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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30일부터9월1일까
지3일간에걸친태풍”루사”의
엄습으로 전국적으로 막심한
피해를입게되었다.

하루강우량이900mm에이
르러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개
시이래최 신기록을세운집
중호우로200여명의인명피해
는 물론 고속도로∙철도∙국
도∙상수도∙유무선 통신망
등의 기간시설들이 마비되었
다.

그뿐만아니라, 전국 곳곳에
서가옥침수∙농경지수몰∙도
로유실∙가축폐사∙과일 등
농작물의 낙과와 도복피해 등
으로잠정집계만도2조원이상
에이르는극심한피해를입으
면서 마실물과 먹을 음식보급
마져끊긴곳이많아, 어디서부
터복구의손을써야할지망연
자실할수밖에없는참담한실
정이다.
�정부의선지원

후정산조치가최선
이런 경우에 신속하면서도

가장큰구조능력을발휘할수
있는것은정부밖에없다고본
다.

피해 극심지역을 신속히 재
해지역으로 선포함은 물론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
어복구작업에최선을다할것
을촉구하면서, 특히복구경비
지원은『선지원후정산』방식아
래 최 한 신속히 이루어지도
록 조치함으로써 추석을 앞둔
민심이반이나 농심역류의 반
발에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할것이다.

�농작물의 회생조치와
내년농사도 비해야

우선 전국적인 벼 도복률이
50%를 상회하는 엄청난 피해
를입었다고보는데, 물빠진후
에일으켜세우는일도중요하
지만, 질병의예방과건전생육

을위하여물20l에보리돌뜸씨
30g + 아미노닥터20cc의비율
로4~5일간격으로3회정도엽
면살포해주되 보리돌뜸씨 30g
과패화석효소20g을교 로살
포하면더욱효과적이다.

또한벼의염실률증 를위
하여 C∙P∙K를 단보당 20Kg
씩고루시비해주기바란다.

사과∙배∙포도∙단감 등
과일류의 낙과가 90%이상에
이른지역도많은것으로확인
되고 있는데, 태풍으로 상처난
잎의빠른재생을도와주고질
병감염을 예방함은 물론, 내년
의과수정상생육과수확을기
약하기위하여물20l에수펴바
이오3g + 그린키토20cc + 유기
농목초액80cc의균액을4~5일
간격으로3회정도엽면살포해
주어야한다. 

살아있는 가축들 역시 힘에
겨운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로
질병감염이나 생육부진을 초

래할우려가크며그로인한방
역비나사료비지출이큰부담
이 될터인즉, 건강증진을 위하
여 배합사료이든 청초사료이
든 파우워효소를 이용한 발효
사료를 만들어 충분히 급여하
면서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도
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본회사무국지원활동
본회 사무국에서도 각 지역

별 지회장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태풍피해 상황을 점검
하면서가장피해가큰지회순
으로200만원상당의엽면살포
용 미생물과 유기자재들을 분
할 지원해 드리기위하여 긴
히연락을취하고있는중이나,
모든 회원들에게 충분한 자재
지원이이루어질수없는점에

하여 사무국 임직원 모두가
크게안타까워하고있는중임

을양지해주기바란다.

�금년지회장연찬회
추석이후로일단연기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

일간 아산시 파라다이스 호텔
에서개최키로했던2002년지
회장단 연찬회도 일단 추석이
후로 연기하기로 하 음을 양
해바라며 추후 태풍피해 복구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찬회개
최가 무리없다 싶을때 일정을
확정하여 각 지회장들에게 개
별통지할것임을양해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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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강우량 900mm라는 사상최악 폭우피해로 손실 2조원

정부의『선지원 후정산』원칙아래 신속한 지원이 최선의 방안

수도작은 물론 과일류의 피해 경감을 위한 엽면살포 철저를

본회도 지회장단 연찬회 연기후 피해 극심지회중심 지원 전개중

사상사상유례없는유례없는태풍태풍『『루사루사』』피해복구에피해복구에총력을총력을!!

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나나무무++기기름름겸겸용용,, 목목초초액액 생생산산까까지지

과실류과실류 당도당도 측정기측정기전전국국과과일일생생산산 농농가가 여여러러분분!!
과과일일 가가격격을을 잘잘 받받으으시시려려면면
당당도도를를 표표시시하하세세요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과실류 품질인증을 위한 검사기계로 사용중

�온도보정기능이 없거나, 오차범위가 큰 저급한 외제품은 구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자원부 품질기술원의
우수품질인증EM마크획득

주 요 취 급 품 목

DIGITAL LCD표시

�토양 수분측정기: 양토,점토,식토,사토(4종 측정)
�곡물 수분측정기: 정부양곡 수매용
�목재 수분측정기: 표고버섯,양지버섯 재배용
�톱밥 수분측정기: 병버섯,퇴비생산물

�왕겨분쇄기(생왕겨): 사료,퇴비 톱밥 용
�온∙습도 측정기: 온실,보관창고,버섯재배용
�고추 수분측정기: 고추,고추가루 수분측정
�기타 수분측정기: 여러종류생산 개발가능

중중원원종종합합상상사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26
TEL: 043-256-4032~3, 011-467-8344 FAX: 043-256-4035
안내: 017-426-5124

정 측정 및 품질인증용
GMK-701R

과수생산농가 저가보급형
(현장용)
GMK-703R

가공식품용 GMK-702R

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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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 9월 1일 제182호 건강과 자연농업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농업연수원건립운동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610-17-001870

∙가입자: 유기농업협회

각도지부및시∙군지회임원진들은물론회

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기금조성노력으로금

년내에 진입도로와 연수원 부지조성은 물론 9

천평에이르는개간사업등이원활히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모금기간을

단축시킴과함께본회의정예회원육성과회세

강화를위하여현재12,204명에그치고있는평

생회원에 한배가운동을전개할것을제안하

오니 평생회원 여러분께서는 주위의 독농가들

을적극계도하여본회의평생회원으로가입토

록독려해나가는일에가일층의노력을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 8월중의 건립 성금 모금액

◆ 연수원 건립 성금 관리현황

정정철철우우-- 보보령령

김김태태곤곤-- 고고창창

이이자자((황황세세울울농농장장))

평평생생회회비비적적립립금금((2255××4400,,000000))

200,000

50,000

3,000,000

1,000,000

4,250,000

내 역 입금액(원)

8월 합계

평평생생회회원원배배가가운운동동을을전전개개하하자자!!!! 

2002년7월31일현재가용기금

8월모금

차입금변제

2002년8월31일현재가용금액

812,977원

4,250,000원

2,000,000원

3,062,977원

:

:

:

:

유 기 농 업 연 수 원 건 립 성 금 모 금 현 황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제14회세계 회참가

필자는 지난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
로 캐나다 빅토리아시에서 개
최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의제14차세계 회 겸
학술발표회와 제4차 세계유기
농산물전시회에참가하 다.

IFOAM은 1974년에 창립된
이래로매2년마다한번씩의세
계 회를 개최하여오고 있는
바, 본회는‘83년에회원으로가
입한이래‘84년의 제5회 회
때부터 표를 파견하여 유기
농업에 관한 세계적인 기술∙
정책∙무역∙인증과기준∙자
연생태계와환경보전∙토양관
리요령 등에 한 광범위한 학
술정보들을수집해왔다.

�농림부 등 각계 53명의
사상최 표단참가

2년전의13회세계 회까지
만해도매회2~3명의 표단밖
에 참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으나, 금번 제14회 회에는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
술원∙농원기술관리센터∙농
협중앙회 등의 농업관련 기관

표들은 물론, 농업생명과학
학의 교수진,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소속의 각 단체와 소비
자 표까지를 망라하여 총원

53명의 단위 표단이 참가
한데다, 김성훈 전농림부장관
께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
아 학교에서남북한의농업협
력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시던
중에 우리 표단을 안내하고
통역하여주기위하여합류하시
게되었다.

이번 제14차 세계유기농업
회의총참가자수는110개국

으로부터 1,300여명이었는바,
주최국인캐나다를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표단
을 참석시킨 결과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차차회 회인 제
16회세계유기농업 회를한국
으로 유치하기위한 세의 과시
와 홍보강화를 목적으로 참가
자를 최 한 많이 모집할려고
노력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
었다.

또한 농림부에서 친환경농
업 단체 표 16명에게나마 여
비중 1백만원씩을 보조해주며
선진 유기농업을 배워오도록
배려해준점도큰힘이되었다.

이런 결과로 본회에서도 필
자와 나기수 사무국장, 김판
옥∙윤경환이사등4명이동행
하여 각 발표장을 뛰어다니며
정보수집에 분주한 일정을 보
내었다.

�2박3일간에걸쳐
130여명이학술발표

8월 19일 13시에 캐나다 벤

쿠버 공항을 빠져나온 이후 유
기농업실천농장과유기농산물
전문매장 등을 견학하면서 현
장연수여행을2박3일간가진
후 21일 오후 5시에 국 챨스
황태자의 상 격려사와 함께
역사적인제14회세계유기농업

회의 개회식을 개최한 다음
22∙23∙24일의3일간에걸쳐
130명에이르는세계의교수∙
연구관들이분야별로연구결과
를 발표하는 학술발표 회가
열렸다.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작물
을 생육시켜 준다는 평범한 진
리를 재삼 확인시켜주는 여러
가지 실험연구발표, 병해충 방
제에 청초액비와 퇴비차의 사
용성과, 인류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체계의 재구성, 유기농산
물의인증∙지역내소비∙국제
무역, 유기농산물 애용을 통한
생산자∙소비자∙지역사회의
공동발전, 식품안보 확립방안,
유기농업의교육∙확산∙발전
방안, 저투입 지속가능한 유기
농법 개발 등의 과제들을 매일
같이 12개의 각각다른 발표장
에서 하루에 10여명씩이 동시
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갖다보니 어차피 모든 발표를
다듣고배울수도없는일인데
다, IFOAM-ASIA협의회 임원진
과의간담회, 금년11월에한국
에서개최할ARNOA(아세아유
기농업연구망)심포지엄 준비
모임, 내년8월에개최할제6차
IFOAM-ASIA 회 준비모임 등
분주한 국제모임에도 빠질수
없다보니눈코뜰새없는일정을
보내게되었다.

또한 24일부터 25일까지의
양일간에는제4차세계유기농
산물 전시회가 열려 본회를 비
롯한5개환경농업단체가준비
한 유기농산물과 포스터를 전
시하고 홍보하느라 김성훈 장
관과 함께 종일 떠들다보니 심
신이 피곤하여 몸살이 나면서
기침이 많아져 컨디션 조절에
많은신경이쓰이기도하 다.
�주제발표와토론의
결론은하나같이

『지구의미래는유기농업뿐』

130여명에이르는분야별발
표자들의 하나같은 결론은, 앞
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서는 인류가 종사하고
있는농업분야가유기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지
역사회 주민과 생산농민이 유
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유기
적사회가되어야하며, 인류의
건강 또한 유기적 건강체로 가
꾸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
며, 인간관계또한유기적인간
관계로 변화시켜야 비로소 지
구 전체가 원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었으며, 그 중심적 역할
을할수있는것이바로유기농
업이며 이를 실천하는 농민과
소비자들이라는것이었다.

필자도국내에서강의할때마
다 강조하던 내용이었으나, 셰
계의석학들이한목소리를내고
있는것을확인하면서스스로를
더욱 격려하게 되었고, 자신감
으로재충전됨을느끼면서 단
히유익한세계 회 다는감동
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으니만
큼, 독자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만난을무릅쓰며우리
나라의유기농업을선도해온업
적에 한자부심과긍지를드높
이면서, 더많은일을해나갈수
있는때를만났다는자신감으로
무장한 후 더욱 열심히 유기농
업실천에매진하여주시길소망
하는바이다.

칼 럼정 진

—

지지구구의의미미래래는는유유기기농농업업뿐뿐이이다다!!

▲지난24~25일간제4차세계유기농산물전시회에서본회가준비
한유기농산물과포스터를전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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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리작재배

◆목적: 적정수량생산으로
벼재배시무비재배

◆ 상지선정
�재배적지: 한수남부 평야

지
�토성: 배수가양호한사양

토�사질양토
※ 배수상태에 따라 성공여

부가 결정됨(월동율은 저온보
다습할경우낮은경향이며배
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생육 양
호)

※수확시기건조할경우파
종전(벼수확10일전)에관수가
가능해야하며생육재생기(4월)
에도관수가가능해야함

◆시비
�토양비옥도가 보통 이상

의토양: 무비
�척박한토양: 인산과칼리

질비료각각4kg/10a 내외
◆파 종
�파종시기및파종량

(표2참조)

※입모중파종시벼베기5�
7일경이가장알맞은경향이며
콤파인 수확시에는 볏짚을 절
단하여 깔고 그 로 두거나 골
고루펴줌

※파종한계기: 파종후복토
시10월15일(겨울철기온이평
년과비슷하거나약간높을때)
정도이며 입모중 파종시는 10
월초까지임

�밭재배

◆사료(녹비)작물재배
�옥수수재배지녹비및조

사료생산
�파종시기: 8월하�9월상
�파종량: 10a당3�4kg
�파종방법: 산파 또는 조

파

◆종자채종
�파종시기: 8월하�9월상

(前작물수확이늦을경우10월
상순�중순)

�파종량: 10a당15kg(헤어
리벳치4 + 중만생종호맥: 11)

※ 반드시 지지식물인 호맥
과혼파실시

�파종방법: 산파또는조파
�수확및정선: 낫으로벤후

건조하여 탈곡후 정선(호맥과
분리)

※수작업시노력이많이들

고수확시기(6월중하순)에비가
많이 오면 수발아 및 건조작업
이 어렵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
성이많음
<자료: 경기도농업진흥원>

고추달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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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뿌리배추를 살려준다. 
● 살포후 3일후부터 새뿌리가 굵어지고, 

혹은 작아진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250배로 희석하여 살포☆ 1병:30,000원

■■■■ 효효효효 과과과과

● 수박에 발생하는 제반병마를 사전에 예방

● 성장속도가 빠르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로 희석하여 살포☆ 1병:15,000원(500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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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달가스혹달가스

수박달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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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증진및토양물리성개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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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어어리리벳벳치치실실증증재재배배기기술술요요약약

이책은쌀겨를논밭에뿌려잡초를없애고작물의생육을
좋게하며특히벼에서는밥맛이좋은쌀을생산하는친환경농
사법을설명한책이다.

쌀겨는인산이나무기질, 비타민을다량함유하고발효기폭
제로서의힘이매우강한물질이다. 이쌀겨를논에뿌리면다
양한유용미생물이증식하여표층을일시적산소결핍상태로
만들고유기산을생성하며논표면에끈적끈적한층을만들어
잡초발생을억제하게된다.

또흙의생명력을강화하여각종 양소를유효화하고작물
생육을건전하게하고, 병원균번식을억제하며맛이나품질을좋게한다. 이책의특징은쌀겨
로이러한효과를거두는방법을설명할뿐만아니라발효비료이용과반무경운재배를병행하
여쌀겨농법의효과를배가시키는사례를듬뿍담고있다는점이다.

농약과비료를쓰지않거나적게써서농사짓는것을고려하거나실천하는분들께이책은
농자재로서의쌀겨의이용가능성과논밭에서일어나는생명현상에 한유용한정보를제공
할것으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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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간

내안
쌀쌀겨겨농농법법

재
배

비료사용 무비 인산시용 칼리시용 인산+칼리시용

수량지수(%)      100       127          135            146

▼▼헤헤어어리리벳벳치치의의인인산산및및칼칼리리질질비비료료의의시시용용효효과과((표표11))

구 분
파 종

시 기 양(Kg/10a)

밭 8월하~ 9월상순 3 ~ 4Kg

답리작
입모중 9월하순(벼수확10일전)

10월상~ 중순

8 ~ 9Kg

8 ~ 9Kg벼수확후

▼▼파파종종시시기기및및파파종종량량((표표22))

(충남도원, 1928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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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련 예산= 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이 폭
삭감돼 올해도 쌀 란이 우려
된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
입에 필요한 운 자금 지원예
산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 농
림부는수확기에328개미곡처
리장이 자체 매입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개소당
30억원수준인9,840억원의운

자금을 반 해야 한다는 입
장이지만예산당국은협의과정
에서 5,904억원으로 지원규모
를줄 다. 이는지난해특별자
금5,000억원을포함한총지원
액 1조850억원의 절반 수준이
다. 

미곡처리장들은 지난해 이
같은정부지원액만으로농업인
들의 매입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 농협중앙회가 자체 자
금으로 지원한3,500억원을추
가해550만섬을자체매입했다.
그러나 내년에 개소당 18억원
정도를 지원할 경우 미곡처리
장이 자체 자금을 포함하더라
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210
만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
정되고 농업인들은 수확기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쌀
값하락이우려된다는것이다.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지
원= 종구갱신 예산으로 14억
5,000만원이 확보됐다. 농림부
는 그러나 내년부터 중국산 마
늘 수입자유화에 비, 마늘산

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구갱
신사업을 확 하고 50인 국고
지원율을70로올리기위해34
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요
청했다. 또마늘농작업기계반
값공급(국고지원50)을위한예
산(24억원)과 밭기반정비사업,
마늘산지유통센터관련예산도
새로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당
국은 이같은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등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를위한추가예산배정에 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 제

고사업이 계획 로 추진될 수
있을지우려되는상황이다. 

◆직불예산= 논농업직불예
산의 경우 농림부는 비진흥지
역은 올해 수준(1㏊당 40만원)
을 유지하되, 진흥지역에 해
서는1㏊당50만원에서70만원
으로올려줄것을요청했다. 그
러나 예산당국은 이에 해 부
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
환경직불과 통합할 것을 요구,
예산 협의 자체를 미뤄놓은 상
태다. 

경 이양직불제는지급 상

과 지급단가를 올리고 농규
모화사업과 연계 운 한다는
목표아래154억원의예산을요
구했지만전액삭감됐다. 231억
원을요청한조건불리지역직불
예산 역시 한푼도 반 되지 않
아 이들 직불사업 자체가 무산
될위기에놓여있다. 다만친환
경직불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
액보다8억원이줄어든30억원
의 예산이 확보돼 명맥은 유지
할수있게됐다. 

◆기타= 농작물재해보험사
업의운 비지원율을현행70
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사
과∙배의 경우 전국으로 확
실시하기위해168억원의예산
을신청했지만120억원만반
됐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에 비해490억원을요청
한가축방역비도250억원만확
보됐고,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40억원을 신청한 그린투어 활
성화 예산도 29억원으로 줄었
다. 이밖에도우수농산물학교
급식공급구축(77억원) 등농정
여건변화를고려해반 한23
개신규사업 예산요구액6,200
여억원도 크게 삭감됐거나 반

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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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신간안내
내내년년농농업업예예산산삭삭감감∙∙축축소소편편성성‘‘파파장장’’

전전국국의의 농농인인과과관관계계기기관관
이이 애애타타게게 찾찾으으시시던던 바바로로
그그정정보보

토토양양의의기기초초부부터터피피해해사사례례
까까지지작작물물의의 양양생생리리장장애애
에에관관한한
-- 기기술술지지침침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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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증상들을원색사진과함께명확하게규명∙해설하고
책을제시해놓으므로써각종재배현장에서유기적이고보
다폭넓게활용할수있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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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426
전화: 031-797-0808~9
팩스: 031-797-0008

벼,상추,꽃,잔디,과수,근채류 등 기비 및 추비로 가능

토비비료는 산업자원
부가 품질을 인증한 1
등급 비료입니다.
(GR M 9001-2000)

순수한 부산물비료로
퇴비입상화 성공
화학비료는 이제그만

소득을 높이고,화학비료감소
비료살포기 사용하여 인건비 절약

친환경농업은 토비비료로 완성하세요

특허 제 0286579 호 ※ 업직원 및 리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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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수확시기에는 기상조
건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홍
고추를장기저장할수없어고
추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고추를 건조하게 되는데 고
추 건조방법에 따라 고추 고유
의맛, 양소, 색상, 매운맛정도
등 상품가치에 많은 차이가 발
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됩
니다. 

일반적으로 고추는 수확하
여 건조시킬때 건조기를 이용
하는 방법과 햇빛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화건고추로 고추를 수확하여
건조기에 건조시킬 때 건조실
온도가 보통 60~80℃에서
20~30시간정도건조시켜서만
듭니다. 이건조방법은다른건
조과정보다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추의 색상 및
향, 맛이떨어져서양질의고추
를생산하기어렵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태양초(양건)

로 햇빛을 이용한 자연건조방
식인데 건조공간을 많이 필요
로하는것은물론고추를건조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
르는문제를갖고있습니다.

즉 고추를 돗자리나 비닐하
우스안에서 고르게 널은 상태
에서 햇빛에 노출시켜 건조시
켜야 되므로 비교적 많은 공간
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량의
고추를건조시키는데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비가내리는경
우를 비하거나 고온의 태양
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비닐하
우스 내에서 건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더
욱더공간이용에큰문제가
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바닥에 널어진 고추의 바닥부
분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
하게 되고 통풍이 원활하지 못
하여 생산자는 수시로 널어진
고추를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하

여야 되기
에 시간과
노 동 력 이
많이 소요
되고 자주
뒤집어 준
다 하여도
부패현상이
발 생 하 여
고추의 질
이 떨어지
는 등 상품
가치가 크

게 저하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옛날 처마밑에 걸어
서건조하던 옥수수, 호박고지,
마늘 등과 같이 홍고추도 입체
적으로 걸어서 건조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에서 태양초 고추
걸이를고안하게되었습니다.

태양초 고추걸이를 개발하
면서2가지문제가 두되었습
니다. 첫번째 문제는 하우스안
의 온도가 고열일 경우 하우스
맨 위쪽부분의 고추가 까맣게
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습니
다. 그러나아주무더운더위에
실험한 결과 그런 우려와 걱정
은전혀할필요가없었습니다.
하우스안의 온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시키고 차광막을 씌워
하우스안의온도를조절함으로
맨위쪽 부분에 걸려있는 고추
도 자연색 그 로 잘 건조되었
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수확한 량의 홍고추를 언제
고추걸이에끼울것인가에달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손만 많
이들어불편한것이아닌가하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기준 1인 300~500
㎏ 이상 끼울수 있도록 원터치
방식으로 제품을 고안, 고추끼
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추
수확하는시간의1/10 정도밖에
안 걸리도록 하 습니다. 고추
걸이를 사용하여 본 농가에서
는 고추끼우는 걱정은 전혀 생
각할 필요도 없다고들 합니다.

아주쉽게끼울수있다는것입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니“태양초고추걸이”는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고
추를 건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존 재래방법보다 20배많이
건조)

�고추건조에 소요되는 시
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
며( 90%정도절감)

�건조과정에서 썩거나 희
나리가발생하지않으며

�선홍색의 생고추가 양
의손실이전혀없을뿐아니라
변색없이원색그 로를유지하
면서 맛이 뛰어난 상품가치가
높은 양질의 태양초를 생산할
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비
닐하우스가 없는 농가나 가정
에서는 덕장(고추걸이를 걸수
있는틀또는지지 )을만들거
나 빨래건조 위에 걸어놓고
그위에비닐을덮어씌우고환
기구멍을 만들어 주면 비닐하
우스와동일한효과를볼수있
습니다.

한국의 표음식인 김치, 깍
두기, 고추장 등 주양념재료가
고추가루인음식은우리땅에서
자란 홍고추를 태양초로 만들
어 사용하여야만 제맛이 난다
고들합니다. 그만큼고추의건
조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
으로“태양초고추걸이”를필요
로하는농가및가정에서아주
편리하게 태양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더욱더연구개발, 보급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
다.

▶태 양 초 고 추 걸 이 의
효율적인사용방법

�수확한 홍고추를 음지에
널어 고추꼭지가 시들시들할
정도로(보통 2~3일간) 충분히
숙성시킨후고추걸이에건다.

�고추걸이를 틀이나 줄에
매달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작
업하면더욱효율적이다.

�하우스내의 온도가 고온
일경우환기및차광막을씌워
고추가타는것을방지한다.

�하우스내의 온도가 낮을
경우 문을 닫고 차광막을 제거
하여온도를높여준다.

�하우스내 건조과정중 우
천시에는 문을 닫고 차광막을
씌워건조시키는데오후5~6시
경에는 문을 열어 하우스내의
습기를제거한다.

아주 편리한 신개념 고추건조방법이란?

CMYK

CMYK

CMYK

CMYK

▲2001 TAMAS전시회에서‘고추걸이’를사용하
여홍고추건조를시연한모습.

태양초 만드시는데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요!

▶“태양초고추걸이”란?
고추걸이에홍(생)고추를다발형태로형성하여비닐하우스내, 옥상,
정원, 베란다, 기타공간에서입체적으로자연건조시키는기구입니다.

▶“태양초고추걸이”의특징
�좁은공간에서많이말린다.   
�뒤집어주지않는다.                       
�작업이아주간단하다
�반 구적으로사용한다.             
�1개에1.5 ~ 2㎏의홍고추를건다.             

▶주문및배송방법
�가격: 990000원원//11개개, 전화주문 �배송방법: 택배(50개이상구입시택배비무료)
�홈페이지(www.hinongsan.com) 이용하여신용카드결재및할부구매가능
�계좌번호: 농농협협220077--0022--228899887700((예예금금주주:: 송송병병희희))

썩썩지지 않않고고 많많이이 말말리리는는 ∙∙ 신신개개념념 고고추추건건조조기기구구

태태 양양 초초 고고 추추 걸걸 이이

태양농자재(홈페이지: www.hinongsan.com)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15-65                              

전화:033-345-9594 팩스:033-345-9594 핸드폰:011-9799-

태양초 고추걸이
실용신안등록

- 제0232926호 -

�썩거나희나리가발생하지않는다.
�맛, 양소,색상이살아있는태양초를만든다.
�시간과노동력을 폭절감한다.
�1개의홈에3~5개의홍고추를끼운다.
�1일300 ~ 500㎏이상끼운다.

태양농자재
☎033-345-9594
송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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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축제가 지난 23일부
터 27일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열렸다.

여섯번째인 이번 행사에선
다채로운 여러가지 볼거리와
먹거리 등 각종 이벤트가 있었
고, 그 중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와한국유기농업협회가주관하
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경실련가족연

가후원한“전국친환경농업
품평∙전시회”가 농심과 소비
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
했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전시
한 친환경농산물을 애정어린
눈길로 살펴보는 농민과 소비
자들을 품평∙전시회가 열린
무주군예체문화관전시실에서
많이볼수있었다.

23일 열린 품평회에선 권광
식심사위원장과심사위원들이
수고를해주신결과, 예의
상인 농림부장관상은 공상길
(전라북도 정읍시)씨의 유기재
배 건고추가 차지했고, 금상인
전라북도 도지사상은 이상운
(전라북도 무주군)씨의 저농약
재배 사과와 한희복(경기도 남
양주시)씨의 유기재배 감자에
게돌아갔다.

은상인 무주 군수상은 한강
희(전라북도 김제시)씨의 무농
약재배 배와 이정모(경기도 여
주시)씨의유기재배쌀, 그리고
석종욱(경상남도 양시)씨의
유기재배김치가수상했다.

동상인환경연합단체연합회
장상은 김왕경(경상북도 상주
시)씨의무농약재배포도, 강

인(전라남도 보성군)씨의 유기
재배쌀, 이기철(전라북도무주
군)씨의포도, 그리고전갑식(전
라북도 무주군)씨의 토마토 등
이차지했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유일하
게천연기념물제322호로지정
된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
기의 서식지를 소재로 한 테마
축제로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
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이미지
를 강화하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는지역개발축제이다.

반딧불은 우리나라 천연기
념물로서곤충이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2종(種)인데 장수
하늘소(Callipgon relictus)는 종
(種)이지정되었고무주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먹이사슬(다
슬기)의서식지(接息地)가지정

되어있다. 반딧불이는 무척추
동물(無脊椎動物), 절지동물문
(節肢動物門: Arthopoda), 곤충강
(昆蟲綱: Insecta) 중유시아강(有
翅亞綱 : Pterygota), 딱정벌레
(Coleoptera), 반 딧 불 이 과
(Lampyridae)로분류되는곤충이
다. 반딧불이는 발광 생물로서
생물학상 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날라다니는 반딧불은
국민의 정서 생활을 돕는데도
중요하다.

특히, 형설(螢雪)의공 즉 진
(晋)나라 차윤(車胤)이 반딧불
밑에서, 또손강(孫康)이눈빛으

로 을 읽고 출세했다는 고사
둥으로 소년의 교육상 가치가
있으며어른들에게는유년시절
반딧불을 가지고 놀았던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있어 동심
의 세계로 돌아가 어릴적 꿈을
일깨우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
록하는곤충이다. 

과거에는 습지나 깨끗한 하
천에 많이 살고 있었으나 식량
증산으로 농약 살포와 주거환

경 개선으로 각종 오염물에 의
한 수질악화로 부분의 서식
처가 파괴되어 멸종 위기에 있
던 중 그나마 전국에서 유일하
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일원의
하천에서 살고 있어 그 서식지
를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
물제322호로지정하 다.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를 그
동안 무관심 속에 있다가 무주
군에서발간하는군보를“반딧
불”로제명을바꾸면서반딧불
이 살리기에 활기를 찾기 시작
1997년 반딧불이의 자연 유산
을 소재로“무주 제1회 반딧불
축제”를성공리에문화환경축
제로승화시켜“반딧불축제”가
1998년 문화예술진흥원의“우
수기획문화축제”로 1999년 문
화관광부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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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식심사위원장(우측첫번째)과심사위원들이“전국친환경
농업품평∙전시회”에서 출품된친환경농산물을심사하고있다.

▲김세웅무주군수(좌측두번째)가전국친환경농업품평∙전시
회장을방문하여관계자들의노력을치하하고, 전시된친환경농산
물에 해설명을듣고있다.

▲제6회무주반딧불축제에서열린“전국친환경농업품평∙전시
회”에전국각지에서출품한친환경농산물의전시모습. 

▲농민과소비자들이전국친환경농업품평∙전시회에서전시된
친환경농산물들을관심있게살펴보고있다.

▲제6회무주반딧불축제행사의일환인“전국친환경농업품평∙
전시회”에서한희복∙이상운씨가금상을수상하고있다.

우리동네우리동네 우리소식우리소식!!

전국전국 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 품평∙전시회품평∙전시회



건강과 자연농업 �7�제182호 2002년 9월 1일

피라미드사용효과의사례별모음⑬

�어깨통증∙얼굴부종이
깨끗히사라지고의욕충
만

김은순: 서울시도봉구 창
동(02-993-4733)
40 중반의 중년여성 입니

다. 12년째미용실을운 해오
면서 전문 직업인 으로서 보람
도 크지만 매일같이 반복되어
사용되는미용재료가독한화학
물질로 피부트러블과 습진은
물론이고 하루종일서서 일을
하다보니 오십견과 비슷한 증
상인 어깨 결림으로 통증이 심
하여 일과를 마치고 침실에 들
어서면 신음소리에 가까울 정
도의 고통으로 한참동안 어깨
맛사지를 하고나야만 겨우 몸
을추스릴수있을정도 으며
다리도 붓고 머리도 맑지 못하

다.
그러나금년봄2월경에우연

히 남편이 가지고온 피라미드
를이용해보니10여일이경과
하면서부터신기하리만큼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얼굴
이붓는현상도사라져좁은집
에 설치한 피라미드가 처음에
는 매우 불편하여 치워버리자
고 성화를 부리기도 하 으나
지금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
하고 사용하고 있다보니 일에

한성취욕도향상되었다.
또한 남편에게 주물러 달라

고 애교를 부릴 필요가 없어졌
다.

종일토록저와같이서서일
하는직업인들에게는가장필요
한 필수용품이라고 생각되니
농민회원 여러분들도 침실에
설치하여 사용해보시길 권해

드린다.

�수면부족∙피로누적이
해소되고, 아들의 학습
열제고

봉필신: 나주시 공산면
(061-336-0011)
27년째 양계업에 종사해 오

고있는40 중반의가장입니
다 평소 체질적으로 예민한 성
격에 오침이나 저녁 잠자리에
서도깊은잠에들지못해, 다음
날에 피로누적이 반복되어 여
러 민간요법을 동원해 보았으
나차도를보지못하던차에『건
강과자연농업』에소개된피라
미드기사를접하면서지난5월
하순에유기농업협회로부터피
라미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직후부터 예민했던 성
격의 향으로 부족했던 수면
도 깊은잠에 빠져들게 되어 몸
이 훨씬 가벼워짐을 확실히 경
험했으며, 둘째 아들도 초등학
교4학년에재학중인데공부방
에 설치해 주었더니 무슨 철이
들었겠습니까마는아주좋아하
고 학교 수업시간에도 더욱 흥
미를갖게되는것같아부자간
에 계속해서 정답게 사용 중에
있읍니다.

�『피라미드水』로 세수하
면기미∙주근깨도사라
져

미국과 일본에서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중에, 물을 피라미
드 내에 24시간이상 놔두었다
가그물로세수를하면한달내
에 기미와 주근깨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효과보

다는 24시간 피라미드 처리한
『피라미드水』를계속하여마시
게되면, 소화촉진과함께신진

사 활성화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이 증진되면서 활력을 갖
게되고, 외부피부도탄력을되
찾게되어 1석2조의 효과를 올
리게된다.

허리가 쑤시고 아프다던가
내장에 암이나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그 증세를 완화시키거
나 치료해내는 피라미드 氣의
작용원리는, 질병세포에 맑고
활기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만 하면 그 세포는
정상세포로 바뀌고 그때까지
나타났던 질병은 자취를 감추
게된다는것이다.

그런데 피라미드 氣를 공급
받기위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6~7시간씩의 수면을 취할때마
다 피라미드 안에서 자기만하
면충분한氣를받을수있다.

다만처음일주일정도는잠
을 제 로 이루지 못하고 꿈만
선명하게 꾸게되어, 아침에 일
어나도잠을잔것같지않은느
낌이들게되지만, 차츰피라미
드 氣와 자신의 氣가 동화되면
편한잠을잘수있게되며활력
과정력강화를느끼게된다.

�어렸을때의중이염이재
발됐으나완전치료

본회부회장정진
(019-9209-1250)
세계 각국의 피라미드 효과

사례중 염증이 있는 환부의 치
료가 가장 빠르다는 기록이 있
다.

본인의 경우도 50년전 초등
학교3학년때개울에서물장구
치며 놀다가 왼쪽귀에 물이 들
어가중이염에걸렸는데, 그당

시엔 약이 변변찮아 수년간의
고생끝에 겨우 치료시킨후, 최
근까지 아무탈없이 45년을 보
내었다.

그런데 55세가 넘어가니까,
까닭없이 중이염이 재발하여
염증이 생겼는데, 이비인후과
병원에가서4~5일치료하면낳
기는하나1개월도못지나재발
을 거듭하게 되어, 병원의사에
게 중이염 하나도 시원스럽게
치료해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업의 행세를 하느냐고 심한
불평을토로하 다.

그랬더니 의사왈,
『큰 종합병원에 가
서 귀수술을 하면서
염증부위를 깨끗하
게 걷어내야 완치시
킬수있지동네병원
에서는 항상 응조
치 밖에 못한다』는

꾸여서 오랜기간
입원해 있을 시간도
없다보니 앙앙불락
으로가끔병원을들
락거리던중, 2000년
11월에조잡한하우
스파이프나마 피라
미드를 만들어 침실
에 설치한 이후로 1
개월만에 가렵고 염
증이 계속되던 귀가
깨끗히 나아버리게
되어, 본인은그것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도피라미드氣의충
분한 효과를 인정하
고가족전원은물론
부엌에도, 쌀뒤주위
에도 피라미드를 설
치하여 쌀벌레 발생
을 100% 막고 최상
의밥맛을유지해나

가고있는중이다.

�다음호에계속.

피라미드의체험사례

나무+기름 겸용,목초액생산으로 유기농업까지

�편편리리한한설설치치::기존의가정용기름보일러와설치방법이동일
하여전문기술자가아니어도편리한설치가능.

�완완벽벽한한겸겸용용제제품품:나무보일러의문짝이나옆측에 버너만을
설치한제품이아니고나무, 기름분리된각1개의보일러를
제작하고병열설치를응용한완벽한겸용보일러.

�연연료료비비절절감감::겸용보일러로서화목및잡쓰레기를연료로사
용하여연료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

�장장시시간간 난난방방::나무1회투입시최 15시간동안연속난방이
가능하여야간취침중에연료를더투입하는번거로움이없
고기름연료를완벽하게절약.

�기기름름연연료료단단독독사사용용시시에에도도추추가가연연료료비비절절약약기기술술::�실용신안

등록제0186374호난방수분리겸용보일러�로서기름보일
러사용시에는나무보일러난방수는데우지않고분리된기
름보일러난방수만데워주는기술로연료절감.

�목목초초액액생생산산으으로로유유기기 농농::한해동절기동안연속사용시최
기름800리터(40말)까지목초액을생산하여유기 농자

재로사용.
�풍풍부부한한온온수수::풍부한온수로 농노동후편리한목욕및개인

위생의향상.
�안안정정성성::외출중정전시에도충분이안전토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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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용소형피라미드개발

일상생활에서가장중요한일을하
는주방에서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
도록한변의길이가40㎝인순동의피
라미드를개발하 다.(꼭지점에히란
야양각)

부엌한쪽에두고바닥에칼등의연
장을놔두면서, 계란이나우유도보관
하고, 김치와음료수등을24시간이상
넣어두었다가먹거나마시면, 물이자
연스럽게�자화수�로변하게되어생
리활성화역할이커지며, 변질방지와
함께쥬스류의신맛이나우유의비린
내등이가시게되면서장기보관도가
능하게된다. 

보급가격은1 당6만5천원이다.

실실용용신신안안등등록록
제제00119933880099호호
제제00118866337744호호

자매품: 나방캐치

한국산업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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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전자변형식품) 이란무엇인가?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 조작
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후에이를다른종에삽입
하는기술을말한다. 1953년세
포속의 DNA 구조가 밝혀지고
70년 이후 DNA를 자르는 것
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기술
도가능하게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
들 어 진 생 명 체 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 조작(변
형) 생물체라부른다. 유전자조
작이벼나감자, 옥수수, 콩등의
농작물에행해지면서유전자조
작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
물을가공하면유전자조작식품
이라고한다.

유전자조작에 의해 삽입된
새로운 유전자가 항상 이론
로그성질이나타나는것은아
니다. 이론이실제와다른경우
가있으며이런현상에 한원
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
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정확도
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면 새
로운 유전자가 세포의 DNA속
으로 삽입되어 세포자체의 엉
뚱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도있어그부근유전자집단
의 조절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
성도있다. 다시말해미처예상
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

그러나 GMO의 구체적인 위
험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한창 연구

가진행중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현황

우리식탁의 70% 가까이가
외국 수입농산물이다. 콩의 경
우는8%만이국산이고나머지
는모두외국산이다. 가장많이
수입하는 미국산 콩의 경우 유
전자변형 콩의 재배면적은 전
체 콩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 시골에서 자급자족용
으로 재배한 콩이 아니라면 사
료, 두부, 과자등에들어가는콩
은 부분 유전자변형 콩이라
는 얘기다. 지금까지 개발된
GMO품종은콩12종등모두40
여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환
경 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재배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
은것은유통이금지돼있다. 사
료용과 식용으로 나눠 각각 안
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각
기 동물이나 사람에게 사용이
금지돼있다.

�GMO에 한세계
각국의입장

전세계적으로 GMO에 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
아지면서 반 의 목소리가 점
차거세지고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
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
언(GMO-free 선언)하고있는추
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수립하고있다.

▲유럽: 이미 유럽 각국에서
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
서완전히사라졌다. 유럽의농
민∙소비자∙환경∙사회단체
들이 90년 중반부터 GMO에

하여 줄기차게 반 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프랑켄푸드라고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형유통업
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
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
다고선언한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향으로
유기농축산물의생산과소비가
폭증하고있는추세다.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
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이미97년부터다양한안
전조치와규제를만들고있다. 

▲일본: 2001년부터 표시제
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 운동을 꾸준히
펴온결과된장등의장류는비
GMO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
의맥주회사들(기린, 아사이, 삿
포로)과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
다.

▲미국: 그동안 GMO의 종주

국으로서 그에 해 무관심했
던 미국 소비자들도최근 GMO
의 문제점에 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
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
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
하고 있으며, 몬산토를 상 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
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
즈는 유아식에 GMO를 사용하
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회
사인프리토레이와패스트푸드
업체인맥도날드도각각GM 옥
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
로선언하 다.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
하고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
서는농민들을중심으로“몬산
토는인도를떠나라”는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
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
적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
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

다몬트리올에서150개국 표
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
하는�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를채택했다.

<자료: edaily에서>

▲사회단체회원들과시민들이GMO를반 하는“STOP GMO”라는
플래카드와피켓을들고시위를하고있다.

나무의수세회복과2차병감염을방지
하기위해서는작물에필요한원소, 미량
요소에마그네슘함량을강화시키고비
교적탄수화물이많이들어있는키키토토산산,,
아아미미노노탁탁터터,, 목목초초액액을을 물물11말말 2200cccc를를 넣넣
고고33��44일일간간격격으으로로22��33회회엽엽면면살살포포함
으로써 인산화작용, 질소 사작용, 효소
계활성화등식물체의 사작용을원활
하게하도록만들어야할것이며, 보보리리돌돌
뜸뜸씨씨를를 물물11말말당당 3300gg에에황황설설탕탕1100gg,, 아아미미
노노탁탁터터2200cccc,, 마마그그네네슘슘4400gg을 넣고 엽면
살포하면잎의보호와잎의엽록소의형
성을촉진시키고광합성및동화작용능
력을증 시켜식물의각종병해충피해
를최소화하여작물을건강하게자라게
한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잎의
피해회복및수세회복등에총력을기울
여야할것이다. 

▶▶문문의의처처:: 무무안안해해제제강강제제석석지지회회장장 ☎☎
006611--445522--66220000으으로로문문의의바바람람

�낙과된과실을이용한
액비제조
태풍(루사)에의해서과수농가에막

한피해를주고동해상으로물러났다. 강
풍에의해낙과된과실을버리기보다는
과일발효액비로만들었경우가장이상
적인 양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식물이
필요로한양분을함유하고있다.

낙과된과일을주워(병든부위도려냄)
깨끗이씻어25말용고무통에과일을잘
게절단하여넣고발효제콤콤포포스스트트티티나나
생생력력효효소소를를 33kkgg을을 켜켜켜켜로로 넣넣고고 33��44개개
월월 봉봉하하여여발발효효시킨다음사용하면된
다.

사용방법은액비를플라스틱통에서
늘한곳에 봉보관하고엽면살포(최
100배액)나 관수시(최 200배액) 함께
사용하면된다. 부산물을이용한 양제
를 만들 경우 골분이나 깻묵, 혈분등을
함께넣고발효시키면다양한미량요소
를함유한부산물을이용한 양제를만
들수있다.

�태풍으로인한도복및생육부진
책

태풍이한반도를강타하고동해상으
로물러나면서곳곳이침수피해와일조
부족으로인한생육부진, 도복등많은피
해를 보고 있다. 침수된 농작물은 물로
깨끗이 한번 씻어내고 물1말당 보리돌
뜸씨30g+ 황설탕10g+ 아미노닥터25cc

를3일간격으로2회이상엽면살포하면
식물체잎의표면의왁스층을두껍게발
달시켜 기생성병원균들의 잎의 표피세
포에침입해들어오는것을막아주며, 건
전한생육을도와준다. 모든작물에공통
으로적용되며단지결과모지로이루어
진것소위마디성식물의경우에는아미
노산함량을낮추어서사용하여야한다.

양생장이과도할경우줄기가너무무
성하게되고수정이부실할수있으니아
미노산제제는식물에따라가감하여사
용하여야한다.

일조부족으로인한생육부진에는물
25말에 수수퍼퍼바바이이오오11봉봉((7755gg))++황황설설탕탕
225500gg++유유기기농농목목초초액액11225500cccc++아아미미노노닥닥
터터550000cccc를를혼혼합합하여3�4일간격으로2
�3회엽면살포하여준다.

태풍에의한벼도복이예상되거나도
열병또는이삭목도열병이예상되는곳
에서는물1말당보보리리돌돌뜸뜸씨씨3300gg++황황설설탕탕
1100gg++ 뉴뉴파파워워겔겔2200cccc를를11주주간간격격으으로로22회회
를를살살포포하여주면된다.
�침수로인한작물이시들어버리

는현상
침수로인해작물이시들시들해지는

현상이발생하는데이는물의침수로인
해뿌리의세근이활동력을잃어버려시
들시들해진다.

치료는침수후속히 물을빼주고완전
히빠졌으면우선엽면시비로보보리리돌돌뜸뜸
씨씨3300gg에에흑흑설설탕탕1100gg을을넣넣고고,, 아아미미노노산산
양양제제2200cccc를를22--33을을간간격격으으로로 33회회정정도도 살살
포포해주고물이완전히빠졌다고생각되
면수용액처리를하여세근의활력을왕
성히발육시킬수있다.

((수수용용액액만만드드는는법법::  물물55말말에에수수퍼퍼엔엔자자
임임이이나나찌찌모모겐겐11봉봉에에아아미미노노탁탁터터5500cccc를를
혼혼합합하하여여1100분분간간잘잘저저어어주주면면수수용용액액이이
된된다다..))

사용량: 물빠짐이좋은포장에서는작
물1주당2리터정도흠뻑관주해주며물
빠짐이나쁜포장에서는 3일후다시한
번동일한방법으로관주해준다.

위와같이관주해주면빠른회복이가
능하다. 

▶다음호에계속

▶1122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9월중 농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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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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비료생산업등록번호제10-나-1-73
농협지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경기 37호

미나리는각종요리에활용되는것은물론, 한방에서잎과줄기를수근(水芹)이라
는약재로쓰는데, 고열로가슴이답답하고갈증이심한증세에효과가있고, 이뇨작
용이있어부기를빼주며, 강장과해독효과가있다. 이런미나리의효능때문에녹즙
으로의이용도크게늘고있다. 그러나미나리생산량을주도하는논미나리는재배
환경이열악하여녹즙으로이용하기힘들다. 그래서녹즙으로이용하는미나리는
밭미나리또는양액재배한미나리가많이이용된다.

미나리고유의향기는페르시카린등의정유성분때문이며, 이향기로말미암아
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고있다. 정유성분은재배형태에따라서함유량의차이가
있는데일반적으로물에담수상태로키우는논미나리보다밭미나리나양액재배미
나리가향긋하다. 특히양액재배미나리는재배환경이청결하여요리용은물론녹
즙용으로훌륭하다.

성분을보면비타민A, C가비교적많고채소로는드물게비타민B1, B2의함량이
다른채소에비해10배이상이나된다. 이밖에도섬유질이나칼슘, 마그네슘등이들
어있으며조혈작용을하는철분이많은것이특색이다.

약이되는채소이야기(밭미나리편)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가가
래래

�책명: 병에서해방되려면�
- 서론: 한가정을평화롭게하는원동력中에서- 

오염된자연을회복하지않으면건강하게살아갈수없어서나
는 미생물(微生物)에 한 연구를 거

듭하 다. 많은임상실험을통하여병원에서불가능하다
고인정된환자들이이익균의활동으로건강하게살아가
는모습에서한층더창조주의위 한업적을확인하며
이의전파를사명으로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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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간

내안

= 신경안정을 돕는 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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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비슷한
역사의나라

만은 원주민(아미족, 사이
샤트족, 부눈족, 추오족, 야미족,
루카이족)들이 각기 언어와 풍
속, 관습을가지고농경, 사냥, 어
업 등으로 살아가다가 15세기
말 무역과 열강들의 식민지 조
성으로 진출할때, 1624년네덜
란드는 만 남부에 상륙하여
제란자성을 구축하고 북으로

토를 확장하고 1626년 만
북쪽에 도착한 스페인은 기웅
에 산살바도로성을 구축하고
세력을 남으로 펼치다가 네덜
란드가 스페인을 몰아내고 통
치가되었다.

1644년 중국은 명나라가 망
하고 청나라가 이어질때 정성
공이 만을 쳐들어와 네덜란
드를 몰아내고 반청복명 기지
를만들었다.

19세기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에게 이양되어 만에 총
독부가세워지고태평양전쟁의
전진기지로 사용하다가 1945
년 연합국에게 일본이 항복하
므로일본통치가끝이났다.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 총통

은 공산당 모택동 세력에 려
전쟁에패하여1949년12월군
인과민간인200만명과함께장
개석 정부는 만으로 건너왔
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에
의해중화인민공화국이탄생하
고 그 여세로 만을 통일코져
하 으나, 동아시아 공산화를
엄려하여미연합군은미7함
를 급파하고 만해협 중립화
선언했고, 1951년부터 65년까
지연간1억$이상경제원로발
전하기시작했다.

1971년부터 국제적 독립속
에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발전
하기시작하 고국민당1당집
권체제아래1975년4월장개석
총통 사망후 아들인 장경국이
지위승계하 다.

1987년38년간의계엄이해
제되고 1988년신문의 자유화,
1899년 야당결성이 공인되고,
현재 야당이 집권하기까지 우
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분단의
현실과 경제발전, 정치적 변화,
농업의발전사, 그리고현재농
촌의 이농현상과 농촌 공동화
(비어있는농촌)가나에겐큰의
미가있고연구 상이었다.

�굴둑없는산업, 관광
만의거리어디를가도한

평정도 크기의 사방 유리벽속
에 젊은 아가씨가 비키니 수
복과 비슷한 최소한 가릴 곳만
감추고 시원하게 눈요기 거리
를제공하는곳을많이보았다.

<혹씨>하는 호기심속에 물
어 보았더니“빌락”판매소
다. 빌락은 나무의 열매일종으
로 꼭 씹으면 보라색물이 나오
며 이것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고 정신을 맑게 해주어 장거
리 운전수들이 많이 애용하고
일반인도많이사용한다.

일종의 환각제이며 우리에
게는 씹어먹는 담배라고나 할
까? 중독성이강하고치아색이
변하며 일찍 부식이 된다고 한
다. 

빌락판매소에 처음에 아줌
마들이 판매했는데 지나가던
운전수들이 같은 값이면 젊은
여성이 파는 곳으로 가고 또한
시각적으로볼거리를제공하는
곳으로 가는 손님이 몰려 현재
와같이젊고예쁘고많이노출
한단계까지왔다고한다.
�화련의명소
태노각(太�閣)
화련현 수림향에 있다가 소

화공로(국도)상에 위치한 태노
각은동서횡간공로와교차하는
곳이며 태노각에서 천상까지
석회암 협곡은 19.4Km이다.

이 길은 산악으로 동서의 길이
없는 것을 연결하기 위하여
1956년부터 장경국(장개석 총
통의 아들)이 본토에서 이주해
온 현역군인과 군속들을 이끌
고 험준한 산악도로공사를 시
작하 다고한다. 그당시장비
가있는것이아니라사람의손
으로 바위산 치마자락을 옆으
로 굴을 파들어가는 형식으로
터널도로로 옆에 흐르는 계곡
을따라이어지는길이다. 

조금 올라가면 절벽에 새빨
간궁전장춘사절이있다.

리석이 갈라진 틈새로 장
춘폭포가 한줄
기로 마치 오줌
줄기 내뿜듯이
쏟아지고 도로
건설때 순직한
사람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어찌나 가파른
지 와이어 줄을
잡고 구비 올라
가는 모습만 봐
도 어지럽다. 은

폭포가 있는
전설의 안교
를 지나면 협곡
이 점점 좁아진
다.

높이200m이

상의 절벽이 양쪽으로 좁아즐
어 하늘을 보면 만의 지도만
큼만 보인다. 이곳이 녹단 이
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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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

농협“이달의새농민”수상자 만연수기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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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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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관리계획
1)성공적인 사업 운 과 철

저한 양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는 진보적인 계획 작성이 필요
하고 정성들여 기록되고 개발
된 계획은 프로그램의 표준화
와계획�작성�기능의연속성
을마련해줄것이다. 

2)효과적인 운 계획은 아
래사항들을포함한다. 

(1)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나타낸조직표

(2) 3�5년간의 계군 배치계
획

(3) 사육면적과 도구에 따른
시설물과수용마리수일람표

(4)사료급여및제조, 좋은품
질의사료재료구입, 예방접종
과위생등을포함한모든프로
그램의일정표(5)계군관리목적

달성을 위한 성
적의 단계적 목
표

(6)이례적인 사태나 비상 사
태에 처할수단등이다. 육성
관리 계획의 목적은 전체 산란
기간 동안 최고의 성적에 도달
할 능력을 갖춘 우수한 햇닭을
초산전까지길러내는것이다. 

특히 처음 6�10주령 동안
자라온 방법에 절 적인 향
을받게되므로, 육성프로그램
을잘살펴보면그산란계의성
적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튼튼한 뼈 와 근육을 갖추
고깃털상태가좋고알맞은골
격과 과다한 지방이 없는 적절
한 체중의 날씬한 햇닭을 길러
내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사료, 광선, 공기, 물, 사양면
적, 위생, 예방접종, 조용한환경
등이다.

2. 계사환경조건
1)계사주변에 매연 분진을

발생하는 공장, 폐수, 생활하수
등 수질 오염원이 없는 곳이어
야한다. 

2)마을에 너무 인접한 지역
은부적합하다.

3)계사위치는자연통풍이용
이한고지 가좋다.

4)항공기의항로지역은소음
공해 때문에 계사위치로는 부
적당하다.

5) 깨끗한물을공급할수있
어야한다.

6)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차
량통행이없는곳이어야한다.

3. 계사규격
○유기농업식 양계의 계사

구조를표준으로한다.
○충분한 햇빛, 원활한 환기

로맑은공기, 사람이먹을수있
는깨끗한물, 농사짓지않은좋
은흙을먹을수있는평사를하
며 지붕 개폐식으로 약간씩 여
닫을수있다.
4. 계사내부관리
1) 계사내면적및설치물규

정
(1) 규 격
1칸에 8.5평을 기준으로 한

다.
(2) 계사내부설치물
○급수기- 신선한물을공급

할수있어야한다(꼬꼬물통, 자
동물통인정).

○사료통(8개)- 균등하게 사
료를배분하여급여한다.

규모에 따라 자동급여기도
효율적이다.

○산란통(규격 기준)- 지면
50cm 높이에설치하며, 내부에
는 검은천을 설치하여 산란하
기에최적의조건을갖춘다. 

○칸막이- 36㎠높이로설치

하며 성계시 이동 못하게 송판
을부착한다. 

○횟 (규격기준)- 계사후방
에설치한다. 

2) 계사내부상태
가. 채광및통풍이양호한상

태로관리한다.
나. 계사바닥은습하거나건

조하지않은상태로유지한다.
다. 암수 비율은 15:1(암컷

120마리, 수컷8마리)로 유지한
다.

5. 사료관리규정
1) 준수사항
○항생제나 산란촉진제가

혼합되지않은배합사료
○사료제조회사의 무첨가

사료증명확인
○자가배합사료인 경우 원

료공급의기록
○오염되어 있지 않고 혼합

제첨가물이없는천연미네랄
○오염되지 않은 곡물류 등

의농산부산물
○해초류
○발효사료(톱밥, 미강, 잔밥,

계분, 황토, 두부비지, 깻묵등사
용) 발효사료재료에따라차이
는 있지만 최고 30%까지도 가
감조절할수있다.

○골분, 이회토 혹은 유사물
질에서얻은칼슘과인산염

○곡물의 새순에서 추출한
비타민, 맥주효모, 맥주박

○풀사료는 급여사료의
20%이상 급여(케일, 사료작물,
산야초, 엔실리지, 무, 배추 등)

○천연자재(부엽토, 목초액,
활성탄)

○발효청초액
2)금지사항
○항생제, 혼합호르몬제, 혼

합성장제(산란촉진제)
○오염된물, 제조합성된비

타민과미네랄제품

6. 사양관리
1)질병유무: 예방접종은100

일안에작업을완료한다.
(단, 항생제및산란촉진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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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유기농업에의한양계� 【곽진 광군협의회장 전화: 006611--335522--66335511】

곽 진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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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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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인한 과수잎
피해시

폭풍을동반한태풍(루사)으
로 수확기에 접어든 벼농사를
비롯한 과일류의 막 한 피해
와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쓸려
버려당장거처할곳이없이폐
허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고향
땅 삼천리 전국토가 하루아침
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한 가운데 다시금 재
기의 불을 당기고 있는 전국의
회원가족여러분께마음으로부
터 진정한 위로와 함께 용기를
잃지마시기바랍니다. 또한, 자
식처럼 애지중지 가꾸어놓은
농작물을 손도 한번 못써보고
피해를 당한 심정과 보고만 있
어야 할 심정이 오죽이야 아팠
겠느냐마는 올 농사는 망쳤어

도내년농사를위해최선의피
해복구와 노력에 힘을 써야 하
겠습니다.

배의 경우 9, 10월에는 과실
이 비 성숙에 접어들면서 고
유의 색깔과 맛을 나타내기 때
문에 과실품질은 개 이 기간
동안에결정되며, 성숙또는수
확 이후에는 다음해에 생산할
과실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표적인 것이 추근의 발달과 수
체내 탄수화물이 저장형태로
변화하는것이다.

최근 태풍으로 낙과는 물론
이고 잎에 상당한 피해를 받아
현재의 피해보다 내년도 농사
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바 잎의
탄소동화작용으로탄수화물을
제 로 축적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해 꽃눈분화와 과실의 품

질에도큰 향을미칠수있다. 
탄수화물축적에 따라 다음

해 봄의 발아와 생육이 결정되
는데, 탄수화물축적이 좋은 나
무는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조
기에 엽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고품질 과실 생산에 유리한 반
면, 축적이나쁜나무는초기생
육이 불량하여 나무생장이 늦
게까지 지속되어 신초생육이
정지되는 시기가 지연되고 도
장지 발생이 왕성하여 불량과
원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
다.

또한 저장양분의 다소는 추
근의 발달뿐만 아니라, 휴면기
동해저항성, 다음 해의 발아와
생육, 유과의 세포분열과 비
등 건전한 수체유지 및 과실품
질에 향을주기때문에이시

기의 수체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폐기목 재활용은 프렘코(PREMCO)와 함께”

(주)풍림환경특장에서, 톱밥∙우드칩 겸용기 개발 판매

◈ 톱밥제조기(목재파쇄기 겸용)
농기계 업계 최초

자사브랜드
일본 수출 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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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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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중 농사정보
- 유기농업 실천기술 -

▶88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수재의연금(품 )  모금 �천보 2002� 출시!!

본회에서는태풍“루사”로인하여극심한 피해를당하여
실의와좌절에빠져있는회원들에게작은정성이지만용기를
주어복구에전념하도록수재의연금(품)을모금합니다.

본회의전회원들이모두참여하여복구에전념하고있는
회원들에게희망과용기를주시기바랍니다. 

많은참여를부탁합니다.

▶모금기간: 2002.9.9~2002.10.9(1개월간)
▶모금방법
�온라인접수: 농협016-01-168315 

가입자: 유기농업협회
�성금(품) 접수처: 본회

▶접수된수재의연금(품)은모금종료후일괄집계해회우
들의피해경중을고려하여전달할것입니다. 

지난20여년간C∙P∙K제조
용 미생물제인�천보 1호�의 제

조기법을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아
본회회원들에게 독점공급해 주시던 오

재길이사께서80세를넘긴고령이되신데다,
생활터전을제주도로옮기게되다보니�천보
1호�를계속제조보급하시기가어렵게되었
다면서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보답하는
뜻으로 본회에 제조비법을 전수해 주시겠다
는의사표명이있었습니다.

이에본회에서는지난7월22일의제46차
이사회에서, 전수를받되본회에서직접생산
이 어려우니�유기농산�에 의뢰하여 생산하

되, 품질향상과공식제품등록필하여본회부
설인 한국유기농자재센타를 통하여 계속 공
급해나가기로결의하 습니다.

그후, 보강된 균주시험과 공식등록절차를
완료(등록번호: 충남제13-나-12-5호)하여9월
하순부터�천보2002�로개명하여출시할수
있게되어 회원 여러분의 무농약∙저농약 농
산물생산에크게기여할수있게되어우선지
면을통하여안내드리는바입니다.

200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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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 한국유기농자재센타 白.

▲태풍『루사』의피해로배가70%이상낙과된과수원에서농민들
이안타까운마음으로배를주워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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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설 익, 삼육 학교사회교육원주임교수

경희 학교체육 학원강사

한국건강택견협회장
당신도 무병장수를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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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복제일의조건은건
강이다. 이세상에서질병을앓
는것처럼괴롭고힘든것은없
다. 

우리는 군부시 인권 유린
의 명사인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고문, 팔뽑기등악명
높은 고문들을 생각하지만 질
병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자기
가 자기에게 고문하면서도 죄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는 물
론 가족에게도 괴로움을 주면
서살아간다는것이다. 

옛속담에약을파는자는양
안(兩眼),약을 쓰는 자는 일안
(一眼),약을 먹는 자는 무안(無
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 

현 의학에서도 약은 부득
이한 경우 외에는 물처럼 함부
로써서는안된다는사실을알
기 때문에 전문 의사의 진단과
전문 약사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옛날 성
현들도인간몸속에있는자연
치유력을 극 화 시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것을 강조하
고있는것인데그첫번째핵심
은 신체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
이다. 이 문제는 내외적인 청
결, 다른말로말하자면 육(�
肉)간의 청결이야 말로 질병을
미연에방지할뿐더러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임을 가르치고 있
다. 

40-50년전과비교해보면우
리들의 식생활은 질과 양면에
서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생활의 편리함도 상상을 불허
할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주거
환경과 의복 등도 향상되었고
더구나 의학의 발전은 복제인
간까지 탄생시키는 경지에 이
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병은 계속적으로 인류를 위협
하고 급기야 환경 호로몬의 발
생은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인
류의 생존에 치명타를 가하려
고하고있는것이작금의현실
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과학문명
은 발전되고 시 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농어촌이 도시화
되고 오염된 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과 폐수 화학 비료 등으로
인한 자연질서의 파괴로 인하
여예측할수없는기상의변화
와 게릴라성 장마 냉해와 열
야 현상 바다의 적조와 사막화
현상 등은 자연의 질서가 파괴
될때그에 한 가로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을 받게 되
는 것인바 유전자의 정보까지
밝혀내고생명까지도복제해내
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있지만
여전히기전을알수없는불치
의질병들이학계의신경을극
도로 자극시키고 있는데 결국
그 배후에는 인간생명의 기초
원자재인 식물 그것도 먹거리
의오염이가장큰배후세력임
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런 관점에서 장수양생과
관련된 먹거리 환경의 중요성
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
고보는것이다. 그중에서일례
를 든다면 인간은 광합성 작용
을 통하여 식물에 저장된 빛을
먹고살고 있다. 그런데 양질의
태양이 비춰야 할 식물에 공해
로인한스모그와각종매연유
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일광 속
에 있는 양질의 요소인 적외선
도루노선 등이 통과하기 어려
워지고 이러한 여파로 인한 오
존층의 파괴는 생태계의 균형
을 깨드리고 부차적으로 동식
물에 향을 끼쳐 동식물이 질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는것이다. 

그리고 내부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자제력과 의지
력의 상실로 인하여 해로운 습
관에 탐닉하게 되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건강에 한 지식
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로운 습관에 한 탐닉은 인
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
며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 인
에게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
여 신체의 균형이 파게되고 결
국 저항력과 면역력의 약화로
인하여 인간은 의학의 발달에
도 불구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다. 
「회남자(淮南子」)에는 좋은

의사는병의징후가없을때병
을치료한다. 그러므로병은결
코생기지않는다. 라는말이있

고「소문(素問)」에는다음과같
은기록이있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자는 완
전히 발병해 버린 환자를 치료
하는것이아니라, 당연히발병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선수를
쳐서병을치료한다. 병에걸린
뒤에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이것이 때가 늦지 않았다고 어
떻게말할수있겠는가? 라는말
이있다. 

장수 양생에는 여러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고있는데열거해보자면
마음의평화, 오염되지않는신
선한공기, 의복의청결, 양생에
좋은 주택과 주거환경, 양질의
태양, 오염되지 않는 생청수와
물의적절한사용, 침구의소독
과피부의단련, 휴양과노동, 성
생활, 좋은음식물의섭생과인
간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보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사회환경
도 장수양생에 향을 끼친 다
고본다. 

이런상황을살펴볼때결국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자
기의 몸과 자신을 관리하는 사
람은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된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예방
의학은 어느 시 나 중요한 생
존의 비법이었으며 그 기본은
어느 시 를 막론하고 음식이
기본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번 에도 그러한 부분에
해서약간을기술해보고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우리
의 건강과 장수와 양생에 필요
할것인가? 여기서필요한것이
몸을 만드는 음식의 기초 원자
재인 청정한 채소의 생산과 공
급이 최 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며 청정채소와 곡류를 생식
으로했을경우그위력은 단
한성과가있음이판명되었다. 

일례로 일본의 의사인 고다
마 마쓰오라는 사람은 생식요
법을 통하여 현 병으로 신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오
고있는바장점들을열거하자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 숙변을 배
제하여 체질개조의 비법이 되
며 혈액과 임파액을 청정하게
하여 조직 세포에 활력을 부여
하고 료뮤의 수리 재생을 행
하여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
압, 저혈압, 당뇨병, 비만, 중풍,
신경통, 류머티즘, 결핵, 피부병
등을치유한다.

또한 천식, 복막염, 복수저류,
순환계 질환과 기타 여러 질환
에 단식 요법과 병용하여 응용
하면기효(奇效)를얻게되는것
인바 생식요법의 생리적 효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채
에는 세포막의 주성분인 섬유
질이 많아 발암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농약 등의 장내의 유독
물질이나 공해물질을 흡착 배
설하고장(腸)의연동운동을활
발하게 하여 만병의 원인인 변

��다다음음호호에에계계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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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리움균(Fusarium)병의방제법

그린농법[10]  

(주)그린바이오텍 전화 : 031-946-5614

�토양소독
후사리움병은 주로 토양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런데 토
양전염성 병원균의 경우 살균
제를 처리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
니다. 하지만 태양열소독 등을
통하여토양내의병원미생물의

도를 줄이고 유효 미생물을
접종함으로써발병의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토플러스
를 이용한 태양열 소독법 절차
를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1)준비할재료(하우스100평
기준)

�탄소원: 20cm 이하로자른
볏짚이나왕겨1.5톤

�질소원: 우분이나 돈분
700kg을준비합니다. 

�유효 미생물 접종체: 강토
플러스1포(10kg)

�균강제조재료: 쌀겨100kg
�멀칭재료: 하우스 전면을

덮을수있는헌비닐
2)절차
�탄소원과 질소원을 토양

전면에고루편다.
�유효미생물접종체로서강

토플러스 1포와 쌀겨 100kg을

균일하게뿌려준다.
(사전에 강토플러스와 쌀겨

를 발효시켜서 균강을 만들면
더좋겠다)

�얕게 로타리를 쳐서 흙과
퇴비재료, 미생물이 고루 섞이
도록한다.

�두둑을 만들어 태양열을
보다많이흡수할수있도록표
면적을최 로늘려준다. 

�분수호스 등을 이용하여
군데군데 손바닥 만한 작은 웅
덩이가 생길 정도로 충분히 관
수한다.

�헌비닐로하우스내가완전
히덮이도록멀칭한다.

�하우스 외부 비닐도 완전
히 폐시킨다.

�소독 기간은 한달 정도가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10일 정
도는유지하도록하자. 

�10일정도되면멀칭아래
토양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서 경토층이 미생물 발효로 인
해 하얗게 균사층이 형성되는
것을볼수있다. 

�토양반응(pH)의교정
후사리움병은산성토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중성에 가까워
짐에 따라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작물의 최적 pH를 고려
하여 토양산도를 교정해야 합
니다. 그동안흔히소석회를사
용해서토양산도를교정하려고
해왔지만토양산도를교정하는
데 실패하거나 오히려 토양을
망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시용할 때는 석회를 그

로 토양에 투입하는 것보다
는 석회퇴비를 만들어 사용하
면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퇴비1톤분량에소석
회 신에폐화석100kg, 강토플
러스1포비율로처리해주고발
효시켜 석회퇴비를 만들게 되
면 석회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
은 크게 줄이면서 토양산도 교
정 효과를 좀더 확실하게 맛볼
수있을것입니다. 강원도의어
떤 분은 강토플러스를 이용한
석회퇴비를 사용하여 배추 무
사마귀병에 효과를 보았다는
후문도있습니다. 

�토양수분조절
작물이정상적으로발육하는

범위의토양수분조건하에서는
후사리움병균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병원균이 잘 자라는 조
건이라 해도 후사리움병은 작
물이 잘자라는 토양수분 조건
에서는 비교적 덜 심한 편입니
다. 오히려그보다는작물의생
육에장해, 특히뿌리에손상이
갈정도의극단적인과습, 건조
그리고 그 반복에 의한 스트레
스가 후사리움병의 발생을 오
히려 심하게 하며 병세를 진전
시키므로 토양 수분관리에 주
의해야합니다. 경기도여주지
역은 장기간 연작으로 인해서

후사리움에 의
한고구마덩굴
쪼김병이 매우
심한편인데특
히정식시수분
이모자란밭에
서병이더심한
경향을볼수있
습니다.

�시비관리
일반적으로

질소성분의 과
잉은 후사리움병을 많이 발생
시키는원인이됩니다. 또한농
도장애로 뿌리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화학비료의 시용은 병
세의 진전을 촉진시키므로 조
심해야 합니다. 유기질 비료의
경우C/N비가높은것은피해를
경감시키고 낮은 것은 피해를
증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탄
소질보다 질소질이 더 많은 유
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후사리
움병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입
니다. 또한충분히부숙된유기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 유기
물을 시용하면 오히려 후사리
움병균의증식을촉진시킴으로
써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
로 후사리움병이 심한 밭에서
는 완숙퇴비를 써야 안전합니
다. 

�미생물제를이용한방제
본사의스토팡은후사리움병

균에 특히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카네이션
시들음병에 스토팡 1500배 액
을관주해주면병의진전이멈
춥니다. 

이때 스토팡과 함께 뿌리 발
근효과가 뛰어난 트리코 1500

배액을 함께 혼합처리하면 병
세를 멈춤과 동시에 새 뿌리가
활기차게 생기게 함으로써 빠
른회복을볼수있습니다. 정식
직후 트리코 3000배액을 충분
히 관수 해주면 뿌리가 왕성하
게 뻗음으로써 작물이 수분 스
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
고 후사리움병균을 기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후사리움병을
크게예방할수있는효과를노
릴수있습니다. 미생물제는양
액재배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 할수있습니다. 

�기타
윤작이나 저항성 품종 및 저

항성 목을 이용한 접목법이
후사리움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될수있습니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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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arium oxysporum f. sp. Lycopersici에의한토마토시들음병발병
포장사진

▲병주로부터분리한Fusarium oxysporum 균주
의분생포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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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평환경농업 -
21 추진위원회(이하 양
평- 21)가세번째친환경
농산물민간품
질인증기관으
로 지정됐다.
양평- 21(이사
장 권오균)은
지난 12일자

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기
관으로 지정됐다. 양평군에 따

르면양평- 21이최근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동
안 양평군 관내 친환경농산물
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여주지원에서인증
을받아오던불편을덜수있게
됐다. 양평군은아울러양평- 21
이 자체적으로 품질인증 기준
을 차차 강화하면 고품질 유기
농산물생산은 물론 농가소득

증 에도 기여함은 물론 군에
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친
환경농업정책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고
덧붙 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품질인
증 농산물에 한 소비자 신뢰
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로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
를실현해나갈방침이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군내 유기농가들이
인증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
상하고, 수확후관리는물론차
별화한 유통망을 갖추고 안정
된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유유기기농농업업

건강과 자연농업 �13�제182호 2002년 9월 1일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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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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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366-8225~8 
FAX : 055-366-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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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NFU)은7월26일 국의장래농업정
책의 핵심사안이 지속가능한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정책기조에부응하는유
기농업을하고있는농가들중에서소득손
실을경험하는사례가점증하고있다는조
사결과를발표했다. 

이조사에서는유기농가의약3분의1 정
도가소득손실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번조사에응한2,000명의 국유기
농가중15.9%가해마다1만파운드(1파운
드는약1,880원) 정도의소득손실을경험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결과는 국정부가지난해의구
제역과광우병사태로인한피해를극복하
기위해친환경농업에더욱많은재원을투
자하겠다고발표한2주후에보도되었다. 

NFU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부분적으
로는유기농산물의과다수입에있다고주

장하고있다. 
국은EU 회원국들중에서도유기농산

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로서EU 역내
유기농산물교역량중75%를수입하고있
다. 이러한요인외에도유기농부문에 한
정부의 자료 부족이 생산자들이 시장수요
에 응하여공급을조절하기어렵게만드
는원인으로거론되고있다. 

현재 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거의3분의1 정도가도매상을통해유통되
며, 4분의1 정도가협동조합을통해판매되
고있다. 슈퍼마켓을통한직거래가차지하
는비중은20% 미만이며, 급식산업부문을
통해판매되는물량은6%에불과하다. 

NFU는 현재 유기농업부문에서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생산비용과 소득손실 규모를
제 로 반 하는 유기농산물 가격과 산지
및품질기준의명확한표시, 유통지원, 정부
데이터의개선등을 국정부에요구하고
있다. 

<자료: Organic Trade Service>

국의 유기농업 농가의 소득손실? 

유유 기기 농농 산산 물물 의의 과과 다다 수수 입입

정정부부의의 자자료료부부족족으으로로

국국 유유기기농농업업농농가가의의 소소득득

손손실실 경경험험사사례례 점점증증 그간회원들의요청에의하여
본회에서제작공급해온도금형
철 파이프 소재 피라미드가 전
국의회원들에게사랑과각광을
받아오면서다양한면으로부터
효과를경험하게되었다는감사
의전화에큰보람을갖게되었
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별로
회원들에게국내사례와외국전
문가들의그동안연구내용을전
해드리자피라미드전체를동제
품(순도99.99%)으로 제작 공급
해주길 원하든 차에 그동안 비
용문제와 제작에 따른 어려운
점들이원활하게해소됨으로써,
새해부터완전동제품으로바뀌
게되었음을전해드립니다. 

종전의제품보다조립해체가
용이해졌음은물론효능의극
화를 위해 밑면의 네 모서리와
꼭지점에각각히란야를돌출로
삽입하게되었습니다.

한편최근에국제동괴가격의
앙등으로파이프와꼭지점주물
가격의인상이불가피하게되어
22000022년년88월월11일일부부로로22mm 기기본본형형
이이 226600,,000000원원,, 22mm이이상상 33mm까까지지
의의 주주문문형형은은 229900,,000000원원으으로로 상상
향향되었음을안내하오니양지하
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피라라미미드드 동동제제품품 가가격격인인상상 안안내내

양평환경농업- 21
품질인증기관지정

주문온라인번호 농협610 - 12 - 033462 정금

2002.  9.  1.

(사) 한국유기농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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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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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생물의질병방제기작에 해
말 드리겠습니다.

�병해발생요인

- 병해가발생하기위해서는
주요원인(병원균), 근본원인(식
물의감수성), 유발원인(환경조
건)이필요하다. 

- 주요원인은 병원미생물인
데 모든 미생물은 자기가 좋아
하는물질(기호)이있고, 같은작
물을 오랫동안 재배하면 미생
물상이 단순해지므로, 미생물
끼리의 경쟁이 없어지고 오로
지 병원균이나 유해한 미생물
의 활약의 장이 만들어지므로
발병의한조건이된다.

- 근본원인은작물의생육시
기에 따라 변동하는 저항력을
들수있다. 

발아-자엽전개시간에는통
상의 발아력이 있으면 병해에
감염되지 않는 시기에 해당되
며, 이는 어버이로부터 계승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엽전개-본엽3매전후는병
원균에 한 저항성이 가장 약
한시기이다.  본엽4매이후에는
자립하여살게되며뿌리에서는
그 종에 특유한 근권 미생물상
이 형성되기 때문에 병원성에

한저항성이강하다. 
정식시에는 식물의 뿌리가

상하게 되고 또 묘상에서 포장
으로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체질도 변하여 감염이 비교적
쉬운시기가된다.

- 유발원인은주로발병까지
의환경조건으로온도, 습도, 수
분, pH 등의급변으로인하여병
해가 발생되거나 온도에 따라
수분, 습도, pH에따라미생물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병해가
발생되기쉽다.

�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크게나누어곰팡이, 세균, 바이
러스의3종류가있다.

1. 곰팡이
종류가 가장 다양하며, 덩굴

쪼김병, 탄저병, 균핵병, 잿빛곰
팡이병 등으로, 실같은 균사와
포자를형성하는게 부분이고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고온균,
저온균, 건조한 상태를 좋아하
는 균과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
는균으로나눌수있다.

2. 세균
무름병, 풋마름병, 세균성점

무늬병, 검은썩음병 등을 들수
있으며, 세균은 부분 30℃이
상의 고온을 좋아하는 고온균
에 속하고 건조에는 약하나 다
습은발생의필수조건이다.

3.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

하여 생존이 가능하고 종류는
약20여종이있다.

�길항미생물의 병해 방
제구조

- 먹이의 경합, 물질의 생산,
기생 등에 의해 병원균을 살균
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길항
이라고 하며 길항미생물의 병
해방제메카니즘은항생, 기생,
경쟁, 저항성유도, 알렐로파시
로나눈다.

①항생- 항균물질을생산하
여병원균의생육억제, 세포용
해 등의 작용으로 방제효과를
발휘한다.  Bacillus(바실러스)가
발비포르민, 바실러신 등의 항
생물질을생산한다.

②기생- 병원균이식물에기
생하여 병을 유발시키듯이 이
병원균에 기생하여 병을 일으
키 는 작 용 이 기 생 이 다 .
Trichoderma(트리코델마, 녹색
곰팡이)가 표고버섯균에 기생,
Trichoderma와 Gliocladium(그리
오크라디움)은Rhizoctonia(라이
족토니아), 균핵병균등에기생
하여균사를분해한다. 

③경쟁- 미생물은식물의뿌
리에서 배출되는 양분과 토양
중에서철, 탄소, 질소, 산소와기
타 양원을이용하게된다. 

이 양흡수와 경합하는 미
생물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경쟁이다.  Pseudomonas (슈도
모나스)가 뿌리에 정착하여
잘록병균과의사이에서철성분
의 이용문제로 경합하여
siderophore(사이더포아)를생산
하므로 병을 방제하는 경우가

경쟁이다. 

④저항성유도- 식물은동물
과 달리 면역기구가 없어 예방
접종을할수없다. 그러나식물
에 병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약하게 기생이나 공생하는 균
을 이용하면, 식물이 자극하여
파이토알렉신(병원균에 저항
성을 발현하는 물질)을 생산시
켜 식물이 병에 저항성을 유도
하게되어 방제효과를 발휘한
다. 

비병원균으로서 푸자리움
및Pseudomonas(슈도모나스)가
있고, 약독 바이러스로서는 감
귤 트리스테자바이러스 및 토
마토 모자이크바이러스 등이
알려져있다.

⑤ 알렐로파시(Allelopathy) -
생물이 다른 생물에 향을 주
는현상을말한다. 수많은미생
물은 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
양한 것을 먹이로 섭취하기 때
문에 미생물끼리 서로 생육을
억제하려고 물질을 생산하여
자기의 생육환경을 만들어 낸
다.  이것이미생물끼리의알렐
로파시(Allelopathy)이다.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질병방제

미생물제제를 사용할 경우
에는 우선 발생하는 병해를 밝
히고그병해의특징을잘이해
하는것이중요하며, 또 책에

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잘
알고 토양환경을 고려해서 미
생물제제를사용해야한다. 

병원균은 그 세포막이 키틴
질로 되어 있는 것과 셀룰로오
스질로되어있는것의두종류
가 존재하는데, 토양병원균인
푸자리움균(만고병, 만할병등)
의 세포막은 키틴질로 되어 있
어, 토양속에 키틴질을 투입하
면 키틴을 먹이로 하는 스트렙
토마이세스 등의 방선균이 번
식하여 효소(키티나제)를 토양
중에 확산시키므로 세포막이
키틴질로 되어 있는 푸자리움
이 키티나제에 의해 분해되어
방제된다. 

파이토프소라(역병균)나 피
시움(모잘록병균) 같이물을좋
아하는토양병원균의세포막은
셀룰로오스질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셀룰로오스를 토양에 시
용하면 셀룰로스를 이용하는
방선균이증식하여셀룰라아제
활성이 증 하여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균의 세포
벽이 분해되어 발병이 억제된
다. 부분의 병원균은 진균성
으로, 진균성 식물병균에 한
종합적 생물방제에 효과적인

인간, 자연, 생명을사랑
하는기업
(주)HAN바이오

▶▶2211면면으으로로이이어어짐짐..

미생물의 질병방제 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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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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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의피를간접가열(70℃~90℃)하여만들었음.
�미네랄 성분이 많아 열매의 당도를 높여주고, 작물

고유의 향기와 맛 그리고 빛깔을 곱게 해줌.
�작물의 노화를 지연시킴.
�유기산이많아토양의불용화된성분을가용화시킴.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않고도 고품질 농산물 생 산

가능.
�수량의 증가.
�지력증진.
�뿌리의 세근 발달 촉진.
�반드시 퇴비와 섞어서 발효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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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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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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1일 제182호 건강과 자연농업�20�

�2002. 8. 2=◉농민단체협
의회 소속 단체장회의에서
북쌀400만섬지원과FTA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정진 부회장)

◉농협 안성교육원에서“신
환경농자재의활용방법”에

한강의.(박 수이사)
�2002. 8. 3=농협 안성교육

원에서열린“벤처환경농업유
통사례”의주제로강의.(윤경환
이사)

�2002. 8. 5=(~9)전라북도도
주최의“2002년도 전문환경농
업교육”이라는 주제의 농민교
육이전라북도농민교육원에서

개최. 친환경농업의 확실성은
지력이 살아있는 토양관리에
있다는 취지의 강의로 군단위
별로환경농업인에 한1일교
육실시.(김운여교수)

�2002. 8. 7=유기농 안덕면
작목반(반장: 김선자)의주최로

경북 청송군 안덕면 회의실에
서개최된행자부지원“친환경
농업실천기술교육”에서“유기
재배 고추의 병해충방제 캐롯
트랩 사용과 효과”에 한 강
의.(윤경환이사)

�2002. 8. 8=강원도 철원지
회(지회장: 김상우)의회원일동
의 하계 현지탐방 및 유기농업

농가방문차 충주지회 방문.(철
원지회임원과회원, 윤경환이
사)

�2002. 8. 9=가나안농군학
교의 중소기업 신입사원반에
출강하여“친환경 유기농산물
애용의필요성”역설.(정진 부
회장)

�2002. 8. 12=◉(~13)한국농
업경 인중앙연합회(회장: 박
홍수) 전국 회 개회식 참석후

『왜 친환경농업인가?』세미나
에서의 주제발표를 통하여 농
업경 인들의적극적인유기농
업실천을독려.(정진 부회장)

◉나주 남평농협에서“토양
개량과환경농자재활용”에
해강의.(박 수이사)

�2002. 8. 13=광양농업기술
센터에서“깻잎브랜드화와환
경자재”의주제로강의.(박 수
이사)

�2002. 8. 14=◉전남나주시
봉황농협 청년회(회장: 김재옥)
주최로열린“유기농벼재배의

제초문제와우량미생산”의주
제로강의.(윤경환이사)

◉고령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질적향상과브랜드화”에

한강의.(박 수이사)
�2002. 8. 16=◉용인 지회

(지회장: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행자부 지원의 환경
정화교육실시.

◉북고성군농업협력단(단
장: 강정일)이사회에 참석하여
효율적인농업지원방안강구를
위한상호토의를위해9월하순
에 금강산에서 남북측 참석리
에세미나를갖기로합의.(정진

부회장)
�2002. 8. 17=경기새농민토

경분과세미나에참석하여“환
경자재의활용과필요성”을역
설.(박 수이사)

�2002. 8. 19=(~27)국제유기
농업운동연맹의제14차세계
회에참석연수. 본회에서는정
진 부회장, 나기수 사무국장,
윤경환이사, 김판옥 이사가 동
참하여 8박 9일간 현장 견학과
학술발표회에서의연수에적극

참여한후무사귀국.
�2002. 8. 23=경기도농업기

술원에서열린“환경농업연구
중간평가회”참석.(박 수이사)

�2002. 8. 27=전남농업기술
원에서“환경자재활용과엽∙
근채류의질적향상”에 해강
의.(박 수이사)

�2002. 8. 28=◉농협보령시
지부주관의친환경농업교육에
출강하여“유기농업의 필요성
과실제”에 하여강의.(정진
부회장)

◉디지털농업에서환경농자
재와 유기농의 실천내용을 취
재.(박 수이사)

�2002. 8. 30=◉가나안농군

학교중소기업체신입사원반에
출강하여“유기농산물 애용의
필요성”강조.(정진 부회장)

◉농촌경제 연구원 주최의
“환경농업시스템구축방안토
론회”에참석하여“축산분뇨의
경종농가활용으로수질개선과
유기농업발전”에 한 내용으
로발표.(윤경환이사)

본회

CMYK

CMYK
CMYK

CMYK

▲지난29일부터31일까지논산시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열린
“제358차친환경농업연수교육(100명수료)”에서정진 부회장이
“유기농업의필요성”의주제로강의를하고있다.

▲지난22일의성군가음면사무소에서열린행자부지원“친환경농
업실천기술교육”(90명참가)을마치고자연보호활동을하고있다.

▲장성군협의회(협의회장: 변선종)는한여름의혹서기를맞이하여
관내회원과가족동반하여공설운동장하천변에서관계기관장과
유 강화를위해풍성한음식을마련하여회원상호간의단합을다
지고잠시늦더위를식히기위한놀이행사등다채로운행사를가졌
다. 

▲지난29일진주시농산물도매센터2층회의실에
서열린“친환경농업실천기술교육(87명참가)”에
서김운여교수가강의하고있다.

▲지난20일고령군성산면성산농협에서개최된
행자부지원“친환경농업 실천기술교육(100명 참
가)”에서강의중인박 수이사의모습.

▲지난21일성주군초전면(지회장: 곽현수) 초전농협회의실에서
개최된“제357차친환경농업연수교육(124명수료)”에서오동암이
사가강의하고있다.  

▲광주전남도지부(지부장: 박형재)는지난14일진도군지회초청
으로남도최남단진도관내에서30여명의도지부위원이참석한가
운데도지부의발전적방향을위한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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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생산품

�시설하우스용스팀방열기
�전기온풍기, 온수보일러
�고추담배등농산물건조기
�동파방지용히터트래싱케이블
�종돈및우사매트

■일반생산품

�주택및APT 난방시스템
�빌딩온수스팀라디에타
�조립식전기및온수온돌축열형판넬
�찜질방, 사우나, 목욕탕용, 한증실, 라디에타
�사무실용열전도식온풍기
�ESCO 사업

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특
성

1. 보일러용량이반으로절감/ 2. 난방비가45%이상절감/ 3. 온수탱크
용량이반으로축소/ 4. 배관의구경이반으로축소/ 5. 시설비절감/ 6.
간단한개조로기존시설활용/ 7. 혹한기온도보상방법의간편성/ 8.
시설수명이길고, 재활용이가능

((주주))한한국국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서울사무소: 송파구문정동51-7 석정B/D 3층
TEL: 02-404-3686~7 FAX:02-448-8482,  

지난1년간훨씬성능좋은열촉매제를개발하
여난방비를더욱획기적으로절감시키게되었
음

천시지회(지회장: 이상길)에서는2002
년8월9일(금) 오전10시 천 화교둔치에
서 홍재륜 경북도지부장, 박진규 천시장,
임상원 천시의회의장, 권오전농산물품질
관리원 천출장소장, 김수원 천농업기술
센타소장을비롯한각계인사와350여명의

회원가족이참석한가운데 천유기농업한마음 회를개최
하 다. 

이날행사에서는비가내리는궂은날씨임에도불구하고많

은회원가족들이참석하여유기농업협회 천시지회의단합된
힘을과시하 다.

1부행사에서이상길지회장은 회사를통하여단시간내에
급속한회원의증가와유기농업에 한관심의증 는개인의
노력으로만이루어진것이아니라회원모두의관심과호응속
에서이루어질수있었다며, 현재에만족하지말고더욱더노력
하고분발하여 천시의유기농업의탄탄한토 를마련하고,
어렵게생산한유기농산물이소비자의인정을받고제값을받
으며유통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자고강조하 다. 

박진규 천시장은격려사에서수입개방화와값싼외국농산
물의무차별적인수입에 항하여우리농민들이살아남을수
있는유일한 안은안전성이확보된유기농산물의생산이라
며 천시의유기농업이확 발전할수있도록모든지원과노
력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하 다. 

이어진2부행사에서는회원가족들의노래자랑과 천시와
유기농업에관련된O, X 퀴즈풀이, 분과 항윷놀이, 경품권추첨
등흥겨운시간을가졌으며, 우수회우선발에서는이상길지회
장과한상열회우, 황정모회우, 원정희회우, 최규활회우가선발
되는 예를안았다. 

이날참석한회원가족들은유기농업협회 천시지회가더욱
발전할수있도록모두가노력하고, 또한회원모두가고품질유
기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 더많은정보의교류와협력을도
모해나가자고다짐하 으며, 이날푸짐한음식과다과를준비
하여회원모두가마음껏즐기며즐거운시간을가질수있도록
많은준비를하여온 천시지회장및임원진들의노고에감사
한마음을가지며, 내년에는더욱더많은회원가족들이참석할
수있도록하자며단합 회를마쳤다. 

이 모

모저

▲“ 천유기농업한마음 회”에참가한회우들이각분임별
로토의를하고종합강평시간에사회자의결과발표에귀를기
울이고있다. 

▲지난9일 천시지회(지회장: 이상길)가개최한“ 천유기농
업한마음 회”에서박진규 천시장이인삿말을하고있다.

천시유기농업한마음 회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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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포포벽벽을을두두껍껍게게,, 성성장장속속도도를를빠빠르르게게

칼칼 달달가가스스
��뿌뿌리리를를왕왕성성하하게게,, 새새로로운운뿌뿌리리가가나나는는

달달가가스스 UUPP
포포장장단단위위44병병,,1100병병,,2200병병��11병병당당1122,,000000원원��

당사의 오르가논을 사용하면
바실로마이신, 바실러신 등 항
진균성 항생물질과 키티나아
제, 셀룰라아제, β-1,3 루카나
아제효소에의한작용으로병
원균의 포자발아 억제, 균사신
장 억제에 의한 살균작용으로
생물적인 방제가 가능하므로
고품질 농산물의 다수확을 이
룰수있다. 

부분의 병해는 강우 등에
의해습기가많을때발생하므
로 평소 오르가논으로 정기적
인 관주와 엽면시비를 하면서
비가오기직전과직후에오르
가논 엽면시비를 한다면 병해
예방에확실한도움이된다. 

※고추 탄저병에는 오르가
논에 아미노산과 칼슘제를 혼
합하여 살포하면 예방과 치유
에효과가있다.

특히 비오기전ㆍ후에 사용
하면효과가탁월하다.

▶▶1188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미생물의 질병방제 기작

리점

모 집

시설원예,축사,주택,빌딩사무실등의

에너지절약형HEAT PIPE설치사업에

능력있는분의 리점운 상담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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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면면에에서서이이어어짐짐..

2)건강상태: 벼슬이진하게보
이고 활동적이며 활력이 넘쳐야
한다. 

3)계분상태: 계분색깔이흑갈
색으로되어있어야한다.

4)계군상태: 한곳에몰려있지
않고, 분산되어있는상태가좋다.

5)내장기능을 강하게 단련하
기위한관리

○육추실안에서풀을즐겨먹
을수있도록습관적인관리를해
야한다.

○해방후에는화분과풀을급
여토록한다.

○체질개선시왕겨급여할때
닭에게무리가없도록한다.

○산란개시에 청초를 급여한
다.

○산란후기에 두과작물을 급
여한다.

7. 입추관리
1) 입추준비관리
(1)병아리 입추전에 계사바닥

을고르게정지한다.
(2)처녀지는 생석회를 살포하

여콕시듐과기생충을제거한다.
(3)3일후에발효사료를전바

닥에살포한다.
(4)계사바닥에 볏짚을 3cm정

도절단하여 골고루 펴준다. 1칸
당100kg

(6)계사주위에망이떨어진곳
은수리해준다.

(7) 육추상자및열실준비는미
리해놓는다.

2) 육추실준비
(1)병아리가도착되면난자(계

란판)에넘치지않을만큼황설탕
물을 미리 준비하여 미지근하게

해둔다.
(2)2시간이 지난후 계란 삶은

노른자를 15마리당 1개씩 잘게
부수어서 소리가 나는 사료포
를못자리육묘상자위에펴서준
다(10분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도
록).

(3)첫모이 급여시간은 빠를수
록 좋으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육성에큰 향을미치므로운송
거리, 운송시간, 입추준비등철저
히준비한다. 

(4)급여기, 급수기가부족하지
않도록한다.

(5)3,000수기준에예비용을2
칸준비한다.(약추등격리)

(6)열실을밟아5일후에최고
점의열이나면가볍게밟아열을
보존한다. 

(7)열실바닥이 굴곡이 지지않
게하고위에는가마니, 밑에는왕
겨를골고루펴준다.

(8)백포는광목으로한다.
(9)육추실은 열실(3자×3자),

육추실(6자×3자), 윗판(3장), 망
사(철망, 모기장)로준비한다.

(10)육추실이별도로설치되있
을 경우에는 보일러를 이용하면
바닥이 따뜻하므로 충분한 환기
를시켜도육성이잘된다.(경우에
따라서는 간이건물 비닐하우스
를이용하여바닥에보일러를간
단하게 설치하면 좋은 육추실이
된다.)

�다음호에계속

유기농업협회 회원 여러분!!!

유기농업에 정말 믿고 쓸만한 유기질비료(퇴비)가 있습니까?

한국의 유기농업... 25년의 전통과 기술 노하우로 신농비료가

책임지겠습니다.

유기농업 = 토양관리 = 신농비료
신농비료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1. 미생물(퇴모박-THERMOBAC�)이 살아 있습니다.
2. 엽류집적을 해소하고 연작장해를 막아줍니다.
3. 뿌리발육을 촉진하고 내병성을 증 시킵니다.

신농비료는 품질이 확실합니다.
1. 풍부한 유기물 + 미생물 + 토양개량제를 한포에...
2. 국내 최고의 발효설비로 생산합니다 - 3단계 발효시스템
3. 고온(70~80℃)에서 발효시키므로 해충,병원균,잡초씨 등이 완
전 사멸된 가장 안전한 퇴비입니다.

Shin Nong Bio-Fertilizer

본사∙공장: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639-6 T. 031-544-2121,2157

업 본 부: 전광역시 유성구 장 동 268-3 T. 042-822-6784,5,6(fax)

구입문의: 전국 농협 및 리점 / �농협에 예약신청하시면 정부보조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전통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작 물

딸기,오이

감자,마늘,양파

시 비 량

12~15포

8~10포

과수(성목기준) ½포(10㎏)

벼,보리 1~2포

엽채류 8~10포

수박,참외,고추
메론,호박

※추비 2~3포

8~10포

-  표준시비량 -
(100평/한포20㎏)

▶시비량은 토양조건과 작물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다.

해제, 유기농업교육과 환경정화활동 성료

지난8월29일해제지회에서는친환경
마늘양파생산을위한교육과환경정화활
동을겸한유기농업해제지회의행사가해
제신협교육관에서개최되었다. 

서삼석무안군수와김옥해제면장, 전남
도유동찬유통계장등다수의내빈과본회
정금 부장및박형제도지부장과 인근지
회장등이참여한이날교육에서서삼석무
안군수는장차농민이살아갈길은유기농
업뿐임을자각하고앞장서서이런교육과
행사를유치하고봉사하는해제신협이사
장(박상문)에게감사한다는말과함께 열심
히배우고정보를이
용하여 농민 스스로
가잘살겠다는의지
를굳건히할것을격
려하고 앞으로 유기
농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인 협
력을 아끼지 않겠다
는인사를하므로우
뢰와같은박수를받
기도했다. 

홍석주총무의 사
회로 개강식을 가진

이어 교육시정표
에의한치 한교육
이진행되었다. 

정금 부장의 유
기농업 일반과 김기

주독농가의유기농업양파재배사례발표,
유동찬전남도청의 농정프로그램 소개, 김
양호 무안농업기술샌타 지도사로부터 마
늘양파의식재법과병치료, 마늘주아제배
권장, 강제석지회장으로부터의 친환경 마
늘양파재배신청등을안내받았고자체에
서준비한점심식사를하고교육수료후나
르겐을한봉씩선물로배부하니역시유기
농업지회다운발상이라며참여농민모두
가칭찬하며웃고해산하 다. 

오랜장마속에서도유독이날만매우더
워모두들힘들어했지만끝까지교육에모
두들열심히참여하 다. 

해해제제지지회회,, 2299일일 해해제제신신협협에에서서 친친환환경경
마마늘늘양양파파 생생산산을을 위위한한 유유기기농농업업교교육육
과과환환경경정정화화활활동동행행사사성성료료

▲무안군해제신협회의실에서개최된행자부지원“친환경농업
실천기술교육”에서강제석해제지회장이인삿말을하고있다.

아직도 유기농업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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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1 ~ 2002. 8. 31 회우여러분을 환환 합니다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최동용:관약구1-0541
나종호:송파구1-0542

<<누누계계:: 554422명명>>

��경경기기도도��
없음

<<누누계계:: 55,,000000명명>>

��강강원원도도��
없음

<<누누계계:: 22,,110066명명>>

��충충청청북북도도��
송성기:제천시4-1499

<<누누계계:: 11,,449999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김종민:논산시5-3224
박덕범:논산시5-3225
박상용:논산시5-3226
배 호:논산시5-3227
이환호:논산시5-3228
정의현:논산시5-3229
전재식:부여군5-3230
장창규:논산시5-3231
이천규:부여군5-3232
윤명섭:천안시5-3233

<<누누계계:: 33,,223333명명>>

��경경상상북북도도��

김학상:상주시6-4782
이기호: 구시6-4783

<<누누계계:: 44,,778899명명>>

��경경상상남남도도��
없음

<<누누계계:: 33,,118899명명>>

��전전라라북북도도��
박철민:김제시8-2885
장주하:김제시8-2886
고병훈:완주군8-2887
이승희:완주군8-2888
최규진:완주군8-2889
권윤거:진안군8-2890
이상석:진안군8-2891

<<누누계계:: 22,,889911명명>>

��전전라라남남도도��
이윤호:나주시9-3562
강맹구:장성군9-3563

<<누누계계:: 33,,556633명명>>

��제제주주도도��
고만갑:북제주10-835
김형주:북제주10-836
부 웅:북제주10-837

<<누누계계:: 883377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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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20044명명

88월월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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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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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기기농농업업인인의의 희희소소식식��

가이드

커지미 텔레파시

♣국내선두 약효증가∙침투강화제♣

♣비 ∙착색∙수량증수 전문♣ ♣최초 킬레이트-이미노산칼슘♣

�제품의 품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매품: 강력천적길항곰팡이�트리코마�,입상형 미생물제제�아미노점스�

☎(031)632-4402
http://www.bookookbio.co.kr

전국주요 리점:(경기)평택 흥농종묘(031)655-0388(강원)태백 원포농약(033)552-9876 임계 농종묘(033)562-
2429 

(충북)충주 풍국농약(043)847-2842 (충남)금산 농자재백화점(041)754-2274 논산 유진농약(041)735-6221 (전북총
판)
전북동원종묘(063)221-9911(전남총판)광주 토지농자재(011)614-5712 해남 제일농약(061)536-3078 (경북)봉화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

주식회사 부 국

��충충청청남남도도��
민상기:논산시5-0645

일반 ⇒ 평생

신입일반회원

평생회원

22000022.. 88.. 3311현현재재

2277,,664499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전재식:부여군5-3230
장창규:논산시5-3231

��경경상상북북도도��
이기호: 구시6-4783

상기 신입회원명단중
신입일반회원을 제외한
명단

신입평생회원

이씨는 보성지역의 온화한 기
후를활용해120여농가로참다래
작목반을조직, 지역농가의결속
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농협
으로부터새농민에뽑힌지역선
도농업인이다. 그가 참다래를 보
성에들여온것은1996년. 이듬해
부터유기농업관련교육을이수하
고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해참
다래시범재배장을설치운 , 성
공을 거뒀다. 이듬해인 97년에는
보성참다래로정부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본격
적인참다래재배에들어갔다.

최근들어그는활성탄유기농
법으로 품질 좋은 참다래 생산에
주력한결과99년농협에서실시
하는 전국 우수과실 품평회에서
참다래 부문 상인 농림부장관
상을수상, 이지역참다래의명성
을전국에알리는등상품의 외
이미지를높이기도했다. 

그는 다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매년에6차례이상 농교육
을정기적으로받는등신농법배
우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그의 열성은 본인에 그치지
않고지역참다래작목반원들에게

곧바로전수
돼보성참다래
작목반은 금비 사
용을 억제하고 부분 퇴비를 사
용하게됐으며, 그결과보성참다
래의 당도는 어느 브랜드보다 높
은것으로나타났다.

또그는지역참다래재배농가
들로 하여금 적기의 가지치기를
통해수확량을늘릴수있도록하
고 제초제 사용을 최 한 억제토
록해농지의산성화를막는등지
력향상에도신경을썼다. 

이와 함께 그는“맑은 물 보성
강”이라는공동브랜드를만들고
보성 참다래의 우수성을 널리 확
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벌이
는직판행사에적극참여, 보성다
래의품질을널리소개하는등유
통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
이고있다.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그는 올
들어택배사업을시작, 원하는곳
이면 언제든지 신선한 참다래를
배달해줌으로써 성가를 높 으
며, 리콜제도까지 도입 운 함에
따라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얻고있다.

참다래친환경재배“품질인증”

전남 보성군에서 참다래
재배에성공한이남진(59)씨

농
가
탐
방

참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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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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반석」과 「바이오그로」(     ) 열풍

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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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그로골드1l : 16,000원
(당도촉진, 성장촉진) 

○바이오-그로1l : 10,000원
10l : 90,000원

(성장촉진⇒오이, 고추및엽채류)  

★일반패화석염가

★패화석칼슘10l: 50,000원

★골분20Kg: 13,000원
(골분액비제조, 소량배달가)

★은행계좌 : 
농농협협 110000001122--5522--114477008866

예예금금주주 -- 김김 현현

(맥반석+패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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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택배 실시

전면광고

▶▶메메론론,, 토토마마토토,, 딸딸기기,, 참참외외,, 수수박박,, 사사과과,, 배배 등등등등
�� 맛맛,,당당도도 확확실실히히 증증가가.. 조조기기수수확확 도도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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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반석은 토양에, 바이오그로는 관수 및 엽면살포한 경우

�과일, 과채류의 맛, 당도, 저장성 확실히 증가! ⇒ 출하시 인기

�상추, 깻잎 등 엽채류 ⇒ 잎이 두껍고 윤이남 ⇒ 신선도 증가

�뿌리세력 왕성 ⇒ 작물이 튼튼하여 장기 다수확 도움

�염류, 연작장해 감소, 노균, 흰가루, 곰팡이 등 내병성증

강 환 회우 019-443-040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맥반석을 단보당 300kg 뿌리고 바이
오그로를 주기적으로 관수 및 엽면
살포 하 더니, 오이잎이 두껍고 절
간이 짧아졌으며 뿌리세력이 왕성하
여 장기간 다수확하 고 특히 노균
병에 강한 것 같습니다.

문명식 회우 016-9304-3125
전남 곡성군
메론착과 후와 수확 20일 전등 바
이오그로 골드를 2회 관수하 더
니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가락
동시장에서 꽤 높은 값을 받았습
니다. 초기에 엽면살포시 노균∙
흰가루병에도 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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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탕탕의의 330000배배 당당도도를를 지지닌닌 허허브브식식물물 스스테테비비아아와와 맥맥반반석석을을 융융합합한한

오이 다수확의 필수품“맥반석과 바이오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