조건: 친환경유기농업기술지원후농촌환경개선을위한
폐 농자재및쓰레기수거작업에동참

■지원: 식사, 강사파견, 유기농업기술지도서제공
■ 상인원: 70명
■일정표: 친환경유기농업실천기술지도및상수원보호의중요성
농촌환경오염물질및폐비닐수거작업

■친환경유기농업기술지원을원하는작목반, 농조합법인, 농협등은
생산자조직을포함하여7월15일까지선착순으로지원하여드립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관심(정책∙생산∙유통) 있는독농가및
작목반은언제든지(사)한국유기농업협회로연락하여주십시요.

서울시송파구가락동72-3성원빌딩4층
Tel:02)406-4462  Fax:02)403-4463
E-mail: KOFA@chollian.net
http//www.organic.or.kr

사단
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

행정자치부

자자연연생생태태계계회회생생 친친환환경경
유유기기농농산산물물매매장장



�2� 2002년 7월 1일 제180호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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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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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중의 건립 성금 모금액

◆ 연수원 건립 성금 관리현황

정정철철우우-- 보보령령군군

평평생생회회비비((1155××4400,,000000))

이이자자((농농협협))

100,000

600,000

7,704

707,704

내 역 입금액(원)

6월 합계

평평생생회회원원배배가가운운동동을을전전개개하하자자!!!! 

2002년5월31일현재가용기금

6월모금

차입금중일부변제

차입금이자

2002년6월30일현재가용금액

5,272,357원

707,704원

6,000,000원

192,044원

211,983원

:

:

:

:

:

유 기 농 업 연 수 원 건 립 성 금 모 금 현 황

�월드컵의국민총단결
백의민족하나로만들어
2002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

들과 붉은 악마를 필두로한 길
거리 응원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적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내게되자 나라안은 물론이요
해외동포 사회까지 벅찬 환희
에 젖게 되었음은 물론이요 온
인류가 놀라움과 감탄을 금하
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가 단군이래로
43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하지만, 실제로기록되기시
작한 역사는 신라의 박혁거세
가 왕위에 즉위하는 날부터
다고하니, 이때가BC 57년으로
단기 2276년이었으며 2059년
전의일이었다.

그날이후의어떤기록을보
아도 전체 민족사회가 이렇듯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 날뛰며
환희에젖어본적이없었던것
으로알고있다.

반상의 구별없이 모든 민족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
친 것은『3∙1독립운동』이 있
었고『8∙15광복』의기쁨이있
었으나 그 당시의 친일파들은
참가치 않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부류가있었다.
『4∙19혁명』때도 거의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다싶이 하

으나 이때도 이승만 독제정권
의 하수인들은 예외로 목숨보
전하기에전전긍긍하 다.

월드컵 경기는 위와같이 민
족의 역사를 바꾸었던 큼직한
사건들과는 다른, 어떤면에서
는 하찮은(?) 축구시합에 지나
지 않는 것이지만, 승승장구하
는 과정에서 겪었던 가슴벅찬
환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
든 백의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조금만 적극적으
로서둘 더라면북녘동포까지
를 포함하여 민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없는 순수한 환희라는 점
에서그평가가치가더욱높은
것이라하겠다.

21세기에 접어든 후 세계는
지구촌(地球村)으로 변해 가면
서 국가간의 벽이 낮아지거나
허물어지고 있는 과정에 문화
적 공통성을 바탕으로한 지역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는 추세
이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남북한
이 함께 기뻐하지 못한 아쉬움
이 컷으나 가슴깊이 자리하고
있는백의의문화민족으로서는
틀림없이 북한 주민들도 우리
와 함께 기쁨에 넘쳤을 것으로
믿어의심치않는바이다.

� ~한민국 4강 진출 문

화∙사회의조용한혁명
아시아 한귀퉁이의 조그마

한나라『 ~한민국』이월드컵
에서 세계의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당당히4강의반열에
오르게된것은, 일단월드컵개
최국으로서의 체면을 충분히
세웠음은 물론, 아시아 30억의
자부심을 세계 만방에 떨친 쾌
거라하겠으며, ~한민국의문
화와 사회의식이 크게 발전하

음을 방증(傍證)하는 조용한
혁명이었다고평가하고싶다.

한번더통괘한것은『축구라
하면 무조건 유럽세가 최강이
다』하는유럽우월주의를, 13억
의중국이나2억의일본이아닌
4천7백만밖에되지않는우리
힘으로폴란드∙포르투갈∙이
태리∙스페인등굴지의강호들
을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깨어
주며, 각자집으로돌려보낸후
세계6 주의축구실력에균형
을잡아준점이라하겠다.

�월드컵의국민단결력
지역,학벌,인맥,당파타파와

유기농발전의원동력삼길
세계적인 기적으로 불리는

이번2002 월드컵에서의 ~한
민국 국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
한 위업을 보면서 필자는 소박
한두가지소원을빌어보았다.

첫째는, 이렇듯11명의그라
운드 태극전사들과 12번째 선
수인 4천7백만의 응원이 얼킨
하나된 열정을 고질적인 지역
갈등∙학벌∙인맥∙당리당략
의타파에연결시켜, 환멸과짜
증의 어제와 결별하자는 국민
적염원도함께이루어낼수있
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
램이었다.

둘째로는, 우리 유기농인들
도어렵고힘들며, 열심히생산
해낸친환경농산물인증품이나
마 전량을 제값에 한몫에 팔아
목돈을 챙기지도 못하다보니,
몇살에나 끝날지 기약도 없는
고생박아지 유기농업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오히려 원망스
러워 후회하고 있는 회우도 더
러는있을것으로보고있으나,
2002 월드컵에서와 같이 가족

간에 서로서로 더욱 격려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고, 지회별로
는 직판장개설등 판로도 개척
하며, 시∙군청으로부터 포장
개선자금과지역특화사업으로
서의 기능성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등을 이끌어 내는 노
력을부단히기울여나갈때, 정
부의『유기농업발전중장기계
획』에 따른 생산∙소비활성화
실적도가세하여앞으로3년만
인 2005년에는 친환경 인증농
산물이전체농산물 비5% 이
상을훌쩍넘을것이며, 2010년
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확
신하는 바이니만큼, 이제부터
가 시작이라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가일층 분발해 나갈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광과 환
희가 한아름 안겨질 것으로 확
신하면서2만8천여회원제위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는 오직
성공과 보람만이 기다리고 있
는것이다.

다만, 이를위해서인내와땀
에젖은근면이요구될뿐이다.

칼 럼정 진

—

—

—

월월드드컵컵의의단단결결과과환환희희를를
유유기기농농업업도도약약의의밑밑거거름름으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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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소매업은 소
비지 형매점의비중이급속히
커지는 반면 재래식시장이나
구멍가게의 비중은 빠르게 감
소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
마켓, 할인점등 형점의증가
속도가매우높다.

또한 할인점 외에도 전자상
거래, TV홈쇼핑, 식자재유통산
업(단체급식시장)이 있으나 아
직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
지는 않다. 이러한 신유통업체
들의농산물구매특성은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상품의 다양
성과등급, 규격, 단위포장량, 가

격 등 다양한 선택기회를 요구
한다. 품질과편의성에 한요
구수준도 증가하며 가격은 양
극화현상이나타난다. 또위생,
안전, 환경, 쓰레기문제등에
한관심도높다. 농산물구매시
이들은신선, 청결이72.9%, 가
격14.3%, 안전성7.7%, 유명상
표5.5%이다.

그러나 이들은 농산물을 전
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
다. 슈퍼마켓은 식품위주의 업
태이고 특히 신선농수산물은
할인점과의차별화를위해중요
하게생각하고있다. 이들은향
후 과일 채소류를 강화하고 유
기농산물, 품질인증품 등의 취
급을 확 할 계획이다. 백화점
은 이익측면보다 소비자가 모
여들고 자주 오도록 하는 효과

를얻기위해1차식품의중요성
을인식하고있다. 이들은품질
이높은1차식품을특화하고자
하며 특히 유기농산물과 최고
급 정육점 등의 취급을 확 할
계획이다.

할인점은 도입초기부터 1차
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
다. 앞으로도작아지지않을것
이다. 이들은 신선식품의 품질
과 가격이 경쟁의 포인트가 되
고 있다. 브랜드측면에서는 소
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늘
면서유통업자상표(PB)의중요
성이커지고있다.

신유통업체들의농산물관리
형태는직 과수수료매장으로
구분된다. 슈퍼마켓은 모든 품
목을100% 직 으로운 하고
있다. 할인점도 부분 직 운

이나축수산물에서는수수료
로운 하기도한다.

신유통업체들은 1차농식품
을 취급할 때 애로사항으로 상
품구매와 취급의 어려움이 있
다.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
미비와 기상상태에 따른 품질
변동, 또 선도관리실패에 따른
감모 발생이 애로사항으로 지
적되고있다. 

고추달가스

■■■■ 효효효효 과과과과

●수박,토마토,딸기시들음예방
●과수(사과,배,포도) 방균
●진딧물예방
●무부패예방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액과 희석하
여 살포
☆ 1 병 :1 2 , 0 0 0 원
(500cc),2병,4병,10
병,20병

■■■■ 효효효효 과과과과

● 진딧물 서식 예방
● 고추의 성장이 빠르다. 
● 역병,탄저병에 안걸린다.
[10일 간격 주기적으로 살포시]
● 고추 공이 굵어진다.

● 마디가 짧아진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액과 희석하여 살포
☆ 1병:12,000원(500cc),2병,4병,10
병,20병

■■■■ 효효효효 과과과과

●벼룩(낙하산)벌레 걱정
없다.  
●무름현상이 없다
●성장속도가 빠르다(약7일)  
●배추가 까지지 않는다
●배추생산비용을 줄여준다[약
10분의 1]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500배액과희석
☆ 1병:12,000원(500cc),2병,4병,10
병,20병

배추달가스달가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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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200-212-02-

428433

농산물신선∙청결가장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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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병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매년이맘때이면어김없이한반도전역에
4~5차례씩강타하는태풍과집중호우로귀중
한재산과인명의손실등을겪고있어인간이
자연앞에무기력함과나약함을절감하고있
다. 설상가상으로금번에상륙하고있는초
형5호태풍인“라마순”이순간초속40미터라
고하니특히농작물의피해와시설하우스와
과수원등에미칠 향에전국의회우동지들
께서는사전준비와함께피해의최소화를위
한노력에이어생육관리에최선의노력을경
주하여피땀흘려가꾼농작물관리에역점을
두어야하겠습니다. 따라서엄청난태풍과폭
우가예상되는지역과농작물에 해서는피
해직전∙후에반드시농작물의보호치료조
치를서둘러주어야할것이며이때가장필요

로한처방은물물11말말당당보보리리돌돌뜸뜸씨씨3300gg++패패화화석석
효효소소2200gg++황황설설탕탕1100gg의의비비율율또또는는보보리리돌돌뜸뜸씨씨
3300gg++그그린린키키토토4400cccc++황황설설탕탕1100gg을을엽엽면면시시비비하
여상처난부분이나찢겨진곳의회복을촉진
시켜야할것입니다. 아울러태풍이지나가는
기간내에일조부족현상의지속으로인해작
물이연약하게자람과동시에도복이우려되
는바장마기간동안간간이비가멈추는시간
을 이용하여엽면시비를통한광합성촉진을
유도해줄필요가있으며이때필요한조치는
물물11말말당당수수퍼퍼바바이이오오55gg++황황설설탕탕1100gg++칼칼그그린린2200
㏄㏄를를희희석석하하여여살살포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유통통업업체체변변화화추추이이와와농농산산물물구구매매특특성성

쌀겨는인산이나무기질, 비타민을다량함유
하고 발효기폭제로서의 힘이 매우 강한 물질이

다. 이쌀겨를논에뿌리면다양한유용미생물이증식하여표층
을일시적산소결핍상태로만들고유기산을생성하며논표면
에끈적끈적한층을만들어잡초발생을억제하게된다.

또흙의생명력을강화하여각종 양소를유효화하고작물
생육을건전하게하고, 병원균번식을억제하며맛이나품질을
좋게한다. 이책의특징은쌀겨로이러한효과를거두는방법
을설명할뿐만아니라발효비료이용과반무경운재배를병행
하여쌀겨농법의효과를배가시키는사례를듬뿍담고있다는
점이다.

●편저자: 일본농산어촌문화협회●장정: 신국판, 238면●역자: 김광은
●가격: 7,000원●구입및문의: (사)한국유기농업협회☎02-406-4462

신 간

내안
쌀쌀겨겨농농법법

초초강강력력55호호태태풍풍““라라마마순순””내내습습에에철철저저한한 비비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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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이 유럽에서 소
비자들의 보편적인 식품소비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
사 전문기관인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는최근발표한조
사 내용을 통해 유기농 식품에

한 유럽 국가들의 소비자 지
출규모가2006년에이르면현
재보다두배가까이신장할전
망이며, 전체 소비자들의 약
58%가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
게될것이라고밝혔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기농
식품에 한 소비층이 가장 두
터운 나라는 국이며, 소비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존의 식
음료 상품들에 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가
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
수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의

사가있으며, 전체인구의절반
에 달하는 2천9백만명의 소비
자들이 유기농 식품이나 음료
를 소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구만도 이미 전체 인구
의40% 정도에달하고있는것
으로조사됐다. 국에이어유
기농 식품에 한 소비자 층이
두터운 나라는 프랑스로서 프
랑스 소비자들 가운데 38% 정
도가 유기농 식품을 정기적으
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유기농 식품에 한 소비자
구매패턴은 유기농 식품을 지
속적으로구매하는‘고정적소
비층’과 불규칙적으로 구매하
는‘일시적소비층’으로구분할
수있는데, 이번조사에따르면
유기농식품에 한‘일시적소

비층’은점차줄어들고있는반
면, ‘고정적 소비층’은 늘어나
고있는추세이다.

데이터모니터의 조사에 따
르면유럽에는현재약1억4천
2백만명의유기농식품소비층
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천만
명의 소비지출이 전체 유기농
식품 매출액의 69%를 담당하
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처
럼 유기농 식품에 한 소비지
출은 아직까지는 이들 소수의

‘고정적소비층’이주로담당하
고있으나, 이러한현상은‘일시
적 소비층'으로 확 돼 유기농
식품에 한‘고정적소비층’이
점차확 될것으로분석됐다.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시장
은 최근까지도 생산자와 소비

자들에게 틈
새시장에 불
과했으나, 해
가 바뀔수록
기존 농식품
시장에 한
강력한 안
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
시장은 이처
럼초기소비
자들의 개인

적 소비패턴에 의존하던 차원
에서 이제는 점차 보편적인 소
비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
시적인 현상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매김하
고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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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유기농 식품의 소비전망

유럽에서유기농식품시장은최근까지도틈새시장에불과했
으나, 해가바뀔수록기존농식품시장에 한강력한 안으
로급성장, 초기소비자들의개인적소비패턴에의존하던차
원에서점차보편적인소비형태로전환되고있으며, 일시적
인현상의차원을넘어서보편적현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
다.�자료: Organic-Europe �

CMYK

CMYK
CMYK

CMYK

▲유럽의유기농산물매장의모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올해1월1일부터도로교통안
전관리기금분담금제도가폐지됨에따라오는12월31일까

지 분담금을 환급
해 준다. 환급신청
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
접 방문 해 신청하
시거나, 
전 화 나 인 터 넷
(www.rtsa.or.kr)으
로도 신청 가능하
다.      

도도로로교교통통기기금금분분담담금금환환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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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위원장 한갑수)
는 올해산 쌀부터 수익감소분
의 70%를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되, 구체적 시
행방안은7월말확정하기로했
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내년중
개정하고, 양곡거래소도 내년
중설립하기로했다. 

도시민의300평미만농지소
유를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규모
필지분할을제한하기로했다. 

농특위는 17일 오후 2차 본
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쌀산
업종합 책안과농지제도개선
방안을심의∙의결했다.  

이에 해 농민단체들은 수

매량을감축하거나논농업직불
제의 동결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하는소득보전직불제를반 하
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손실

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입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
이되고있다. 

또 도시민과 주식회사에게
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농지
제도 개선방안에도 반 의견
이나오고있다. 

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
는통일및재난을 비한식량
자급도 설정을 위해 전체 식량
자급률, 쌀자급률을 농업∙농
촌기본법에 명시하고, 소득보
전직불제는논농업직불제와는
별도로실질적인농가소득손실
분을 보상하는 수준이 돼야 한
다는의견을피력했다. 

CMYK

CMYK

CMYK

CMYK

신간안내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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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되 해충에 직접 분사되어 골고루 묻
도록 살포해야함.

�살포후 작물의 수분을 신속히 증발시켜야 함.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살포를 피해야 함.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희석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함.
�물에 희석후 살포 완료시까지 약액을 계속 교반함.

수수익익감감소소분분 7700%% 보보조조키키로로

쌀쌀소소득득보보전전직직불불제제내내년년도도입입

전전국국의의 농농인인과과관관계계기기관관
이이 애애타타게게 찾찾으으시시던던 바바로로
그그정정보보

토토양양의의기기초초부부터터피피해해사사례례
까까지지작작물물의의 양양생생리리장장애애
에에관관한한
-- 기기술술지지침침서서

국내유수의작물전문가
들이장기간에걸쳐생리장
애 및 기타 사항들에 해
현장에서직접경험, 실험한
내용들을토 로각작물들
의증상들을원색사진과함

께명확하게규명∙해설하고 책을제시해놓으므로써각
종재배현장에서유기적이고보다폭넓게활용할수있게한

농인의필수적백과도감!
수도작∙과수∙시설원예∙노지채소∙화훼등작물의전

반에걸쳐 양생리장애의증상, 원인, 병해와의구별법, 
책및피해사례와함께해결사례를수록함으로완벽을기했
으며최근더욱중요시되고있는가스피해, 수질오염, 토양
오염의사례를함께수록!!

▷저 자: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식물 양과∙환경
생태과, 작물시험장수도재배과外

▷장 정: 4∙6배판양장본약850페이지(케이스入)
▷가 격: 135,000원 ▶구입처: 02-406-4462

�책명: 한국작물생리장애도감�

�책명: 병에서해방되려면�

- 서론: 한가정을평화롭게하는원동력
中에서-

오염된자연을회복하지않으면건강하게살
아갈수없어서나는미생물(微生物)에 한연
구를거듭하 다. 많은임상실험을통하여병

원에서불가능하다고인정된환자들이이익균의활동으로건강하
게살아가는모습에서한층더창조주의위 한업적을확인하며이
의전파를사명으로여기고있다.

▷저 자: 구경림(충청북도유기농법명예연구소장)
▷출판사: 숲속의꿈
▷가 격: 5,000원 ▶구입처: 02-406-4462

신 간

내안

제제조조원원:: 녹녹우우컴컴파파운운드드
상상담담문문의의:: ☎☎ 001199--333366--11778800,, 003333--774477--66445566 
구구좌좌번번호호:: 농농협협 330077006666--5522--004433112299

우우체체국국 220000--221122--0022--442288443333
이이창창환환

�포장단위:4병,10병,20병 [1병당 30,000원] 

�희석비율:300배 [물7말반] 

�살포면적:240평-[동력분무기]

600평-[분무기]

미미국국과과 유유럽럽이이 수수십십년년동동안안 연연구구중중에에 있있고고,, 수수
십십년년간간연연구구하하다다일일본본이이포포기기한한배배추추무무사사마마귀귀
병병을을 녹녹우우컴컴파파운운드드가가연연구구하하여여개개발발에에성성공공한한
것것은은우우리리나나라라가가그그들들보보다다농농업업생생명명과과학학이이앞앞
서서있있다다는는것것을을의의미미합합니니다다..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적용 상작물: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화훼류, 근채류

제품의 특징:∙순수 천연물로서 안전하다.

∙해충에 한 강력한 살충능력 발휘.

∙해충에 한 방제범위가 넓다.

∙약흔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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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올초하성면봉성리일원을비롯한석탄, 흥신, 석모, 초원지구등5
개지구63㏊를친환경농업단지로조성하는등환경친화적인농업의발판
을다지고있다.

이곳친환경농업단지에는모두45개농가가참가, 농약과화학비료를
전혀사용하지않고오리, 우 이, 기능활성제등을이용해친환경적인천연

무공해쌀을생산하게된다. 
시는그동안친환경농업단지를조

성하기위해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
중심으로여론을수렴하고, 선진지견
학과친환경농업관련전문강사를초

빙하는등활동을거쳐지난해12월시친환경농업연구회를발족시키게됐
다. 

한편, 지난5일에는양촌면흥신리603번지흥신지구친환경농업단지에
서는친환경오리농법을위한오리1천3백여마리가4.2㏊논에방사됐다. 

안사면쌍호∙월소지구논10㏊우
이방사등지원.
의성군은소비자기호에부응하는

고품질쌀생산을위해무농약쌀재배
단지를 조성키로 하
고, 안사면쌍호∙월
소지구논10㏊에우

이방사등을지원
했다.

군은 올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
여안사면쌍호와월소지구논10ha에

해 우선적으로 친환경농법인 우
이방사와쌀겨지원을통해무농약쌀

재배지원에나섰다. 향후3년간5ha이
상쌀재배단지조성농가에 해서는
호 종자 와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를1ha당2t씩지원하는등지속적

으로무농약쌀재배를
지원, 친환경농업군으
로탈바꿈할계획이다.

한편부산의우리농
촌살리기본부회원100여명은6일우

이를 방사하는 무농약 쌀재배단지
를견학했다.

5 개 지 구 63 ㏊ 를
친환경농업단지로조성

의성, 무농약쌀
재배단지 조성

충북도내지자체들이환경친화
적고품질쌀생산에적극나서관
심을끌고있다. 

청원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
일과9일강내면탑연리와낭성면
귀래리의청정농산
물시범단지에서각
각 지역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등500
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오리
방사 회를각각열었다.

오리농법과쌀겨농법을펼치고
있는 맛좋은 쌀연구회(회장 김상
호)도강내면탑연리5㏊의시범단

지에700마리의오리를방사했다. 
또 낭성면 농업인들이 10㏊ 규

모의시범단지에서3,000여마리의
오리를풀어놓는행사에는서울과
청주∙충주지역 우리농촌살리기

회원등400여명이
함께 모여 풍물공
연∙새끼꼬기 등
다채로운 뒤풀이
행사를펼쳤다.

김김포포시시친친환환경경농농업업실실현현

경경상상도도

지난17일양구군과오리농법연구
회(회장:김흥식)에 따르면 해안면 오
유2리 30㏊에 오리를 방사해 농사를
짓는친환경농업을실시하고있다. 

연구회는 이달중
순 들짐승의 침입을
막기위해 그물과 철
망으로 망 설치를 마
무리하고18일부터오리9,000마리를
방사할계획이다. 

이에따라군은4,200여만원을들여
오리구입비와보호망사육장설치오
리사료구입 포장재를 농가에 지원하

기로했다. 
이곳에서생산된오리쌀은농협물

벼수매와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를통해높은가격에판매, 농가소득

증 에도한몫할것으로
기 되고있다. 

군 관계자는“농약및
화학비료사용을점차줄

여나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오리농
법 참여농가를 확 해나갈 계획”이
라고했다.   

양구, 민북 오리쌀

생산단지조성

강강원원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따르면올5
월까지친환경품질인증건수는총2백18건(농가수
2천2백93)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백61건에 비해

57건이나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생산조건별로는무농약재배가36건으로지난해12건에비해3배가량증가

했고저농약재배는47건으로작년동기23건보다2배가량늘어났다. 또유기재
배15건, 일반재배1백15건등으로작년과같거나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제주주도도

수수도도권권

충충청청도도

충북지자체오리등방사
친환경쌀생산팔걷었다

경기양주군은현면에서벼농사
를 짓는 12명의 농업인들이 지난
2000년 쌀생산협의회( 표 이후
경) 발족이후고품질쌀생산을위
해 6만6,000여평의 친환경농장을
조성키로 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세
우고 있다. 쌀생산
협의회 소속 농업
인들은이를위해올해시범적으로
1만평에 쌀겨농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리농법 3,000평, 옛날처럼
손으로풀을뽑는재래식농법으로
4,000평을 각각 재배하여 내년에
는이중가장효과가좋은농법을
50% 정도도입하고점차재배면적

을확 할예정이다. 농업인들은5
월28일1차로이수연씨(60∙은현
면 선암1리)의 논 1,100평에
10a(300평)당 180~200㎏의 쌀겨
를뿌리며본격적인환경농법실천

에 들어갔다. 이들은
친환경농법으로 지
은 쌀을〈감악산 쌀〉
이라는 브랜드로 20

㎏에5만원에판매할계획이다.
이후경 회장은“제초제와 화학

비료는물론농약도사용하지않고
농사를 지어 직거래를 통해 쌀을
판매,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말했다.

경경기기도도

경기 양주, 친환경농법
으로 활로를 모색

친환경농산물
생 산 전 력

“무농약고품질쌀로승부”

지난달28일전남나주시에따르면세지면
민물참게 친환경작목반(반장 이문오. 56)이
최근모내기를끝낸이일 7만여평의벼논
에참게20여만마리를풀어놓았다. 세지면김

순열(45)씨가지난해처음으로2천평의논에참게농법을시도해성공한뒤올해
는환경농법취지에공감한농가와함께작목반을구성하고 농규모도 폭늘
렸다. 참게는수질오염등으로갈수록사라져가고있는데다값도비싸이농법
은참게도얻고무공해쌀도생산하는일석이조의효과가기 된다. 세지농협은
참게작목반에서생산한쌀을전량구매해‘참게쌀‘로브랜드화해출하할예정
이며, 벼를수확한뒤잡은참게는전문식품업체인‘세지농수산’과계약, 참게
장으로만들어판매할계획이다. 

나주, 친환경‘참게

농법’ 규모추진

전전라라도도

우리동네우리동네 우리소식우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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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용효과의사례별모음⑪

�피라미드안에서공부∙
수면∙명상시기(氣)상승
지난해 10월 19일 연세 에

서열린한국정신과학학회에서
는 원광 생명공학연구소 기
의학 분과와 의 미생물∙면
역학 연구실 그리고 한국과학
기술원 물리학과 뇌연구실 연
구원들이 합동으로「기(氣) 수
련법(명상등)이뇌기능및호르
몬계에미치는 향」이라는주
제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
었습니다.

�피라미드안에서의 알파
파증가실험
피라미드안에서명상수련을

한교사가원광 학생7명을
상으로기(氣) 시술을행한결과
(뇌의알파상태), 뇌의송과선에
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평균
27.8 pg/ml(이하단위생략)에서
기(氣) 시술직후에는30.7로증
가했고, 한시간후에는29.7, 두
시간후에는30.3으로변화했습
니다. 생리적∙면역적 기능이
뛰어나‘생명의불로초’라고불
리는 멜라토닌의 분비시 나타
나는 이것것은 인체의 암세포
에 한 면역기능이 증 됨을
의미한다고연구팀은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팀은 한국과학기
술원 물리학과 뇌연구실에서
기(氣) 수련자14명의뇌파를검
토한결과, 무드(분위기) 증 및
통증 완화와 관련이 있는 베타
엔돌핀이 수련 전에는 11.0 이
었다가수련중에는25.08로약
2.3배 늘어났다는 사실을 관찰
했습니다. 

즉 수련중에는 기분이 좋아
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
스에 민감한 부신피질 호르몬
은평균46에서44로줄었습니
다. 이런실험결과는호흡과명
상을 통해 신체리듬 상태가 변
한다는 사실에 한 방증입니
다.

�피라미드안에서 기(氣)
수련중 알파파 증가, 베타
파감소
기(氣) 수련생을 상으로피

라미드에서 수련동작 한 시간
동안눈을뜨게한상태에서뇌
파를 조사한 결과 수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서히 알파파
는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하
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는 베타파
만 나오는 것이 상식이지만음
성수련, 동작, 참선의삼박자로
정신의 안정을 이루어 알파파
가서서히많아집니다. 또활성
계수(베타파의 양을 알파파의
양으로 나눈 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즉흔히말하는마음이가
장편한상태로갈수있도록만
들어주는것입니다.

�피라미드안에서의 명상
으로기억력증
특히 암산이 유능한 학생들

이 암산할 때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9.1~9.8Hz 의 중간 알파
파가 단히 우세하게 나타난
다는점에착안, 자신이발명한
슈퍼아이큐(알파파 발생장치)
로 여러 주파수 의 전파를 보
내 학생들의 기억력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10명의중3 학생들을상 로
베타파와상위, 중간, 하위의알
파파 상태에서 어 단어를 입
력한테이프(사전에알고있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기록함)
를천천히들려주었습니다. 

실험결과 베타파와 하위 알
파파 상태에서는 부분의 학
생들이2~3%의단어밖에기억
하지못했지만, 중간알파파와
상위 알파파 에서는 60~70%
라는 비약적인 단어 암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일주일 뒤에 나타났습
니다. 학생들을불러다시테스
트를해본결과중간알파파상
태에서기억한학생들은100%
에 가까운 암기력을 보 으나.
상위 알파파에서는 외운 단어
중20~30% 밖에기억해내지못
했습니다.

어쨌든 명상이나 외부적 자
극에 의해 두뇌가 알파파 상태
가되면기억력향상등인간의
능력이 확장돼 나타난다는 점
은 여러가지 실험에서 증명되
고있습니다. 

박희선 박사는『노벨상을 받
은일본의유가와박사가그유
명한 중간자를 발견할 때도 참
선중(알파파상태)에힌트를얻
었다』고고백했다면서『유명한
화가, 작곡가, 시인등의직관또
는 감도 알파파
상태와 빼놓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파파 상태
에서의 학습효
과실험
두뇌가 알파파

상태에서 어떤 학

습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3개월간 학
2학년생 13명에게 명상훈련을
시킨다음이중에서임의로7명
씩 선정해 어단어 기억력을
테스트하 습니다.

먼저임의의단어5백개를추
출해 학생들이 모르는 것과 아
는것을구별하게하고, 모르는
것중30개를다시선택해30분
간학습이후3차례에걸쳐5분
씩 15개의 단어문제를 출제해
테스트를 하 습니다. 시험 결
과 명상 수행을 마친 학생들은
수행하기전에비해평균8개의
단어를더많이맞췄습니다. 

김성일 교수는『기억력 향샹
을 위해 학생들이 별다른 명상
법을한것은아니다』라고말했
습니다. 단지숨을들이마실때
와 내쉴 때의 전환점을 조용히
주시하면서 호흡에 몰입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은 이완되
는독특한상태에이른다는것.
수련시간은1회에30분씩매일
3차례. 이때알파파파장을발생
시키는 피라미드 명상으로 목
표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준 것
이전부 다고하 습니다.

�피라미드가성적인욕구
를증진시킨다.
이것은사실이다.! 당신이피

라미드에서자게 되면 훨씬 더
활기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
게될것이다. 증진된건강은훨
씬더강한성적인욕구를불러
일으킨다. 과학으로 증명된 사
실이다. 

하지만 피라미드 에너지가
최음제같은 역할을 한다거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
다. 

우리아이를 피라미드 안에
서키우니단6주만에말을했다
라는부모의보고도있었다.

-- 빌빌케케렐렐저저서서
((피피라라미미드드에에너너지지에에서서))

피라미드의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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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협회에서보급하고
있는동피라미드+히란야5

개의복합상품을특허청에의
장심사등록을출원하 습니다.

출원번호는30-2002-0017733
입니다.

본협회의 동피라미드를 애용

해주시고계신분들에감사의말
을드리며아울러사용중에체

험하고계신사례를본협회에알
려주시면 여러 회우들이 참고할
수있도록보도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의의장장심심사사등등록록 출출원원

피피
라라
미미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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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산지구매증가따른산지 응전략

김종환
(주)롯데쇼핑
마그넷 농산팀장

유통업체가 바라는 농산물 차별화

할인점은저가다품목을판매하는소매점이다. 할인점은유통구
조의합리화를통해일반적으로소매점의시중가격보다저가로상품
을판매하는업체이다. 할인점의특징은 량구매, 량진열, 저마진
고회전, 셀프서비프, 최저투자이다.

그러나우리나라할인점은국내소비자에맞는방식으로개발되고
있다. 한국인의평균키와눈높이에맞추는제품진열이나, 직접만져
보고골라사는취향에맞추어야채류를비포장상태로진열하기도
한다. 또과거의창고형할인점에서탈피해고급매장과서비스를바
탕으로한고급할인점이확산되고있다.

농산물차별화상품의전개방향은품목별로포장과규격의차별
화와품질차별화로진행된다. 포장규격차별화는가족인원수감소
에따른소포장판매를적극전개하며규격품상품의무게등을다양
화하는 방식이다. 품질차별화는 품질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유기
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의판매비율을높이고있다. 이러한상품들은

소비자의건강지향적인상품선호도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
비파괴당도측정기등선진유통시설이확충된선별장을통한품질
차별화상품을적극도입하고있다. 또한저장상품의고선도관리가
이루어지는과일류도적극구매한다.

상품차별화에유의할점은우선품목별상품품질과등급의일관
성이있는농산물의생산출하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또
한품질고급화재배및일정기간안정적인가격운 이필요하다. 특
히과일류의경우식미감에따른철저한상품선별과포장으로농민
의입장이아닌소비자의입장에서상품가치위주로출하해야하며,
박스내상품의경우기형과나품질균질화가곤란한것은바람직하지
않다. 농협은이러한기준점을설정하기를요망한다.

또생산실명제는고객의신뢰도확보와친환경농산물의판촉을
강화하는효과가있다. 산지직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작목반이나

농조합법인을통한공동출하를하는유통업체의공급을선호하며
당도나선도를보장하는상품의개발이요구된다. 

소포장 판매 크게 늘리고,
친환경농산물 등 취급확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
의성 추구는
소포장을 선

호하고가공식품에 한수요가늘고외식
산업에지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산지유통시설, 공동선별, 가공시설, 전
처리시설이나타난다. 주말중심의원스톱쇼
핑 선호는 형소매매장이 등장하고 건강
등에 한 관심은
신선식품에 한
소비증가로 예냉,
수확후 처리기술
을 요구하며 안전
성에 한 관심증

는 품질관리기
술을요구한다.

유통구조도 변
하고있다. 가락동도매시장이위축되고있
으며유통경로다양화와유통단계의분화가
진행되고있다. 산지도변화하고있다. 산지
유통주체에서작목반과조합의기능과역할
이커지고있으며공동선별, 공동계산, 계약
출하농가조직이핵심생산주체가되고있다.
품목전문화와규모화가나타나며수확후처
리기술도많이보급되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농업협동조합은시장의
변화에 응하는 품목전문화와 규모화, 안
전성, 편의성, 차별화를기해야한다. 이러한

전략으로서연합사업을구상할수있다. 사
업연합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틀로서
산지유통의분산한계와시장변화수용성부
족을동시에해결할방안이다. 또지역조합,
전문조합, 시군지부 등 제갈등구조의 점진
적인 해소방안이기도 하다. 사업연합은 공
동출하를 통한 생산조직간 협동, 공동브랜
드, 연합마케팅을통한협동조합간협동, 품
목별광역화된연합마케팅으로지역간협동
이기 되는것이다.

사업연합은협동
조합의가치와본질
에부합하며협동조
합의원칙에도협동
조합간협동이추가
로 규정될 정도이
다. 또 지역농업은
지역농협과 불가분
의 관계를 맺고 있

으며협동조합이지역농업의주체로서기능
이강조되고있다.

사업연합은 구매연합, 판매연합, 지도농
정연합으로구분될수있다. 또사업연합의
유형은지역연합을중심으로규모의경제를
달성하기위한것과품목연합으로판매조직
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 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이
생산자의 시급과제

박 범
지역농업
네트워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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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산상담및문의

구좌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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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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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잿빛곰팡이등곰팡이성병해

광합성세균(홍균), 활성탄, TEM, 아이카효소 HB101

알파그린, 리뉴, HS 2000

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강타 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KD209

건강한작물, 안전한먹거리, 풍성한수확건강한작물, 안전한먹거리, 풍성한수확



스트레스를많이받고사는현 인
들에게숙면을취하지못하고잠을설
쳐항시피곤함을호소하는사람이많
이있다.

그렇다고수면제를먹거나술을마
시고잠을청하는것은매우위험한발
상일수가있다.

이렇게잠이안오거나, 불면증에시
달릴때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
초를큰숟가락으로한술떠서마셔보
세요. 잠을잘수없을정도로피로한몸
은 파김치처럼 산성경향을 띠는데 식
초에는 산성화된 몸을 약한 알칼리성
으로바꿔주는작용이있어식초를마
시면불가사의하게잠이잘옵니다. 

잠이안오는사람은즉시시도해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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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그림: 정형기

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건강만화

장장 점점

◆계분발효 순수 무공해 퇴비

◆유기물이 풍부하고 미생물효과 탁월

◆풍부한 양분으로 식물의 발육촉진

◆내병성 및 토양 개량효과 증

◆미립자로 시비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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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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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상지퇴비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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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으로시달릴땐식초를한술뜬다?

생선을먹다가시가걸리면밥
을한숟가락삼키는방법을썼는
데 이럴 때는 곧 달걀을 마시면
내려간다. 

또식초물로몇번양치질을하
면가시가부드러워져서식도를
타고내려가기도한다. 그래도잘
내려가지않을경우에는솜을뭉
쳐서긴실에매달아삼켰다가꺼
내면빠져나온다. 

가시가걸리면이렇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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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복막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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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구성
이번 만 연수단은 농협중

앙회에서 선발한 이달의 새농
민수상자부부를연간10~12회
실시하는 계획으로 만과 중
국을 상국으로 실시되고 있
다. 제119기 연수단은 농협 당
진군지부장김병남님과9쌍부
부와 유기농업회원으로 충남
서산 해미면의 김인환 회우와
부인 지미자씨도 동행하게 되
었다.

우리일행은2002. 6. 25일11
시 15분 캐드 페시픽 항공
CX421기편으로중정국제공항
에 도착하여 연수를 시작하
다. 첫번째 방문지는 장화현에
있는 중구 농업개량장(농업
시험장)이었다. 중, 장회남도
현과장화시를포함한4개시와
현을 중심으로 전국의 27개의
시험농장중에하나이며개량과
에는 수도, 미질, 잡곡, 채소, 과
수, 화훼과가 있으며, 작물환경
과에는 작물보호, 병해충해 예
측, 토양비료, 농업기계과로 나
누어져 각 팀들이 연구하고 있
었다.

�벼연구실적
수도작팀에서는 시험포에

수십종의 벼 종자가 심어져 있
으며연간2~3모작이가능한아
열 기후에서품종개량으로미
질이 좋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연구하
고있었다.

본 개량장에서 육성한 중
재래1호, 중65호품종을중
심으로 국내외 품종과 합성교
배하여 70년 육성한 중선
10호, 80년 중 189호를 시
작으로 양질미 생산을 추진하

다. 흩어져여러이름으로불
리던 이름을 통일명제도하에
도육속 육성 신품종 경 3호,

경9호, 경수5호등신품종
이 육성되고 그 중 경 9호는
품질이 최고로 소비자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 품종
이다.

이품종으로민국84년(1995
년) 11월정식명으로 발표하
다. 계속육성되는품종으로
중선3호, 10호, 중189호, 190
호, 중선수1호, 70호등이고
미질 생산을 위하여 육성한 품
종이다.

개량장시험포에는태긴6호,
4호, 1호, 13호, 8호, 9호, 2호3호,
합경14호, 16호, 17호, 합농67
호, 농(조생) 71호, 합중 190
호, 키가큰 189호, 고웅 142호,
139호, 일본고시히카리를비롯
한외국벼등이심어져있다.

북쪽 타이페이를 벗어나는
농촌 지역에서는 벼가 출수하
여 고개를 숙이기 직전에 푸른
색을 띄고 있으나 남쪽으로 내
려 갈수록 벼가 황금들판으로
익어가고 있으며, 중부지방 이
남지역에서는수확이한창이고
더 내려가면 수확이 끝나고 남
부지방은 이모작 벼이앙이 한

창이라고한다.
만 쌀가격은 5Kg 포장에

200원~300원사이(우리돈으로
계산하면 만元이 40:1)8,000
원에서12,000원사이에거래되
고 있으며 쌀가격이 품종의 미
질에 따라 등폭이 심하다고 한
다.

쌀 80Kg 1포를 계산하면 보
통 128,000원 이고 양질미는
192,000원가격이다. 만도젊
은 세 들에게 아침밥 먹기를
권장하고 쌀수요 소비위축에
신경을곤두세우고있었다.

많이 생산되는 쌀을 지향하
여 휴경을 권장하고 있으며 휴
경논에는“교백순”이라는화본
과(우리나라줄풀과비슷한풀)
150Cm정도 자라는 풀을 심도
록 권장하고 밭에는 두과작물
사스파니아(우리나라 자귀풀
과 비슷함)를 재배하여 녹비로
사용하도록하여 많은 필지에
심어져있다.

만을관통하는고속도로1
호선으로양길가에는일년에2
번 수확하는 거봉 포도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파인애플, 파파야
농장이많이보 다. 그런데바
나나 농장이 없는 것같아 물어
보았더니 80년 한국에 수출
하려고 바나나 농장을 많이 조
성했으나 수출이 잘 안되어 다
캐어내고 지금은 키 150Cm의
그물망으로 온밭을 덮어 재배
하는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다
고한다.

1ha당 평균수입으로 만화

폐로35만원(한화1,400만원)이
라고한다. 그외에도옥수수(골
든크로반담 계통)를 수확하는
밭, 수확이끝나로터리를치는
밭, 30Cm.정도자라나는옥수수
가 있는 밭이 있어 열 기후를
실감할수있으며, 우리는국에
만 넣어먹는 토란이 주먹보다
더크며생과자, 튀김, 국수류, 반
찬조리용 등 다용도로 활용하
며 고구마는 속이 보라색으로
단맛이좋으며35도씨이상올
라가는 더운날씨 속에도 군고
구마를길가에서팔고있었다.

농촌은 우리농촌과 유사했
으나 농촌인구 감소로 자연휴
경면적이 늘어나고 멋과 사치
를 모르며 검소하게 부지런하
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있었으며1989년설립한한
광과채생산합작사( 농조합법
인과 유사)는 지역농민들에게

농기술을 지도하고 생산된
농산물을“한광”마크를붙여전

국 도매시장과 군납 등으로 유
통해 주며 포장사업, 운송사업
을했다. 이곳은수박이유명하
여6개의작목반에200명의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광 자
동육묘장에서 농가에 필요한
프라그 육묘를 전량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편의사업도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준비를하고있다고한다.
“硏發創新, 日新又新”이라는

“한광”의구호가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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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

농협“이달의새농민”수상자 만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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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166--335544--00669988,, 003311--3355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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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연수중 북시야류해상국립공원에서의모습.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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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지
위로 선가지를 주로 자르나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유인하
여측지, 아주지로이용

(5) 도장지
꽃눈이 형성되지 않은 길게

뻗은가지. 발육지, 예비지로이
용

(6) 도장결과모지
35㎝이상길게뻗었으나, 꽃

눈이 형성된 가지 굵고 충실한
것은 그냥두고 약한것은 끝을
조금잘라준다.

(7) 장결과모지
25�35㎝를그냥두거나2�

3눈만잘라준다.
(8) 중결과모지
15�25㎝를그 로둔다.
(9) 단결과모지
5�15㎝그냥둔다.
(10) 세지
5㎝미만그냥둔다. 숫자가많

으면솎아준다.
(11) 세력지
한개만두고자르는것이좋

으나 결과모지, 발육지등으로
이용

(12) 가위지
Y자형. 부유는위치를봐가며

그냥두기도 하나 서촌조생은
한가지는잘라야한다.

(13) 신초주지
박피(톱질)를하여발생한새

가지는 결실을 하지말고 2�3
년키워서유인한다.

(14) 바퀴살가지
주간을 돌아가면서 같은 위

치에 여러개 뻗은가지 위치를
봐가며1�2개남기고자른다.

(15) 희생지
금년에 이용하고 내년에 자

를가지 결실을 많이 시키거나
잎을많이생성시킨다.

(16) 예비지
위의 가지들중 금년엔 쉬게

하고 내년에 결과모지로 사용
할 가지로 5~10㎝정도 남기고
잘라서 신초를 발생시켜 내년
의새일군을얻는다.

(17)새가지를얻기위하여넓
이 1~1.5㎝ 정도로 둘레의 1/3
정도를 박피하고 주간의 상단
이나주지등을강전정해야신
초발생이잘된다.

3) 주간과측지관리
(1) 수고는 2�2.4m 수형은

삼각형

(2) 다음주지와의거리는30
�40㎝

(3) 주간과측지, 측지와아주
지간의거리는30㎝

(4) 주간과주지는90�로하되
끝은조금씩들어준다.

(5)모든가지는 가능하면 30
㎝거리에90�가이상적이며굵
기는지름7 : 3
이좋다.

(6)가는(약
한)가지는 길
게뻗지말고7
: 3과 30㎝를
염두에 두고,
강전정을하
여 신초가 튼
튼하게 자란
젊은 나무로
키워야한다.

(7)햇빛이
잘들고, 통풍
이 잘되도록
한다.

(8)평지에
선 첫주지는
북쪽에 두고,
마지막 가지
는(주지) 남쪽
에둔다.

(9)제1주지
�2주지는 주
간을 유인하

여얻음으로도장을억제한다.
(10)성목이되면아주지를한

개 베어내고 부주지와 부주지
의거리를120㎝로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기본적
인 것이고 실제 정지전정은 자
신의 개발로서 묘한 점이 있기
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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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재

료임.    
수확증가 2.5배, 연작해소, 저농약, 조기수확, 경비절약, 품질우수
※ 어느지역이고 성공한 농민의 뒤에는 잘 밝히지 않는 토소액비의 사용이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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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기기농농업업의의 혁혁신신

이이제제 동동력력은은 물물러러가가라라!!

◉신노즐시스템을이용한액상분무
◉초미립분무로확산성,침투성,약효성우수
◉약제연소및변형이없으므로효능100%발휘
◉3㎏의무게로휴 간편(노약자,부녀자사용용이)
◉전기코드식으로소음완전해소
◉혼자서7ℓ의물로500평방제
◉환경친화적인방제

◉미생물제재,액상비료, 양제100%효능
◉시설원예(수박,딸기,참외,고추,토마토등)
◉우사,돈사,양계장분무소독

전전국국무무료료전전화화 008800--554444--55225522
중중부부 업업소소:: 004422--554444--44991166

한한국국금금속속엔엔지지니니어어링링
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057

▣ 특 징

▣ 용 도

파파격격적적인인
가가격격

＼＼335599
,,0000

00

지지금금바바로로전전화화주주세세요요

발명특허 4건 출원
실용신안 2건 획득

주간 제1주지
아주지

측지

120cm

남쪽

제5주지

제6주지

주간

주간

주간

30cm

60cm

제4주지

▶2222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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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

CMYK
CMYK

CMYK

�수도작 광합성세균을
이용한재배방법

오늘날 논에서는 량의 화
학질소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상당한 수확량을 올리고 있다.
오히려 과잉시비에 의한 도복
등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
다. 수전토양중의 광합성조류
의연구는현재다수가보고되
고 있으며, 활발히 연구진행중
에있다. 

재배기간중 유수형성기(생
식생장기)에 환산환원균이 다
수증식되고이균이축적한황
화수소에 의해 뿌리썩음을 일
으키고 추락이 되는 사실도 실
증되었다. 

광합성 세균은 탄산동화나
질소고정작용을하여수전토양
의비옥화에공헌하고있다. 특
히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는 증

식이 활발해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 한편이와같은환경에서
는 다른 유기 양성 부패균도
다수 증식하여 독성이 매우 강
한putrescine, cadaverine 그리고
황화수소 등도 발생 축적하며,
벼 뿌리의 양 사에 현저하
게 해 작용을 미치지만 광합성
세균 중 홍색비유황세균은 헤
도로 등 유기물의 부패분해 작
용이 강한 환경에서 생선되는
putrescine이나cadaverine를선호
하여 분해 제거하는 능력이 높
다. 또벼의뿌리에서유수형성
기에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이
용∙분해∙제거하는홍색유황
세균의활동이매우왕성하다.

수도작에서 빛사랑(광합성
세균)을 수온 20℃이상 일때 6
월중순, 7월중순, 8월중순, 9월
중순에걸쳐1l를150평에사용
하면 화아형성촉진, 수확량증

가, 미질향상, 유기물분해, 가스
장해예방, 저온시 발근촉진 등
의효과가있다. 

�시설원예 후작준비를
위한태양열소독

비닐하우스 토양에서 전작
이 끝나고 후작작물이 들어가
기 전에 하우스내의 온도가 높
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하우스내에태양열소독과함께
유효미생물을다량증식시킴과
동시에 발효퇴비도 손쉽게 제
조할수가있다.

(1)재료(하우스100평기준)
우선왕겨, 우드칩, 풀이나볏

집등탄소질재료1500kg을준
비한다. 또한각작물에따른편
차가있으나계분, 돈분, 우분, 인
분등질소질재료700kg을기준
으로준비한다. 이런준비가끝

나면 물 30l에 찌모
겐 2봉을 넣고 10분
간 저은 다음 쌀겨
100kg에 부어 잘 버
무려균강을만든다.

(2)처리방법
하우스내전면적

에탄소질재료와질
소질재료를차례로
고루편다음균강을
균일하게 뿌려준다.
가능한한깊게로타
리를쳐흙과퇴비와
균강이고루섞이도
록 한 다음, 쟁기질
로두둑을만들어태
양열 흡수 할 수 있

는표면적을최 로늘려준다. 
분수호수나 기타 관수시설

을 이용하여 하우스 전면에 물
을듬뿍주되군데군데물이고
여 손바닥만큼의 작은 웅덩이
가 생길때까지 충분히 관수한
후 헌비닐로 하우스내가 완전
히덮이도록멀칭해준다음하
우스 외부 비닐로 빈틈없이 씌
워완전히 폐시킨다.

이상과같이처리한후7~10
일 정도 놓아두면 멀칭 아래의
토양온도가60~70℃로이르면
서10cm정도의경토층이전체
적으로 완전히 발효되어 지면
이하얗게변한다. 태양열을이
용하는 방법의 최적시기로는
7~9월 중이며, 가장 효과적이
다. 7~10일쯤지나면토양이백
설기 모양으로 하얗게 되어 있
으면 하우스 옆의 비닐을 걷어
올린다음, 바닥의멀칭을걷어
낸다. 하우스내의 경토층 전체
를 토곡화 시키면서 발효퇴비
를 가정 손쉽게 다량으로 만들
어 투입하는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된다. 토양의 고온
상태가60~70℃로장시간지속
되므로 각종 병원균이나 해충
의 알은 물론 잡초의 씨앗이나
뿌리가완전히제거된다.

태양열 소독법에 의해 방제
가 가능한 작물병은 다음과 같
다. 

(1)방제효과가높은병: 상추
시들음병 오이류 덩굴쪼김병,
딸기위황병, 가지∙토마토 반
시들음병, 피망역병, 토마토갈
색뿌리썩음병, 균핵병, 흰비단

병
(2)발병억제, 피해경감효과

는 인정되지만 생육후기에 병
이 발생되는 병: 토마토시들음
병

(3)방제효과가 불충분한 병:
토마토, 가지, 피망의청고병(풋
마름병), 토마토연부병은 방제
가어려운반면염류집적, 선충
피해, 생리장해 등의 연작피해
는 깨끗하게 제거되는 최선의
토양개량법중의하나이다.

�여름철비가림오이재배

여름오이는 지역에 적합한
품종과 품종에 맞는 재배기술
이중요하다. 육묘는조건에따
라 작황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
문에 산소공급이 가능한 상토
를 사용해야 뿌리발달이 좋다.
탄저병, 노균병 등 병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발생후
조치보다, 발생전 방제가 무엇
보다요구된다. 

여름오이가 고온과 장마, 가
뭄이 겹치는 시기에 재배되므
로 마디성이 낮은 가시오이가
주로 재배되고 있지만 요즘에
는 백다다기 계통의 오이를 재
배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여름오이 재배지역은 전
국에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야
간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재배
되며 오이재배시 먼저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일,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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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중 농사정보
- 유기농업 실천기술 -

적용가능한병해충
병원균사멸한계온도와기간 비고

특기사항최저지온(℃) 기 간

딸기위황병

가지반고병

오이덩굴쪼김병

토마토위조병

탄저병

딸기아고병

시금치포기썩음병

40

45

50

55

60

45

50

8~14일

6

2

12시간

12시간

6시간

30분간

자연병토

40℃주수처리를병용

밭상태에서40℃에서는

20일이상생존

균사및균핵

배지위에형성된균핵토마토백견병

뿌리썩이선충 50 5일 물 기하는조건

50
5일

12시간
15분간

표. 병해충의병원균사멸지온과기간

▶2233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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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소비자의 유기농산물에 한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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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6세로 컴퓨터 기술자
인 가브리에 골드(Gabriel Gold)
씨는유기농산물에 해“가격
과 관계없이 유기농산물을 구
입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농산물보다 유기농
산물이훨씬몸에좋은것같다”
라고말한다. 

그는“이론적으로 유기농산
물은 농약함유량이 거의 없어
건강에좋을뿐만아니라, 유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농기
업보다는 농가를 지원하는 일
이어서사회적의미도깊다. 더
욱이 개의 유기농산물은 계
절에 따라 재배되므로 맛도 좋
은편”이라고말하며, 유기농산
물에 한 자신의 우호적인 입
장을밝혔다. 

골드씨와 같은 유기농산물
소비자들은 최근 국에서 빠
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국
의 형 마트들은 유기농 소비
자수가증가하는데 해큰기

를걸고있다. 그러나유기농
소비자들은 과연 그들이 소비
하는 유기농산물에 해 얼마
나많은것을알고있을까? 그들
은 왜 유기농산물 구입에 일반
농산물 보다 값비싼 지출을 감
수하려는것일까? 

런던에위치한두개의 형
마트에서 최근 실시한 모의조

사결과에따르면, 골드씨와같
은 소비자들은 분명한 자신들
만의 이유를 가지고 유기농산
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들이유기농산물의이상형이라
고믿고있는것이실제로는그
리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은 어
떠한 종류의 농약성분도 투입
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임에
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농
약허용 기준치 등에 관한 정보
를따져보지않고있다. 또한, 어
떤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이
자국의 토지와 환경을 보호하
고있다고믿고있지만, 실제로

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유기
농산물의 4분의 3이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있다.

�확 하는시장
국에서 가장 큰 유기농산

물인증단체인토양협회(the Soil
Association)의 변인인슈플룩
(Sue Flook)씨는“유기농산물수
요량은매년3분의1씩증가하
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시장이다”라고밝히고있
다. 국의 형마트회사인테
스코(Tesco)사의 변인인조나
단 처치(Jonathan Church)씨도

“유기농산물시장은놀라울정
도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우

리는 1997년에는 약 100 종류
의 유기농산물을 취급하 는
데, 최근에와서는10배이상증
가한약1,100 종류의유기농산
물을취급하고있다”고말했다.

그렇다면 과연‘유기농’의
의미는무엇일까? 국환경식
품농촌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유기농산물과관련해

“유기농업에 종사하려는 농민
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공인
조직에등록해야하며, 이공인
조직은적어도일년에1회이상
토양과 농산물에 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양협회 변인은“유
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친
환경적농업시스템을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것을의미한다”말하
고, “유기농업은인공농약과화
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동
시에 제초제의 사용을 억제하
는것을말하며, 유기농업을하
는 농민은 토양의 비옥도를 유
지하기 위하여 재배작물을 주
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가
축들에 한 항생제 남용을 방
지함으로써 가축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재배작물에
한 특정 약품 살포를 허락하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
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기
농업표준치에기초하여7가지

종류의 인공 투입제의 살포를
허락하고 있다”고 유기농법에
관해설명했다.

한편, 유기농업의 투명성 확
보를 위해 국의 유기농업 로
비단체는 유전자변형식물
(GMO)이유기농산물재배지근
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
력하고있다. 최근의EU 보고서
에 의하면 농민들은 자신의 경
작지 안의 일반농산물과 유전
자변형 농산물을 명확히 구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또한 어떤 유전자변형 농산
물은 야생지나 경작지에 유입
되어잡종을만들어낼수도있
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
하고있다.

소비자들 가운데는 유기농
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향
이나 맛이 뛰어나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의 향이나 맛이 뛰
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이지나치게비싸다
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유기농산물가격이
지나치게 과 평가 되고 있으
며, 소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강도질을 당하고 있는 셈
이다”라고런던의한소비자는
불만을제기했다. 

�유기농산물가격은과연

적당한가? 
테스코사의 변인은“우리

는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낮추
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농
산물 구입비용이 점점 증가하
고있다”며가격인하의어려움
을호소하고있으나, “소비자들
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기농
산물의 생산비가 높으며 일반
농산물 재배시보다 더 많은 노
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기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잘알고있다”며현재의유기농
산물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임
을강조하고있다. 이에 해유
기농산물 로비단체는“유기농
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건
강에 훨씬 이롭다는 명백한 증
거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기농
산물가격은합리적”이라고주
장한다. 이단체는그근거로지
난 3월 뉴사이언스(the New
Science)지의 발표문을 인용한
다.

▶2222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건강과 자연농업 �15�제180호 2002년 7월 1일

장마전후의사과포장관리
그린농법[9] 과수편

(주)그린바이오텍 전화 : 031-946-5614

�장마전의관리

적과가 끝나면 충분한 관수
가필요하다. 이시기에관수가
부족하면 초기 비 가 나빠진
다. 또적절한관수는토양내의
3상(기상, 액상, 고상)을좋게하
여 뿌리가 스트레스없이 잘 자
라고또토양내미생물의활력
에도좋은 향을준다. 

관수시설이잘되어있지않
은 과수원에서는 자라고 있는
풀(예:호 등)을넘겨서토양의
온도도 낮추고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호 은 가을에 뿌리는
것이좋고혹시기를놓친경우
봄에뿌려도무관하다. 어느정
도 자란 호 을 넘기는 방법은
아주 적은 양의 요소비료를 살
짝 뿌려서 호 이 연약해졌을
때 넘기면 잘 넘어가며 바람이
라도 불어주면 노력 없이 넘길
수있다.

5~6월관리가잘되었다면장
마를 비해 식물의 저항성을
높일필요가있다. 일단일반적
인 처(예: 도장지제거, 수로정
비, 방제)가끝나고나면장마가
시작될 무렵 액상의 규산 양
제인 뉴파워겔을 1,000배로 단
독살포한다.

논에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
를200~300평당2포정도를밭

만들기할때뿌려주면더욱좋
다. 소위‘적진병’이 있는 밭은
규산질 비료를 그 나무 주변에
집중적으로뿌려주면가을에는
줄기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
을볼수있다. 적진병은엄 한
의미로는 병이 아니라 생리현
상이다. 적진병은 토양의 산성
화가진행이되어망간(Mn)의용
해도가 높아져 나타나는데 규
소(Si)가이망간의독을없애주
는역할을한다.

규소는 이동성이 없으므로
살포가 더 효과적이다. 규소의
역할이 많지만 장마 전 사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수있다.
o 탄저병, 부패병예방
o 흰가루병예방
o 반점낙엽병예방
o 적진병치유
o 조직이치 해져저장성향

상
o 질소과잉을억제
물론 뉴파워겔이 농약은 절
아니다. 예방차원에서의 기
효과임을다시한번더밝혀

둔다. 예방이되는이유는다음
이다. 뉴파워겔이 살포된 잎에
장마 중이나 후에 병원균의 포
자가 날아와 자리를 잡으려고
뿌리(균사)를내리게되는데이
때규산이그뿌리를못내리게

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식물
체 내에서 조직을 지탱하는 힘
이 칼슘보다 더 강력해 조직이
치 해진다. 어떤 작물도 마찬
가지이다.

장마 중에는반드시 물을 잘
돌려서 뿌리가 물에 잠기는 일
은피해야한다. 

�장마후의관리

장마 중에 비산한 부패병은
장마중간중간에해가날때자
리를잡는다. 장마중해가나면
반드시 부패병 전문약제를 살
포하시는데 이 때 약의 침투를
돕는 보조제인 퍼지내를 혼용
하면좋다.

응애가 발생할 때도 퍼지내
를혼용하면더좋은효과를볼
수있다. 생육최성기에접어드
는 시기에는 칼슘의 흡수량이
모자라게 된다. 이때는 농약을
칠 때나 기타의 경우에 칼그린
(800~1,000배)을혼용해서살포
하면된다. 물론도장지는과감
히잘라야한다.

�사과의 비 와 착색 촉
진

일반적으로사과는초기에는

가로로 굵고 중∙후기에는 세
로로굵어진다. <그림1>과같이
배꼽부분의 비 와 성숙이 빠
르고 꼭지 부분의 비 와 성숙
은가장느린경향이있다. 따라
서 사과의 모양을 보고 과수의

양상태를추정할수있다.
<그림2>은사과의모형과

양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참조
가되었으면한다.

①정상적인과형
② 중∙후기의 양이 부족

해서 세로 방향의 자람이 나쁘
다.

③ 초기의 양이 부족해서
가로방향의자람이나쁘다.

④ 중기의 양이 부족(또는
물의부족)해서열매가가늘다.

⑤ 초기의 양상태가 특히
좋아꼭지부분의비 가좋다.

한편 추운 곳의사과를 따뜻
한곳의사과와비교해보면세
로방향의 비 가 좀 떨어진다.
한편 사과의 붉은 색은 안토시
아닌(Anthocianin)이라는 색소이
다. 이색소가곱게많이발현된
것일수록 상품이고 또한 당도
도 높다. 안토시아닌이 발현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필요하다.

①당분이있어야한다.
안토시아닌은 당과 결합이

되어 있는 배당체이다. 따라서
양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착색이잘된다.

②햇빛이있어야한다.
380㎛의적외선이있으면가

장좋다.
③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한

다.
15~20℃가좋고15℃이하나

30℃이상에서는좋지않다. 
그러나 밤의 온도는 낮은 것

이 좋은데 이는 야간온도가 높
으면 호흡 등으로 광합성으로
생산된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
이다.

④ 질소가 많으면 착색이 잘
되지않는다.

⑤ 배수가 잘되어야 식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착색이 잘
된다.

착색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
다량의 유기물을 시용하시고
질소질이 가급적 적은 비료를
사용한다. 

그래도 착색에 문제가 있다
면탄질률(C/N율)이적절히조화
된 아미노산과 단당류 및 특수
기능제제가 함유 된 하이브릭
스를 9월말에서 10월초에 2번
정도 살포하면 당도는 물론 착
색에도큰도움을받을수있을
것이다.
�수확후반기관리
꾸준한 예찰을 통한 최소의

방제가 필수이지만 특히 이 시
기에는 화학농약의 경우 반드

▶▶2222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그림2>

<그림1>

安安心心하하세세요요..
그린바이오텍이 만든 무공해 미생물 제재입니다.

▶특징
�엽채류,과채류의잿빛곰팡이등곰팡이에의한작물의병해를

치료및예방
�육묘시발생하는입고병, 잘록병의예방및치료
�유용미생물에의한토양개량�주요곰팡이성병해예방

▶특징
�작물의생육촉진,토양개량�고온장해,냉해회복
�작물품질개선(당도,색감,육질)
�발근촉진,양분흡수촉진,화아분화촉진,화수증가,과실비

효과

▶특징
�곰팡이성병해의억제기능이우수한길항미생물AC-1 배

양체사용제품(농업과학기술원특허균주)
�미생물에의한토양개량및작물성장촉진

▶특징
�선충피해예방�작물의생산량증
�병원균이나해충에 한저항력증가
�과수엽채류의품질향상효과우수

양양
양양

살살
균균

그린올G 아미노닥터

뉴흰나라 그린키토

살살
균균

�문의및공급처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한국유기농자재센터
☎02-406-4462

살살
충충

▶특징
�배추,케일류,상치등의

청벌레류(배추흰나비,배추
좀나방,배추밤나방,파밤나
방의유충)에 해독성을나
타내는 독소단백질 함유 미
생물제재

솔 빛 8

주)그린바이오텍에서는미생물을이용하여농작물을안전하
고튼튼하게키울수있는재배의전과정을작물별로프로그
램화하 습니다. 그린농법이라이름붙인이프로그램은실증
사례를토 로하 습니다. (※)가되어있는약제들은생물농
약이아닌화학농약으로저농약재배를하시는분들은사용하
실수있으나무농약재배를하시는분들은사용하지마시기바
랍니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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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질 비료 과다사용
하면 직불보조금 지원 못
받는다. 벼에 질소질비료
를 많이 사용하
는 농가에 해
제재조치를 강
화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
면 농업기술센

터의 토양검사 결과 질소질비
료를 많이 준 것으로 판명되면
경작농가는 물론 마을 전체에

해1차연도경고, 2차연도논
농업직불보조금50% 감액, 3차
연도에는 직불 보조금 지원중
단 등의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기로했다. 특히논의경우

토양검사 결과 질소질비료를
과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농
가에 해서는1차연도경고에
이어2차연도에곧바로직불보
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의한관계자는“질소질
비료의 성분 기준 표준시비량
은10a당11㎏”이라면서“올가
을에전국에걸쳐6만1,500건에

해 질소질비료 과다 시비 여
부를 가려내기 위한 토양검사
를실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

자료: 농민신문2002. 06. 26

유유기기농농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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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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리핑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자연식품이 최근
프랑스에서큰인기를누리고있다.

자연식품의인기는파리등지에서지난
달말부터이달초까지열린박람회에서도
확인됐다. 

프랑스인의 47%는 자연식품을 소비하
고이중정기적섭취자만도19%에이른다.
유기농산물시장은2001�2002년에55%
성장했고, 유기농제품생산농가는1,580가
구에서2,800가구로늘었다.

자연식품은 ▲화학약품이나 살충제를
쓰지않고재배돼야하고▲동물은유기농
사료를먹고신선한공기와최 한넓은공
간에서 사육돼야 하며 ▲가공식품은 유기
적으로재배된재료를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인가된 첨가물과 향료로 만들어져야
하고▲생산자, 가공업자, 도매업자는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독립기관으로부터 정
기적으로점검받아야하는등4가지규제를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에코세르 등 6개 기관이
유기농재배식품인증기관이며AB와같은
품질마크를부여한다. 국민의반수정도는
''AB유기농'' 표시를알고있다. AB유기농은
광우병위기후프랑스소비자의신뢰를되
찾기위해1985년만들어졌다. 

AB 라벨은 EU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2000년 8월부터 더욱 엄격해진 국내법을
충족시켜야받을수있다. AB유기농은프랑
스유기농시장의75%를점유하고있다. 제
품의생산지와관계없이EU와프랑스의규
칙을따르기만하면가축과곡물에AB라벨
을쓸수있다. 실제로AB라벨을받은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의 제
품이프랑스에서팔리고있다.

자료: 세계일보2002. 06. 10

프랑스 유기농산물 붐

유유 기기 농농 산산 물물 시시 장장
‘‘0011~~’’0022년년 5555%%성성장장
유유기기농농 생생산산농농가가 11,,558800에에
서서 22,,880000가가구구로로 늘늘어어

화학비료나농약을쓰지않는
유기농업이화학농업보다더경
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스위스유기농연구소의폴메
이더 박사는“유기농이 화학 농
업보다더효율이높고에너지를
절약하며, 토지의 생물다양성을
높게 유지한다”고 미국의 과학
학술지‘사이언스’5월 31일자
에발표했다.

연구팀이21년동안유기농업
과 화학농업으로 각각 감자, ,
잔디등을재배한결과유기농의
생산량은화학농보다평균20%
낮았다. 특히감자는유기농으로
재배했을때소출이약40% 줄었
으며, 겨울 은 10% 줄었다. 잔
디는거의비슷했다.

그러나생물다양성은유기농
이월등히높았다. 유기농토지의

흙속에는지 이가3.2배나더많
았으며, 해충을먹고사는딱정벌
레등곤충도2배더많았다. 또식
물의뿌리에사는균류도40%나
더 많았다. 균류는 식물이 흙 속
에있는 양분을흡수하도록도
와준다. 

연구팀은 유기농이 화학농보
다질소등 양분과농업에필요
한에너지투입이절반에불과한
데도생산량이80%에육박한것
으로보아유기농이더효율적이
며, 생물 다양성 유지와 오염 방
지등환경보호비용을감안하면
훨씬더경제적이라고밝혔다.

자료: 동아일보2002. 06. 05

유유기기농농업업이이 화화학학농농업업보보다다 경경제제적적

에너지 투입은 절반
생물 다양성이 높아

질소질비료과다사용시 직
불보조금지원불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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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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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유기태 액상칼슘제재!!

칼칼칼∙다칼슘

유해초액

�

액액제제

�

액액제제

유기(자연)농업용 유용미생물증식 복합제재!!

프로키 파워키
물태비GL  농토GL

��
엽엽면면시시비비용용액액제제

��
관관주주용용액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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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울울 강강남남구구 청청담담22동동 3311--1199호호 표표전전화화:: ((0022))555566--66229933 hhttttpp::////wwwwww..ddaaee--yyuu..ccoo..kkrr

유유식식물물 양양연연구구소소 농농약약약약효효약약해해시시험험연연구구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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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쇼크∙컨디션 �

액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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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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엔7월장마철에발생
이많은탄저병에 해살펴보
기로한다.

��고고추추탄탄저저병병

고추역병과 더불어 우리나
라고추생산에가장문제가되
고 있으며, 5종의 탄저병이 잎,
줄기, 과일에 병을 일으키는데
주로 성숙한 과일에 발생하는
과일탄저병에 의한 피해가
95%이상으로 가장 피해가 심
하다.

과일을썩게하므로가장직
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주
며, 푸른과일과붉은과일에모
두 병을 일으키는 탄저와 주로
붉은 과일에 검은점이 겹무늬
로 생기면서 썩는 흑색탄저가
있다. 

◇◇병병징징: 과일에 수침상의 작
은 반점으로 시작해서 병든 부
위가 갈색으로 오목해지며 병
반이 확 되면 둥근 겹무늬가

생기면서썩어간다.
◇◇병병원원균균: 콜레토트라쿰 쿨

로에오스포리오이데스라는 곰
팡이로풋고추형과붉은고추형
이 있는데 이중 풋고추형이 피
해가크다.

흑색탄저병은콜레토트라쿰
데마티움이라는 곰팡이로 두
가지 탄저병균 모두 종자전염
을하며병든과일등에붙어서
균사와 포자의 형태로 포장하
며 월동하여 다음해의 전염원
이된다. 

◇◇발발생생조조건건: 병원균의 포자
는 끈끈한 점
질물에 싸여
있으므로 바
람에 의한 비
산은 불가능
하고 비바람,
폭풍우, 태풍
등 외부의 물
리적 힘에 의
해 전파되며,
안개와 이슬
도 병원균의
포자형성을
촉진하며 병

든 과일에서 흘러내린 물방울
로도전파된다.

- 병원균의 생육적온은
28~32℃로고온다습한환경, 비
가많이올때발생이많다.

- 연작할경우, 식하여통풍
이나쁠때

- 전년탄저병피해로열매가
많이떨어졌던포장재배시

- 질소질거름을너무많이주
었을때

- 물빠짐이나쁠때
◇◇생생물물적적 방방제제법법: 탄저병은

병원균세포외벽물질이키틴질
로서, 키틴질의 세포외벽을 분
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키티
나아제에 의해 병원균의 사멸
을유도하므로“오르가논”에의
한생물적방제가가능하다.

◇◇관관리리법법: 예방이 매우 중요
하며, 고추를재배한다음포장
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랑사이
를 좁게하면 약제살포가 힘들
고 통풍이 안되어 병발생이 쉬
우므로 이랑사이를 넓게하고,
비가림재배도좋은방법이다.

근래 발생한 탄저병은 어린
풋과일과 붉은과일을 모두 썩
게 하므로 방제시기를 놓치면
결정적인피해를입게된다. 장
마가오기전“오르가논”을살포
하여 과일을 보호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평소에“오르가
논”을사용하여엽면시비와관
주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장마
철병해걱정을덜수있다.

비가오기직전과직후“오르
가논”으로엽면시비를하면더
욱효과적이다.

�수박의탄저병

비가계속와서기온이낮아
지는장마철에덩굴, 과일꼭지,
과일에 주로 발생하며, 토양전
염성이 아니므로 미생물제인

“오르가논”에의해효과적인방
제가가능하다.

�오이의탄저병

토양과 공기가 다습하고 이
어짓기가 계속될 때, 흙탕물이
덩굴이나 잎에 묻을때 발생하
지만 흙탕물이 묻지 않는 하우
스 재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노지재배에서는 포장
에 짚을 덮는 것이 예방측면에
서효과가크다. 

잎에는 황갈색의 둥근 반점
이 생기지만 노균병처럼 그 주
위에각이생기지않는다. 떡잎
에 발생할 경우는 세균성점무
늬병의 증상과 구별이 어려우
나 세균성점무늬병의 경우 병
의 증세가 잎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잎뒷면에 암록색의 병반

이 나타나므로 자세히 관찰하
면구별이가능하다.

�참외의탄저병

포자는 점질물로서 노균병
과같이바람에날리는것은없
으므로 비를 맞히지만 않으면
발병은적다. 

�토마토의탄저병

주로 완숙된 토마토에서 많
이 발생하며 과일의 표면에 수
침상의 소반점이 생겨 윤문상
의 병반을 형성하고 병반상에
는 담홍색의 점질물을 분비하
는데, 이부분이움푹하게함몰
된다. 

수확기에 강우일수가 많으
면심하게발생한다.뿐만아니
라, 일조, 바람, 강우등등의자연
환경의 향을받는다. 

특히 친환경농업인들은 농
자재가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
다.

재해를 최소한으로 피하기
위해서 기본의 원칙을 벗어난
정지전정을 하면 수확의 차이
를줄일수도있다.

��정정지지((整整枝枝)): 정지는수형잡

▲탄저병에걸려썩어들어가는오이의모습.

◎ 오르가논과의농약혼용가부표

제품명 적응증 성 분 혼용유무

오티바 탄저병 스트로빌루린계 ○

톱신엠 탄저병 카바메이트계 ○

베푸란 탄저병 구아니딘계 ×

안트라콜 탄저병 유기유황제 ×

다이센엠 탄저병 유기유황제 ×

고추탄 탄저병 카벤다짐+가스가마이신 ×

인간, 자연, 생명을사랑
하는기업
(주)HAN바이오

▶▶2222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장마철 탄저병 방제책

오르가논

� 특징: 1. 고품질 증수효과
2. 미생물의 분해능력으로 인한 토양개량효과
3. 연작장애 해소
4. 염류장애 및 가스장애 극복
5. 생리활성기능 강화
6.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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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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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닥터 1000:1을 같이 혼합,배양후 사용
한국유기농자재센타
(☎ 02-406-4462)

판매원 : 

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효효 과과
잿빛 곰팡이병,시들음병, 뿌리썩음병, 역병
세균성 점무늬병, 탄저병 등에 탁월한 효과

고추박사
채소박사

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위한 �친환경 농법의 혁명
�무공해 생물방제제
�고추탄저에 탁월한

능력발휘

엽면시비

관 주

�엽면시비: 
겨울철- 오전11시전후사용
여름철- 오후6시이후사용

�관주: 
아침9시전후사용(300평당1병) 

�주의사항
농약사용시 2~3일 간격을 두고 사
용

시∙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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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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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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배합사료10kg의균강을퇴
비재료와겹겹이쌓은후짚으로10cm를덮어주고다시헌비닐로씌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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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목이나병든나무, 동해로죽어가는과수등을회생시키기위한수용액으로사용할때는찌모겐1봉(500g) + 물100l(5말) + 아
미노닥터100cc 의비율로혼합하여나무가지둘레의80%지역을한삽깊이로파고흠뻑관주해준후판자리는토곡이나발효
퇴비로덮어주고잎에는물1말당보리돌뜸씨30g+황설탕10g+아미노닥터20cc+목초액50cc의균액을4�5일간격으로3회
연속살포해주면완쾌회생된다. 

3) 시설원예의점적호스관수시는수용액흡입구에직경10cm정도의철망을고정시키고헌스타킹을씌워두면막히지않기때
문에관수시마다수용액을흘려보내면가스장해질병만연엽류집적선충피해등을완벽하게제거할수있다. 

수퍼바이오
SUPER BIO

1) 육묘나정식후1개월까지는1,500평당수퍼바이오1봉(75g)+황설탕250g+물300l(15말)+현미식초1,200cc의균액을7일간격
으로3�4회살포해준다.

2) 과수과채류의개화시에는10%개화시와만개시에수퍼바이오1봉(75g)+황설탕250g+물500l(25말)의균액을꽃에고루살포
해주면수정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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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17kg또는배합사료10kg의균강를켜켜로뿌리면서둥그렇게쌓은후비닐을씌우고군
데군데돌이나통나무로눌러두면30�40일에완전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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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짜임
BIO-ZYME

1)  아무톱밥이나2,000kg을준비하여물을흠뻑주고나서12시간후에바이오짜임1봉(50g) + 황설탕100g + 물12l10분후+ 쌀겨
40kg또는배합사료25kg의균강과요소20kg을고루뿌린후로타리쳐서혼합하여사방3m크기로둥그렇게쌓아올린후짚으
로10cm덮고헌비닐을씌워두면1�2일후에정상의온도가40℃를넘게되며이때비닐만걷어주면4�5일후60℃가된다.
6, 12, 18, 24일째에뒤집기를해주면30일째에는완전발효된톱밥발효사료가만들어진다. 

2)  균배양사료는물12l(40℃) + 바이오짜임50g +황설탕5g∙10분후+ 배합사료25kg 또는쌀겨40kg에잘혼합하여따뜻한곳에
쌓아두고짚으로덮어두고6시간후에단내나술내가나게될때농후사료급여량의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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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함평, 이안오이
작목반유기농업실천교육.(박

수이사)
�2002. 6. 3=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농업연수부의『도시주
부농업교실』에 출강하여 유기
농산물 직거래 필요성과 실천
방안교육.(정진 부회장)

�2002. 6. 4=(오전)가나안농
군학교신입사원반에출강하여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필요성
강조.

(오후)KBS 제1라디오『밝아
오는새아침』에출연하여친환
경농업 확 보급 방안제시.(정
진 부회장)

�2002. 6. 5=제주도청 강
당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
석하여Agenda21 제주추진협의
회의장으로서제주도환경선언
을 낭독하고 서유창 도지사 권
한 행과 같이 포상받은 유공
자를격려.(강원호부회장)

�2002. 6. 6=김포고촌, 시설
원예실천을위한현장토론.(박

수이사)
�2002. 6. 7=농림부 농업과

학기술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2002년도 연구과제 심의확
정.(정진 부회장)

�2002. 6. 12=◉ 구늘푸른
유기농산( 표: 이상복)주최의
소비자 상 유기농업교육 및
현장체험행사에 출강.(정진
부회장)

◉강원평창, 인제독농가유
기농실천요령토론.(박 수이
사)

�2002. 6. 14=유통본부주최
로 조안에서 열린 소비자교육
에서“환경농업필요성”에 한
강의.(박 수이사)

�2002. 6. 15=경기 전곡, 독
농가 하예성 농원 유기농 홍보
관개관식에참석.(박 수이사)

�2002. 6. 18=◉가나안농군

학교 중견기업 신입사원 수련
회에 출강하여“친환경농산물
애용의필요성”강조.(정진 부

회장)
◉경기 강화군지부에서 유

기자재의 제조와 실천의 주제

로강의.(박 수이사)
�2002. 6. 20=◉농림부농산

정책국장 주재의『친환경농업

본회

CMYK

CMYK
CMYK

CMYK

세계음식문화박람회
(Green Food Show 2002)가부
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기
농에 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 하여「유기농이
란무었이며, 유기농이왜좋
은가?」에 한 유기농관련
세미나를 본회 경남도지부
(지부장: 박장환)와호주빅토
리아주 정부가 공동으로 개

최하 으며, 유기농업에 한기
본 이해와 친환경 품질인증농산
물을 주제로 박장환도지부장의
발표가있었다.

경남도지부,
세계음식문화박람회참석

▲박장환경남도지부장이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
“친환경유기농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 

이 모

모저

▲농림부친환경농업과배원길과장주재의환경자재사용규정심의
회에참석∙토의중인정진 부회장(우로부터세번째).

◀세계음식문화박람회 기
간중 경남도지부에서 친환
경농산물∙농자재를 전시
한유기농산물전사관의모
습.

가가.. 목목적적: 친환경농업의생산분야와유통분야의사업기획ㆍ운 ㆍ자재ㆍ기술등에
관한자문에임할수있는전문지도자를양성하여국가공인자격증을취득
할수있도록연수시켜냄.

나나.. 과과정정별별지지원원자자격격및및정정원원
●친환경농업컨설턴트(지도사)
농업관련기관과단체의공무원ㆍ임직원, 시민ㆍ사회단체임직원, 학생, 농업인
과일반인: 500명
●친환경농산물유통관리사
농림축산물의유통ㆍ가공사업자및사업희망자, 관련기관의공무원ㆍ임직원, 
학생, 일반인과농민: 500명

다다.. 연연수수기기간간: 2002. 8. 31 ~ 2002. 11. 16(총90시간으로매주일요일에2회방송교육)
라라.. 수수강강료료: 150,000원(교재비, 워크샵, 현장학습비용등일체의경비포함)
마마.. 지지원원서서접접수수일일시시및및장장소소
●일시: 2002. 8. 12 (월) ~ 8. 23 (금) 09:00 ~ 18:00시

(단, 토ㆍ일요일은휴무)
●장소: 한국방송통신 학교각도별지역 학을방문접수하거나,

E-mail: bu50@knou.ac.kr 또는Fax: 02-3668-4437,4439로도가능함
바바.. 접접수수준준비비물물: 수강료, 사진1매, 소정지원서1부.
사사:: 주주요요일일정정: 개강식= 2002. 8. 31. 15:00시각도지역 학
●강의= 9.1(일) ~ 11. 16(토.수료식)까지
●워크샵= 개강식(8.31), 1회(9. 15), 2회(10.13), 3회(11.9~10) 

각도지역별행사에출석
●현장학습= 1회(9. 28~29) 각도지역별로실시

아아.. 후후원원기기관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경실련환
경농업실천가족연 , 생명과환경,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학회아카데미,

양평군, 한국여성민우회등10개기관단체가프로그램제작과운 을지원.
자자.. 기기타타상상세세한한문문의의: ☎02-3663-4431~3

http://cle.knou.ac.kr의과정별게시판(친환경농업자격증과정)참
조, 지원서양식은홈페이지에서다운∙작성

위위와와같같이이공공고고함함..
22000022.. 77.. 11..

한한국국방방송송통통신신 학학평평생생교교육육원원
원원 장장 권권광광식식
((0022--33666688--44443311~~33))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간부회원들에 한수강독려

본본회회의의이이사사진진은은물물론론도도지지부부와와각각급급지지회회임임원원들들께께서서는는향향후후우우리리나나라라친친환환경경농농
업업의의급급속속한한발발전전과과정정에에서서 친친환환경경농농업업지지도도사사와와 친친환환경경농농산산물물 유유통통관관리리사사의의 자자격격
취취득득자자가가다다수수필필요요하하게게될될것것이이오오니니,, 여여러러분분의의실실력력향향상상을을통통하하여여내내실실을을기기함함은은물물
론론활활동동 역역 확확 와와수수입입증증 를를 위위해해서서실실질질적적으으로로본본협협회회와와 한한국국방방송송통통신신 학학이이
심심혈혈을을기기울울여여준준비비한한제제11회회지지도도사사양양성성과과정정에에전전원원수수강강후후자자격격증증획획득득에에도도전전해해
보보시시기기바바랍랍니니다다..

((사사))한한국국유유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
회회장장 류류 달달

제1회 친환경농업컨설턴트(지도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사 양성과정 등록안내

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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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농민∙소비자교육 확 , 유

통지원, 유기농자재 개발보급
활성화등을 건의.(정진 부회
장)

◉한강유역 환경관리청(담

당: 정진성)이 주관한“소비자
환경농업 현지시찰단”을 인솔
(40명)해서“유기농산물시식과
유기농산물 생산과정과 상품
고르기”등소개.(윤경환이사)

�2002. 6. 21=음성 환경농

연구회(회장: 최병국)가주관해
음성농업기술센터에서열린환
경농업교육에서 사과 복숭아
C.P.K 제조시비법강의.(윤경환
이사)

�2002. 6. 24=충남 공주, 독
농가 토양개량에 관한 주제로
중점토론.(박 수이사)

�2002. 6. 25=◉국가전문행
정연수원농업연수부의친환경
농업반교육에출강하여“친환
경농업의 필요성과 실제”강
의.(정진 부회장)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임
시총회에참석하여제주농업을
살리는 방안은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 것임을 강조.(강원
호부회장)

◉~29. 농협중앙회새농민수
상자연수(팀장: 임도군과장)의
일환으로 만 연수(장화현 농
업개량장, 한광과채생산단지,
신수농협, 만제2청과도매장
등).(윤경환이사)

�2002. 6. 26=◉(오전)한강
유역환경관리청 주최의『2002
한강물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하여『우리나라 환경농업

활성화방안』발표및토론
(오후)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경기도지부(지부장: 박
수)월례회에 참석 격려후 도

지부활성화방안을협의.(정진
부회장)
◉Agenda21 제주추진협의회

임원회의와환경정책분과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금후 제주의
수질과 토양을 검사하는 모니
터링 양성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강원호부회장)

�2002. 6. 27=◉한국여성농

업인연합회 도지부 임원진 연
찬회에 출강하여“유기농업의
필요성과실제”강의.(정진 부
회장)

◉경기 새농민 연찬회의 토
경분과위원회에 참석해“환경
농업의중요성”을강조.(박 수
이사)

�2002. 6. 28=◉농림부에서
의“환경농업자재사용규정심
의회”에참석토의.(정진 부회
장)

◉한국반딧불이 연구회와
일본 후꾸오까 반딧불을 지키
는 모임이 공동주최한 반딧불
이 연구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천 일
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환 하면서 그 주위 반경 5Km
이내에는“유기농업지구로 조
성”하자고 제안.(강원호 부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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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YK

CMYK
CMYK

CMYK

▲수원소재국가전문행정연수원농업연수부주최의『도시주부농
업교실』에출강하여유기농산물애용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는정
진 부회장.

▲“소비자환경농업현지시찰단”이윤경환이사의갭산농장을방
문하여기념사진촬 을한모습.

▲본회경기도지부(지부장: 박 수)의6월월례회를양평군한화콘
도숲에서개최하고있는모습.

▲농림부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에서2002년도신규연구과제를
최종확정짓고있는심의위원들.

충남도지부(지부장: 이계웅)는오는2002년7월26일(금)
10시부터16:30까지단국 학교천안캠퍼스생명자원과학
관내 국제회의장에서 충남유기농업 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

이번 유기농업 회에서는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정책방
향을 설명하고, 여성민우회의“직거래에 의한 유기농산물
활성화방안”주제발표, 유기농산물품평회와회원들의장
기자랑등의알찬시간이준비되어있다.

충남도지부는 이번 충남유기농업 회를 개최함으로써
유기농업실천회우들간의정보교환의장소, 그동안의노고
에 한치하의시간, 아울러유기농산물의유통활성화, 더
나아가국제경쟁력확보라는막중한사명감으로충남도회
원전원이일치단합하여훌륭하게치뤄내리라기 하는바
이며, 관심있는회우님들의많은참여와성원을바라는바이
다.      

제제55회회충충남남유유기기농농업업 회회개개최최안안내내

지금까지납품을중심으로하여온갭산농장에서소비자
분들의계속되는직거래문의에부응코자유기재배양파와
양파즙을공급코자합니다.

▶품 목: 양파(20kg/Box)
▶시 기: 2002. 7월~8월30
▶연락처: 충북충주시신니면용원리168

갭산농장윤경환
017-431-5123
043-852-5123

공공급급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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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즉나무의골격형성이다. 나
무가 굵기 때문에 톱으로 잘라
야한다(100%).

��전전정정((剪剪定定)): 정지를 한 다
음, 가위로 잔가지를 다듬으면
서 거리와 숫자를 계산하여 최
종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
지전정의 원칙 로 하면 수확
에차질을가져올수있기 문
에60~70%만한다. 

나머지40~30%는봄의한해
와, 서리피해, 개화결실의정도
를 봐가면서 늦봄에서 초여름
까지 솎음전정을 하여 원칙에
가깝도록 하면 천재지변이 아
닌이상매년 풍이다. 

�유기농업자재제조법

11)) 자자연연미미생생물물채채취취배배양양
(1)오리나무밑을 제외한 활

엽수 숲이나 나무밭에 가서
부엽토를한짐가져온다. 

(2) 40�45℃ 물에 (1)을 푼
다.

쌀겨 50%+산흙 10%+ 기
울30%+숯가루10%에(쌀겨만
을배양체로해도무방하다) (2)
로써수분60%정도맞춘다. 거
적이나차광망으로덮어두었다
가(비를맞지않게) 5일간격으
로2회정도뒤집기를해주면미
생물균체를얻게된다.

22)) 발발효효녹녹즙즙
겨울철에 얼어죽지않는 풀

이나덩굴, 생장점이빨리자라
는 식물이 좋으며 수분이 많은
풀은황설탕을풀무게의1/2, 수
분이적은풀은1/3을풀과설탕
을 층층으로 하거나 버무려서
20�25℃에서 5�7일후에 액
을걸려서500�1000배로사용
한다.

(1)풀의 채취는 계절별로 나
는 식물을 그지역에서 아침이
슬이마르기전에하고물에씻
지말아야한다. 

독이 없는 풀이면 다되지만
쑥, 미나리, 맥류, 크로바, 어성
초, 부추, 시금치, 질경이, 냉이,
죽순, 칡덩쿨, 고구마덩쿨, 오이
순, 호박순, 메론순, 수박순, 참외
순, 토마토순, 고추순, 으름덩쿨,
익모초, 인동초, 아카시아꽃, 뽕
잎, 감순잎등이더욱좋다.

33)) 한한방방 양양제제
재료: 당귀2㎏, 감초1㎏, 계

피1㎏, 천궁1㎏, 생강1㎏을각
각 따로따로 발효시켜 사용시
에혼합한다. 

(1)항아리와같은그릇에재
료를 넣고 맥주 또는 막걸리를
찰랑찰랑하도록 부어서 12시
간정도불린다. 

(2)(1)에재료무게의1/3의황
설탕을 넣어서 4�5일 발효시
킨다. 

(3)재료는그릇의1/3로, 나머
지 2/3은 소주를 채우고 7�10
일후에2/3만딸구어내고1/3을
둔채소주를채운다. 

5회까지제조된다. 

발표문에따르면“유기농산물로만들어진
수프에는일반농산물로만들어진수프에비
해6배나많은살리실산이함유되어있으며,
이살리실산은동맥경화를예방하고 장암
을방지하는효력이있다”고언급하고있다.

한편, 유기농산물을구입하는소비자들은
체로“유기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나은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
니고있다. 런던의한소비자는“내생각에는
유기농산물은건강에도좋고, 가격도적당한
것같다. 유기농산물가격이바가지가격만아
니라면유기농산물을보다더자주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유기농산물의 유용성
을강조하면서도가격면에서는보다합리적
인수준에서가격이형성되기를희망했다.

그러나 국의공신력있는기관들은유기
농산물소비와건강과의상관관계에 해공
신력있는입장을밝히기를주저하고있다. 
국식품부는유기농산물의함유 양분이갖
는우월성에 해어떠한공식적인지지도표
명하지않고있다. 

국식품부의한 변인은“유기농산물로
부터 생기는 환경적 이익은 분명히 존재한
다”라고만간단히언급할뿐, 유기농산물소
비가건강에 해갖는우월성에 한질문에
는즉답을피하고있다.

국의 식품표준협회(The Food Standards
Agency)도“소비자들이유기농산물을선택하
는것은바람직하나, 유기농산물이절 적으

로안전하거나혹은일반농산물보다 양분
이더욱풍부하다고단언할만한충분한증거
는없다”라고밝히고있다. 

이협회의 변인은“우리가아는한야채
는야채일뿐이고, 과일은과일일뿐이다. 유
기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재배방법상의차
이점은분명히존재하지만, 최종결과물은동
일한것이다”라고밝혀, 건강에 한유기농
산물의우월성을직접적으로언급하는것을
회피했다.

국의많은소비자들은유기농산물에
해여전히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 “유
기농산물의가격이지나치게비싸기때문에
유기농산물을구매할의사가없다. 또한, 유기
농산물재배가환경에공헌하는바가그리크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의 한 소
비자는“유기농산물의우월성을강조하는것
은판촉활동의일환일뿐이며, 일시적인유행
에지나지않는다. 우리는같은농산물을이미
수천년동안먹어오고있지않느냐”라고반
문했다.

유기농산물에 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
고있는이면에는동시에높은가격에 한소
비자들의불만이함께하고있는것이 국유
기농시장의현실이다. 

자료: Justfood.com 

▶1111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1144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시 안전사용 규칙을 준수하고
가급적 보조제를 사용하여 농
약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 혹수확기나수확후에응
애가 발생이 되면 초전박살을
사용하면 응애 뿐 아니라 부수
적인효과도볼수있다. 후반기
에 낙엽현상을 보이거나 수세

가 떨어지는 나무는 고농축 아
미노산 제제인 아미노닥터
5,000배액을관주해주면수세
회복에큰도움이된다.

갱신을 준비하는 과원에서
는미리미리땅만들기를할자
재를준비하는것이좋다. 

▶1155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지력의배양과유기농축산물의증산기술을개발하고연수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과자연환경보호및
유기농업운동의저변확 를위한지도자를육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356차2002. 7. 25(목) 10:00 ~ 7. 26(금) 18:00 창녕군부곡면일성콘도

제357차2002. 8. 29(목) 09:00 ~ 8. 31(토) 18:00 논산시농업기술센터

1. 연수교육의목적

韓國有機農業協會社團
法人

제356차, 연수교육은수강료50,000원(숙박)

제357차 〃 : 수강료40,000원(출퇴근)

제356차~ 제357차연수교육을희망하시는회우, 독농가께서는본회사
무국전화: 02-406-4462로신청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본회사무국연수부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수강신청방법

3. 수강료

유기농업연수회등록안내
지력배양과유기농산물증산을위한제356차~제357차연수교육희망자 신청접수중

(전화:02-406-4462)

2. 연수교육일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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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1 ~ 2002. 6. 30 회우여러분을 환환 합니다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없음

<<누누계계:: 553399명명>>

��경경기기도도��
임민배:양평군2-4997
강병옥:화성군2-4998

<<누누계계:: 44,,999988명명>>

��강강원원도도��
없음

<<누누계계:: 22,,110066명명>>

��충충청청북북도도��
없음

<<누누계계:: 11,,449988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신명우:천안시5-3214
임재춘:홍성군5-3215

<<누누계계:: 33,,221155명명>>

��경경상상북북도도��
없음

<<누누계계:: 44,,777766명명>>

��경경상상남남도도��
없음

<<누누계계:: 33,,117799명명>>

��전전라라북북도도��
김경희:김제시8-2873
유승환:김제시8-2874
김기만:정읍시8-2875
노옥형:정읍시8-2876
배윤근:정읍시8-2877
손주생:정읍시8-2878
유복상:정읍시8-2879
이판순:정읍시8-2880
이창균:정읍시8-2881

<<누누계계:: 22,,888811명명>>

��전전라라남남도도��
정회옥:나주시9-3559

공성옥:담양군9-3560
임권석:해남군9-3561

<<누누계계:: 33,,556611명명>>

��제제주주도도��
없음

<<누누계계:: 883322명명>>

22000022.. 66.. 3300현현재재

2277,,558855명명

22000022.. 66.. 3300현현재재

1122,,114433명명

66월월의의 새새식식구구 명명단단

다다읽읽고고실실행행하하면면생생활활에에도도움움이이된된다다..

①유기농법친환경농법으로병해충, 염류집적, 연작장해,
토양선충, 비 다수확을해결.
②무슨병충해든순리 로행하면치료.

③『축산∙양어장』악취없고, 저렴하게질병에방.
④무무엇엇이이든든처처음음부부터터많많이이쓰쓰면면독독이이됨됨..작부체계부터상담하여실행.
⑤흰흰가가루루병병,, 민민달달팽팽이이,, 응응애애,, 진진딧딧물물,, 온온실실가가루루이이,, 총총채채벌벌레레를를해해결결..
⑥과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약초, 수도작등전농작물의탄탄저저병병, 흰가루병, 역

병, 뿌리썩음병, 노노균균병병,, 곰곰팡팡이이병병,, 배배추추뿌뿌리리무무사사마마귀귀병병, 균핵병, 도열병, 문고병,
도복등을고품질다수확으로예방치료. 

�(특히고고추추밭밭,, 딸딸기기묘묘상상밭밭,, 배배추추뿌뿌리리무무사사마마귀귀병병등에특효.)
⑦딸기어미묘, 도치오토메, 장희, 사치노까, 육보, 매향등을판매.
⑧딸기지리산고랭지가을정식묘를실명제로예약주문판매.
⑨딸딸기기신신품품종종정정식식묘묘를를선선착착순순110000명명한한33주주씩씩무무상상공공급급.. ((특특성성)) 재재배배하하기기쉽쉽고고육육보보의의

22배배사사치치노노까까의의44배배수수확확고고품품질질맛맛이이좋좋은은품품종종..
⑩수수박박,, 참참외외,, 딸딸기기의의수수정정비비 제제는는알알맞맞게게꼭꼭 ..
⑪중고플라스틱사과상자를10개단위로판매.
⑫온온상상후후작작최최적적인인벼벼((二二모모작작용용))종종자자를를공공급급..
⑬쌀농사병해없고도복없이저렴하고간편하게증수비결.
⑭사람몸에신비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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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명단

신입일반회원

신입평생회원

평생회원

전전
화화
상상
담담
은은
한한
번번
보보
다다

백백
번번
이이
더더
효효
과과
적적
이이
다다

유유
기기
농농
업업
인인
들들
은은

무무
엇엇
을을
어어
떻떻
게게
해해
야야
잘잘
살살
겠겠
는는
가가

��유유기기농농업업인인의의 희희소소식식��

��전전라라남남도도��

공성옥:담양군9-3560

상기신입회원명단중
신입일반회원을제외한명

단

그간회원들의요청에의하여본회에서제작공급해온도금형철파이프소재피라미

드가전국의회원들에게사랑과각광을받아오면서다양한면으로부터효과를경험

하게되었다는감사의전화에큰보람을갖게되었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지역별로회원들에게국내사례와외국전문가들의그동안연구내

용을전해드리자피라미드전체를동제품(순도99.99%)으로제작공급해주길원하든

차에그동안비용문제와제작에따른어려운점들이원활하게해소됨으로써, 새해부

터완전동제품으로바뀌게되었음을전해드립니다. 

종전의제품보다조립해체가용이해졌음은물론효능의극 화를위해밑면의네모

서리와꼭지점에각각히란야를돌출로삽입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약간의비용이상승되어기본형2m기준1세트에240,000원이며회원님의요

청에따라다양한크기로제공해드리고자했으나, 동파이프의길이가길어짐에따른

물류배송에어려움이많아부득이기본형인2m형과최장길이2.5m 이내에서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형 이외의 별도사이즈 2.5m까지의 추가요금을

별도요금으로적용됨을알려드립니다.

주문온라인번호 농협610 - 12 - 033462 정금

감사합니다.

2002.  7.  1.

(사) 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한국유기농자재센터

피라미드동제품고급화단행출 시

품종에맞게재배기술을확립하는일
이다.

여름철오이재배시가장주의할점
은오이의웃자람이다. 질소질비료를
적게주고하우스온도가너무올라가
는 것을 막기위해 차광망(30~35%차
광)을설치해주어야한다. 또한고온기
에는칼슘흡수가잘안되므로칼슘엽
면살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주어야
한다. 

정식후 10일전후 수수퍼퍼바바이이오오를를 뿌뿌
리리에에관관주주에주면뿌리활착이좋고뿌
리발달이촉진된다. 관수는오전중에
실시하고온도가올라가면약간더준
다. 그리고뿌리썩음병이나무름병(줄
기) 등에는그그린린올올아아인인산산++수수산산화화칼칼륨륨
을을혼혼합합하하여여 11000000배배액액으으로로 뿌뿌리리 부부근근
살살포포해주면병예방및치료효과가크
고건전한생육을도모할수있다.

▶오이의생김새에따른 양상태

�약간가늘면서길게빠지는경우
는환경과 양이적당한상태.

�침이극히강하면서굵고짧으면
양과잉이거나고온인상태.
�어깨가 빠지면서 길게 신장하면
양과잉으로과번무한상태. 
�곤봉형으로생기면야간온도, 잎

수부족, 뿌리의활력저하
�끝이뾰족하면 양과수분부족,

뿌리의활력저하
▶다음호에계속

▶1122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일본의2001년도쌀소비량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고지지(時事)
통신이17일보도했다. 일본식량청이발표한2001년도의쌀소비량조
사에의하면, 1인당1개월평균소비량은2000년 비1.7％가줄어든5천
62ｇ으로나타났다. 

일본의쌀소비량은지난2000년도에는외식수요에힘입어지난96년
도에소비량을조사하기시작한이후처음으로증가세를보 었다.

쌀소비량의부문별로보면가정이1.8％, 외식업체가1.1％각각감소
했다.외식업체들의쌀소비가줄어든것은라면이나햄버거업체들의

적인가격인하공세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일본 쌀 소비량 지난해 감소추세로 반전

포장된농산물의표시사항을의무화하는‘포장농산물의무표시제’도입이
추진되고있다. 

농림부는가공식품을제외한과일∙채소∙건조농산물등모든포장농산물
에 한품목별∙종류별차별화된표시기준을마련하고, 산물판매농산물도
별도의표시규정을만든다는방침이다. 이를위해농림부는모든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을의무화할수있는법적근거를농산물품질관리법에신설한다는계
획이다.

포장농산물 의무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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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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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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농협협 110000001122--5522--114477008866

예예금금주주 -- 김김 현현

(맥반석+패화석)

당도촉진제⇒바이오그로골드!

※패화석※패화석, , 골분골분, , 어분어분, , 활성탄활성탄((숯숯) ) 염가공급염가공급

즉각 택배 실시

전면광고

▶상표명: 스테비아 참외,수박,딸기,메론,토마토,오이,사과,배,포도 등등 과

수,과채류

▶日日本本의 예

스테비아로 재배한 농산물이 맛∙당도∙저장성이 좋아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하며,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농산물중 스테비아를 사용하여

전량 수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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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의 300배 당도를 지닌 허브식물 스테비아와 맥반석 추출액을 융합한 신제

품으로, 고품질 조기수확∙맛∙당도∙저장성이 좋아 생산자, 소비자, 상인들

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 식 지회장 011-679-3520
완주군 봉동읍
전국 수백 포도 농가가 견학하고감
탄 또 감탄!
바이오그로골드 포도가 많이 달고도
잘익고 당도∙품질이 뛰어나 현 ∙
신세계등 백화점에 전찬리 공급중

최 원 회우 011-899-3857
여주군 가남면
오이잎이 두껍고 절간이 짧아지
며, 수세가 왕성하여 장기간 다수
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균병에 강한 것 같습니다.

고급브랜드(상표)출원⇒2003년3월말등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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