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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 여성들여성들 일본에서일본에서 난자난자 매매하고매매하고 있는데있는데......

지난1997년의IMF사태로우
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일본에
서는남성의정자가크게줄어
져1cc의정액속에정자가2천
만마리 이하로 떨어진 (원래는
1억마리이상으로수만년간지
속되어 왔었슴) 불임남성이
20%를 육박하고 있어 사회적
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보도가잇따랐다.

임신 못하는 남성을 신하
여익명으로정액을제공한댓
가로받는보수가제법짭짤하
여건강한 학생들의신종아
르바이트로 각광을 받는 새로
운 직업으로 두되었다는 얘

기 다.

�한국도일본을
바짝추격중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일본만

의걱정거리 겠는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젊은이는 지금
까지20회에걸쳐정액을제공
하 는데, 그렇다면 본인도 모
르는 자식이 20명이나 있다는
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
약간은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
내고있다는투고문을본적도
있다.
�이번엔여성난자까지

주요매매품목화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여성

의 상당수가 불임으로 고민하
게되자 한국여성의 난자를 제
공하는 난자은행이 일본에서
크게성업중이라고한다.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
(2003. 3. 31일자)에의하면도쿄
의시부야에소재한『한국난자
은행일본사무소』에는한국여
성 수백명의 신상정보 카드를
비치해놓고 비슷한 조건을 가
진 일본인 희망여성에게 난자
를제공해준다. 

또한, 한국여성이직접아기
를 신 낳아주는 리모출산
까지알선해주고있는데, 일본
인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는것이다.

이업체의관계자는“한국에
있는 본사에서도 역사도 짧고
조건맞추어주기가쉽지않아
아직은 일본인 부부 80쌍에게
한국 여성의 난자로 임신시켜
준실적밖에없으나전망이밝
아, 지난 2월에 일본사무소를
개설하 는바이미6쌍의성사
실적을올리고있다”며기 에
부푼모습이었다고한다.

�한국여 생∙회사원
주부들이주요고객
난자모집에응하는한국여

성은 주로 20 의 학생∙회
사원∙주부 등인데 신상은 철
저하게비 을보장해주고있
다.

난자거래가 성사되면 난자
제공여성에게사례비로6백만
원이 지급되는데, 실수요자에
게제공시에는한국산난자는1
천 9백만원, 일본인 여성의 난
자는2천5백만원을받고있다
고한다.

일본국내의생명윤리단체로
부터반 가있긴하지만한국
의난자제공자는 부분학비
와 가정사정때문에 응모하는
성실한여성들이라며호의적으
로받아들이고있는중이라사
업의번창을확신하고있다.

�일본의선례를
타산지석으로삼아
우리도 책세워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근

본적으로환경호르몬의부작용
때문인바, 일본과 우리나라가
화학비료와농약의사용량에서
세계1,2위를다투어왔던경험

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이 불원장래에 여성 난자
수입을서두를수밖에없게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하루라
도속히국민모두가친환경유
기농산물을애용함으로써우리
후손들의 정자와 난자 부족현
상을막아내는노력을적극기
울여나가야할것이다.

유럽각국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유기농산물을 30%이상
섭취한 남성은 정자가 한마리
도줄어들지않고1cc당1억마
리이상씩기형도없이역동적
인건강한상태로존재하고있
다는 예에서 보듯이 유기농산
물애용이상기문제들에 한
최선의해결책임을국민모두가
확실히 깨닫고 실천해 나가도
록 계도하는데에 회원 모두의
역량을십분발휘해주기바란
다. 

E-mail: kof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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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의 길잡이

새집 지을때는 나무+기름겸용

한국산업 TEL. (054)777733--22551177
(자세한 내용 17면 광고참조)

나방 캐치

전전해해산산성성수수의의 특특징징

뛰어난 살균력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내성과 잔류성이 없다

농가 수익의 증

속효성이다

전전북북 군군산산시시 서서수수면면 마마룡룡리리 9933--3322 서서수수 농농공공단단지지 내내

홈홈페페이이지지:: www.iontek.com.ne.kr
Tel.063-451-4920~2 / Fax.063-451-4923   A/S상상담담. 063-451-4924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는 산성수로서 인
체에 무해하고 악취가 없으며 사용후 자연수
로 되돌아가는 물입니다.

6~7년 전부터 일본 성인남성의 정자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 뒤에
우 리 나 라 도 35세 이 상 남 성 의 절 반 이 밤 을 두 려 워 하 게 되 었 는 데
지 금 일 본 에 서 한 국 여 성 의 난 자 가 인 기 리 에 판 매 되 고 있 다 니
이 를 타 산 지 석 으 로 삼 아 우 리 젊 은 이 의 정 자 와 난 자 도 지 켜 내 야

축축산산분분야야 효효과과

육질이 좋아지고 유질이 향상되며 유선
염 등 가축류의 질병을 예방하여 농가소
득 향상 및 생산성 증 에 기여함

가축의 축사,착유기 등의 소독으로써
전염병의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전전해해알알칼칼리리수수의의 특특징징

비료 용 효과

발아와 생장 촉진

맛을 좋게하고

과일은 튼튼하게

토양의 산성화 방지

농약 비용 절감

농농약약으으로로부부터터 해해방방∙∙풍풍요요로로운운 수수확확,,기기쁨쁨 두두배배!!

※전국 리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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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노균달가스
■■■■ 효효효효 과과과과

● 노균이 있는 오이를 살려준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로 희석하여 3~5회 엽면살포
☆ 1병:30,000원

■■■■ 효효효효 과과과과

● 과수(배,사과 등)에 병균이 없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 500배로 희석하여 엽면살포 ☆ 1병: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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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름현상이 없다. 
● 성장속도가 빠르다. 
● 생산비용을 줄인다.

■■■■ 사사사사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 물500배로희석하여7일간격으
로엽면살포

☆ 1병:12,000원

배추달가스혹달가스

수박달가스
달가스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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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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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2만 8천여 회원들이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을시작하
면서국토의자연환경을살려내
고국민건강을지켜온지도어언
4반세기인25년을 넘기게되었
다.

그동안유기농업의기술과자
재가태부족인상태에서오직의
지하나로각종의병∙해충과밤
낮없이싸우면서유기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피나는노력은
물론, 생산된유기농산물을소비
자에게소개하고밥상위에올리
도록하나하나에게손으로쥐어
주듯계도해나가는일까지정말
로힘들었던고난과역경의역사

던것은누구도부인하지못할
것이다.

�생산보다유통분야가
더많은돈을벌수있어
그과정에서생산과유통분야

의사업평가를해본다면생산농
민쪽보다는유통상인쪽의수익
이훨씬큰것이사실이었다.

따라서본회에서도홍보의활
성화를꾀함과동시에유기농산
물유통사업을통해생산외적인
소득도올려보자며회원공동출
자로유통본부를설립한지10여

년이지나는동안에그나름 로
장족의발전을해왔다고자부하
고있는중이다.

그러나, 농산물유통사업에는
『신선도문제』라는크나큰장애
가있어판매되지못하고마르거
나 부패 또는 병반이 나타나 부
득이내버려야하는반품이25%
정도씩이나 되다보니 1차 농산
물유통사업의신장에는한계가
클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친환경유기가공품
수입유통이활로제공
그런데, 유럽이나미국∙캐나

다등선진국의유기농산물유통
실태를보면, 유기식품전문매장
에서 1차 신선식품은 전체의
15%정도밖에안되고나머지는
모두가유기가공식품으로채워
져있어신선도때문에폐기처분
하는 비율이 3~4%밖에 안되는
데다유기가공식품의안정적유
통신장으로큰이익을보고있는
중이다.

유기가공식품으로는먹고마
시는다양한식품외에유기포도
주∙맥주∙비누∙화장품∙내
의용 목화에 건축자재까지 4천
5백여종에 이르러 가히 백화점

에 육박할 정도의 여러 용도의
상품들이개발되어여러가지브
랜드의유기농제품전문체인점
들이우후죽순처럼확산되고있
는중이다.

따라서본회에서도우리나라
의유기농산물유통활성화를위
해서는우리나라에는전무하지
만외국에서는많고많은유기농
산물가공품들을수입하여판매
하면서, 많이보급되는품목부터
차례로국산화해가는전략이필
요하다는 판단아래 4년전에 운

위원회에서적극토의해본바
가있었으나, ‘우리농산물애용’
이라는국민정서에배치된다는
이유로백지화시킨일이있었다.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유기가공품수입에투자
이런차제에지난달7~9일의

3일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에너
하임에서 개최한『미국서부유
기식품전시회』에 주한 미국
사관의농무관으로부터공식초
청을받아참관하고돌아온면면
들을 보니 회사 이름만 들어도
국민모두가다알만한�C∙D∙
P∙S∙T 등굴지의재벌기업들
이유기가공식품수입시장에뛰
어들어이미몇개씩의전문매장
을오픈한발빠른행보를보이고
있슴을보면서필자의가슴한구
석이터엉비어가는듯한서 픔
을느끼게되었다.

자연환경을살리자는유기농
업확산운동에는아무도지원하

는이가없더니, 그열매인유기
농산물가공식품으로는큰돈을
벌겠다며벌떼같이달려드는모
습을보며, 우리속담에『재주는
곰이부리고돈은되놈이번다더
니』하는 구절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옹졸하고편협한마음
가짐의소산일런지?

�정부의유기가공산업
지원과회원적극참여를
우리나라의유기농업을이윤

추구의도구가아닌생산자와소
비자가 동참하는 상생의 농업
(相生의 農業)으로 승화시켜 나
가기위해서는, 정부는유기가공
산업육성과함께유통활성화를
위한친환경농업단체들의유통
사업에 한지원을아끼지말아
야 할 것이며, 유기농 생산농민

들또한가공과유통분야에도적
극참여하면서우리의권익은우
리가지켜나간다는각오와사명
감아래본회와유통본부를중심
으로 똘똘 뭉쳐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협력과출자등동참
정신을아낌없이발휘하여주기
바라는바이다.                   <끝>

칼 럼정 진

재재주주는는곰곰이이부부리리고고돈돈은은되되놈놈이이번번다다더더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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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의 수입판매사업 활성화에 부쳐 -

▲미국의유기농산물및유기가공품을판매하는 표적인프랜차
이즈체인인홀푸드마켓(Whole Food Market)의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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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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를위하여현재12,705명에그치고있는평

생회원에 한배가운동을전개할것을제안하

오니 평생회원 여러분께서는 주위의 독농가들

을적극계도하여본회의평생회원으로가입토

록독려해나가는일에가일층의노력을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 3월중의 건립 성금 모금액

◆ 연수원 건립 성금 관리현황

임임 기기-- 청청원원군군

이이재재식식-- 당당진진군군

정정철철우우-- 보보령령시시

노노수수상상-- 고고창창군군

은은행행이이자자

차차입입금금((은은행행 출출))

평평생생회회비비((118877××4400,,000000))

200,000

50,000

100,000

200,000

3,979

64,400,000

7,480,000

72,433,979

내 역 입금액(원)

3월 합계

평평생생회회원원배배가가운운동동을을전전개개하하자자!!!! 

2003년2월28일현재가용기금
3월모금액
연수원공사비

출이자
2003년3월31일현재가용금액

:
:
:
:
:

유 기 농 업 연 수 원 건 립 성 금 모 금 현 황

—
—

8,207,110
72,433,979
65,400,000

560,000
14,681,089

��NNaattuurraall LLiiffee��건건강강한한삶삶에에서서행행복복찾찾는는다다!!!!..기
획

건강과 자연농업

변함없는 체바퀴 일상을 살
아가는 현 인들. 각종 오염물
질로 혼탁해진 환경 속에서 육
체는 지쳐가고, 스트레스는 탈
출구를 찾지 못해 폭발하기 일
보 직전이지만 해소할 곳을 찾
을수없다. 우리의몸이술과담
배에 찌들고, 농약으로 가득한
먹을거리로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지
켜볼것인가? 

이러한 화두에서 출발한 자
연주의 운동이 최근 새로운 생
활혁명을 이끌고 있다. 문명이
라는 이름으로 엮은 인공적인
틀을 벗고 본연의 자연으로 되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
는것. 삶의본질을바꿔놓을만
큼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자
연친화적인 삶에 돋보기를 가
져간다. 

단지한끼식사로배를채우
기급급했던시절이있었다. 그
러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정
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다. 자연에 립하기보다 순응
하는삶, 시간에쫓기기보다여
유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유기
농문화가부상하고있다. 의식
주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오가
닉문화의흐름을쫓아본다. 

서울 청담동에 사는 김미선
(37)씨. 그녀는 얼마 전부터 유
기농매장을이용하고있다. 집
에서거리도멀고, 동네재래시
장에서 장을 볼 때보다 보통
2~3배이상돈이더들지만, 이
곳을고집하는이유는단하나.
바로열살배기아들때문이다. 

그녀의 아들이 아토피성 피
부염으로고생한것은3년전부
터다. 여느아이들처럼 인스턴
트 식품을 즐겼지만 별다른 제
재를 가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
다. 언제부턴가 아들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더니 결국
‘아토피’진단이내려졌다. 

현 인의 불치병이라는 아
토피 피부염은 생각보다 더 지
독했다. 온갖종류의 약이나 별
의별 종류의 민간요법을 동원
했지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않았다. 그러던중우연
히 유기농 야채가 치료에 효능
이있다는말을듣고, 식이요법
을시작했다. 결과는놀라웠다.
아들의 피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매끈함을되찾은것이다. 식
탁이 변하자남편의 치질과 자
신의변비증세도씻은듯이사
라졌다. 
“캠프를가서단체급식을하

거나, 밖에서군것질을하고오
는 날이면 어김없이 증세가 재
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
는 음식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몸에나쁜것인지알수있죠.”

다수 사람들은 김씨처럼
질병을 얻은 뒤에야 유기농의
가치를깨닫게된다. 별다른자
각 없이 농약 덩어리 음식물을
먹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식습
관을바꾸는것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으로의이동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
들의 의식상태가 개화되면서
삶의 질에 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있다. 단지정해진끼
니를 먹고 생계를이어가는 것
이아니라, 어떻게하면좀더잘
먹고잘수있을지에 한진지
한고민이시작된것이다. 

이러한배경속에이제‘유기
농’은선택이아닌필수요소가
되고있다. 여기서말하는유기
농이란 단순히 먹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다.의식주 전반에 걸
쳐 인위적인 환경을 최 한 배
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변화하려는 일련의 노력과 활
동을모두포함하고있다. 

국내유기농시장상황을점
쳐볼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
장규모는연간3,600억원. 최근
들어 관련 비즈니스가 속속 등
장하고, 시장도매년45% 이상
성장할만큼잠재력이높다. 몇
몇 수입 유통업체 중심의 소규
모 시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CJ나 삼양사 같은 기업에서
도관심을갖고유기농식품사
업에 뛰어들거나, 런칭 계획을
세우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
여주고있다. 

지난 97년부터 유기농 식품
유통및개발사업을시작한풀
무원계열사인(주)내추럴홀푸
드는 이 분야의 표주자로 꼽
히는업체. 2001년유기농전문
브랜드인‘올가’(Orga)를 개발
해 체인점 형태의 전문숍을 오
픈하는 등 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가’의이미경차장은“흔

히 유기농 식품사업은 콘텐츠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파는것에앞서, 유기농
제품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정
서적인 공감 를 이끌어내는
게더중요하기때문이죠”라며
유기농 사업의 특수성을 설명
한다. 

작년 말부터 유기농 시장은
식문화중심에서벗어나2, 3차
관련 산업까지 연계해 발전하
고있어눈에띈다. 바디샵, 록시
땅, 프레쉬, 아베다같은전문브
랜드에서도 천연 재료를 이용
한 핸드메이드 비누라든지, 식
물성화장품을내놓고있다. 식
물성분의 유기농 로션과 샴푸,
천연 면소재의 유기농 티셔츠
등이 표적인제품이다. 

▶전세계사로잡은

오가닉(Organic) 열풍
이제막걸음마를시작한국

내 실정에 비해 유럽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유기농 문화는
상당수준물이오른상태다. 이
미80년 초반부터활발한연
구를 거듭한 끝에 중성 있는
결실을맺을수있었다. 덕분에
서구인들에게 유기농은 더 이
상 신기하거나 낯선 소수층 문
화가아니다. 

서양의 유기농 문화는 우리
보다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다. 의식주전반에 걸쳐 자연
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이 유행
하며, 자연과 환경을 우선시하
는‘Organic Style’을탄생시키기
도했다. 얼마전 국센트럴시
티 번화가에는 형 유기농 마
켓이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홀
푸드마켓이라는 친환경 제품
판매점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있다. LA나뉴욕같은
도시에는어김없이오가닉라이
프 스타일 숍이나 친환경 전문
레스토랑 등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자연과 립하기보다 공
존하며 교감을 나누며 유기적
인 삶을 추구하는 오가닉 문화
는 이제 전 세계인의 공통적인
지향점이되고있는셈이다. 

돈을더주더라도농약을치
지않은유기농채소를찾고, 화
학재료가 아닌 순면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핸드메이드 비누
나 화장품을 이용해 몸을 가꾸
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유는무엇일까? 갈수록심하게
오염되는지구환경, 건강을위
협하는 독소로부터 정신과 육
체를 지키려는 필연의 선택이
라는 게 오가닉라이프를 추구
하는사람들의공통된견해다. 

유기농산물 직거래 조합 한
살림의회원인유 희씨는“단
지 여유롭고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싸고질나쁜음식을많
이먹고병을키우는것보다, 경
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유
기농 제품을 선택하는게 현명
한일이다”라며유기농예찬론
을편다. 

유기농 문화가 급속히 퍼지
는만큼, 관심을갖는사람들도
크게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전
반적인 이해도는 높지 못하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법을 이
용한제품이좋은것은알지만,
왜 좋은지 또는 어떻게 활용도
와효과를높일수있는지제
로알고있는사람은드문형편
이다. 유기농문화가일부부유
층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도 여
전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재 인
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
다.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을
돌파할 날도 멀지 않은 시점에
서, 건강한신체와정신을추구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양
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유기농 문화에
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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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성주군협
의회를 소개하고자 한

다.
성주군협의회를 내 가족처

럼생각하고활동
하고있는류문성
협의회장은 시설
참외유기농법재
배로고소득을올
리고있는모범농
군으로서 남보다
앞서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정착시
키는데큰몫을하
고있다.

지난호에 소개
했다시피 성주지
역이기후가온난
하고비와바람이
적으며 점질토양
등자연조건이워
낙좋아참외농사
가잘된다. 하지만제초제를치
지 않고 직접 제초작업을 해야
하고 하우스사이 고랑을 흑비
닐로 멀칭을 하여 잡초를 제거
하느라 힘이 많이 들어 처음에
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
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업도
이젠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
능한 농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념과 언젠가는 이러한 친환
경농업의 실천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웃 농가들에게도 권유를 하며
계속해나갔다.

이런노력의결과지금은성
주군협의회 회장의 중책을 맡

아열심히활동해오고있다.
성주군협의회 회원들은 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우드칩, 갈 , 볏짚등의재료를

효소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고
급 유기질 퇴비를 사용
함으로써
생산

비도
절감하고
당도, 색깔, 육질이우수한

참외를 생산하고 있다. 또 200
평당퇴비2톤을사용하고생선,
깻묵, 혈분, 골분등을효소를활
용하여 발효한 양분을 공급

하고 비닐을 사용함
으로써 물찬 참외를
방지하고있다.

작금의 성주군협
의회의 번성은 회우
들간의 결속과 기술
교류 덕분이라고 귀
뜸을 해주는 류문성
협의장의 말 에서
앞으로도 협의회의
발전이 일신우일신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우들은 평균
3,000여평의 친환경
시설참외 농사를 지
으며, 성주협의회의
년매출액은130억원

에이르고있다. 또한회원모두
가 각자 경험적으로 터득한 재

배기술과수집한정보들
을 각급지회별로

정기적인 월례
회의를 통하
여 지속적
으로 교환
하고 더나
은 기술연
수를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또 유기농업을

희망하는인근의참외재
배농가는 언제라도 환 이며
그동안 체득한 기술도 기꺼이
전수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에 찬 어조로 협의회장
의말 이이어졌다.

회우들은 또한 진정한 참외
는‘기술보다정성’이라고선별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
별기를 보여주며 지금 출하하
고있는참외를선보여줬다.

제 로 된 선별이야말로 그
자체가 브랜드이자 판매 전략
이라며, 참외를높은값에팔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정이지만,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제 로 선별해야 오래가는 신
뢰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이번 3월 24일부로 월
항지회(지회장 박재원)회원 전
원이 참외 저농약인증을 획득
하고 차별화된 제품유통을 시
도하고 있다. 더불어 벽진지회
를 비롯한 타지회에서도 내년
도 인증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
으며 이들이 모두 인증을 획득

하고 제품차별화에 노력해 나
간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참외
의 본고장인 성주관내에서도
진정한 유기농참외로서의 한
획을긋게될것이다.

성주군 관내에서도 이미 정
평이 나있는 유기농업협회 성

주군협의회이지만현재의위치
에 만족하지말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기
하면서 연재기사를 맺는 바이
다. 성주군협의회 파이팅!!!
<끝>

한민국한민국 참외참외의의 메카메카 -- 성주성주
성주군협의회성주군협의회를를 찾아서찾아서 ((ⅡⅡ))

▲수확한참외를선별기를통해선별작업중인성주읍지회배계환
지회장부부의모습.

▲성주군협의회정기월례회에서협의회운 방안에관해논의하
고있는류문성협의회장의모습.

▲시설하우스에서참외출하에앞서재배한참외를선
보이고있는류문성협의회장부부의모습.

▲자가액비를활용해참외재배를하기위해고속발효액비제조기
를사용하고있다.

▲성주월항지회가참외저농약인증을획득하여지회공동선과장
에서자축연을하고있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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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구-경북 친환경인증농가 2291가구

전남도는오는10월까지도내63개자
연마을과서울등수도권63개아파트단
지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어 자연마을이
도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로 맞춤형
농산물을생산해판매하기로했다. 

도는이를위해시∙군이4월말까지수
도권아파트를검색해1천가구이상의아
파트단지를선택한뒤, 생산이가능한농
산물이나 유기농법 같은 생산방법 또는
도시민의 농촌체험 방법 등이 담긴 시
장∙군수이름의안내문을아파트단지에
보내10월말까지1개자연마을과1개아
파트단지 사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
도록할것을지시했다. 

도는 또 도시 소비자들이 자연마을을
찾아오거나 전화 등을 통해 마을에서 생

산하는 농산물이나 물량, 생산방법 등을
직접선택하는맞춤형농산물생산체제를
갖추고, 자매마을에서는생산된농산물을
자매 아파트 단지에 우선 판매하도록 할
것도아울러지시했다. 

임윤섭(41) 도청농산물판매담당은“자
매마을이농산물생산판매뿐아니라주변
볼거리안내, 민박등을통해몸을부딪히
며 도시주민과 형제자매가 되면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소비자모두‘누이좋고매
부좋은’효과가날것”이라며큰기 를
나타냈다. 

‘‘맞맞춤춤형형 농농산산물물’’로로 수수도도권권 공공략략//전전남남 6633개개 자자매매마마을을 추추진진

강원- 각군 농지원

�철원

철원군은 올해 1억7,700여만원을 들여
농경지 380㏊규모에 해 오리 및 우 이
농법을지원하기로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중 오
리∙우 이농법실천농가와친환경농업실
천농가등을 상으로시행하는이사업은
방사시기를감안, 농가에서자율적으로구
입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 

오리농법의경우사업량은100㏊로10a
당20마리씩사업비3,200만원, 우 이농법
은280㏊에10a당8㎏씩1억4,560만원이지
원될예정이다. 

�화천

화천군은100억여원을들여농가경제안
정화사업을추진키로했다. 

출산여성농업인을위한 농가 도우미 지
원과 함께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1인당

64만8,000원을지원키로했다. 
또농지1㏊미만농가고교생에게는입학

금수업료전액지원, 농어촌지도자자녀장
학금지급확 ,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등
의혜택을주기로했다. 

�양구

양구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총
사업비2억원을들여읍∙면수리시설개∙
보수와 농업용수로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남면송우리 지미보에 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취입보와 배수로및 암거를 설
치하기로했으며수리시설개∙보수작업을
모내기철이전인5월까지마무리할계획이
다. 

또19억8,700만원을들여5개읍∙면농
업용수로100곳26㎞를정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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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체체국국 220000--221122--0022--4422884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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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좋고안전한농산물에
한소비자들의선호도가높아지면
서 구경북지역에서화학비료나
농약을전혀사용하지않거나소량
만사용하는친환경인증농산물생
산농가가급증하고있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
북지원에따르면올
2월말 현재 유기농
법이나 무농약농법
등을사용해품질관
리원으로부터 친환
경농업인증을받은

구경북지역농가
는2291가구로지난
해 같은 기간(978가
구)에 비해 2.3배로
늘어났다. 

또친환경인증농산물재배면적
은1948㏊로지난해같은기간(908
㏊)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출하량은8384t으로지난해
(2604t)에비해3.2배늘어났는데품
목별로는사과배포도등과실류가
5157t으로가장많았고버섯등특
용작물류 1948t, 채소류 1116t, 쌀

등곡류135t 등의순이었다. 
특히경주지역의경우2월말현

재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는226
가구로지난해(26가구)에비해8.7
배나 늘어났고 재배면적은 146㏊
로지난해(38㏊)보다3.8배증가했
다. 

친환경저농약 재배인증을 받은
경주시서면도리‘우 이벼’작목
반등8개작목반128가구는벼재
배시논에제초제 신우 이를방
사해제초작업을함으로써‘무공해
쌀’을 생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얻고있다. 

올들어 경북지역
일선시군과품질관
리원등에는친환경
인증을신청하는농
민들이늘고있으며
인증절차에 한문
의도잇따르고있다. 

농산물품질관리
원경북지원관계자
는“친환경농업 인

증제가인기를끌고있는것은보다
안전한농산물에 한소비자들의
선호도가높아지면서비싼값에판
매되는데다농촌환경도보전할수
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
들의선호증가에따라 구∙
경북지역에서친환경인증농
산물생산농가급증

최근안전한먹거리의중요성이날로강
조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향상과
건강정보에 한다양한채널이이처럼사
회전반에확산되고있는것은우리국민의
기질과도무관치않다고하겠다. 지난93년
도 12월24일 한민국 최초로유기농산물
인증1호가탄생된이후97년도에는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단한 속도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가고있슴은매우환 할만한일임
에틀림없는것이다. 

그러나서울을중심으로한 도시근교
의생산현장에서는 일부지역에서수질에
질산염이허용치를상회하여친환경인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방의 중소도
시근교 및 우리의 농업현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생산현장에서사용하는농업용수
는아무런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었으
나, 최근 남부지방의도서지역까지질산염
의허용기준을2배이상상회하여친환경농
업을포기할수밖에없다는안타까운소식
을접하면서일부지역이아닌전국적인현
상으로 진단하게 되었으며 문제의 심각성

을이 로방치할수없다고판단하여물의
질산염 오염원인과 해소 방안을 국내외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지방의 농촌마을의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수많은 농업인
들의 건강문제까지를 감안해 볼때 본회가
주관하여4월경에질산염해소방안의세미
나를 개최할예정인바이러한행사에관심
이있는분들께서는본회로연락주시기바
랍니다.

��개개최최예예정정일일��
▶▶일일 시시:: 22000033년년44월월중중
▶▶장장 소소:: 단단국국 학학교교천천안안캠캠퍼퍼스스
▶▶참참가가비비:: 11인인당당5500,,000000원원
▶▶발발표표자자:: 단단국국 학학교교 생생명명농농업업과과학학 학학

손손상상목목교교수수
▶▶연연락락처처:: 0022--440066--44446622
※※참참가가를를 희희망망하하신신 분분은은 농농협협구구좌좌 001166--0011--

116688331155 유유기기농농업업협협회회로로송송금금바바랍랍니니다다..
※※접접수수후후 상상세세한한 일일정정은은 추추후후 개개별별 통통보보해해

드드리리겠겠습습니니다다.. 

지지하하수수질질산산염염오오염염갈갈수수록록심심각각,, 세세미미나나개개최최참참석석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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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시 토양유용미생물의 증식효과
▶광합성 증 , 품질향상 및 수량증 효과

초고농도 구연산 킬레이트칼슘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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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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물 양연구소 유농약약효약해시험연구소

(강
력

침투
)

▶살포액의 엽면확산 및 강력한 침투효과!!
▶생리장해 예방 및 회복!!
▶신속한 약효 발휘!!
▶농약과 혼용시 농약량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약효는 증진!!
▶농사경 비용절감!!
▶독성이 없어 저공해농산물 생산에 효과적!!

�순 자�� � 키 자
��� � �

수용제

�

불로토 회 춘�
��

국내최초

초강력!! 전천후미생물제제
유용미생물증식및퇴비부숙촉진

▶연작장해 해소, 염류집적 방지

▶미생물 번식 촉진 및 토양구조

떼알화 촉진

▶ 양분의 흡수 및 이용능력

극 화

▶새뿌리발달 및 뿌리활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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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 40%   �제오라이트5%    
�식물성유박 25% �톱 밥 30%
※에투엘8000-원소:알칼리성 발효촉진제

※ 과수용은 주문생산 환 . 
※ 작목반∙단체 등의 공장견학 적극

환 . 
※ 초청상담 적극 환 . 

■ 작물별 사용 및 시비량

�양계장 내부에서 자동시스템으로 건조하여 계분, 톱
밥, 식물성유박, 제오라이트를 혼합하여 교반기 발효
실에서 20~30일 발효시키고

�2차 발효실 바로코내에서 30일 이상 발효를 시킨후

�다시 후속발효실에서 20~30일 발효시킴

�에투엘8000-원소를 투입하여 미생물을 확산시킴으로

써 토양개량 및 작물에 큰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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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처풍파람이몹시불었었다.
뒤뜰에하이얀드레스에꽃을든새색시모냥어여

쁜꽃과함께둥 고부잣집맏며느리같던박덩어리
도뮤지컬한막이막을내리듯아침저녁춥다고느꼈
던지허여무레하던얼굴이검은점이하나둘모양새
가변하면서잎과꽃은쇠퇴해져만갔다.

난다음해에심을씨앗을꺼내려늙은박을뚝- 잘라
반을쪼개어신문지에널어놓고빨래를하려고세탁
기를열고세제를넣는순간깜짝놀랐다.

귀뚜라미가그안에튀어들어가있는게아닌가.
저들이있어야할곳이아닌하필세탁기속에잘못

들어가나오질못하고겁에질려웅크리고있는게아
닌가.

난손에든옷가지를징그러운생각에그위에덮어버렸다. 한참을지나요놈이뭘
하나싶어뚜껑을열어보니얼마나나오려애를썼는지팔한쪽이떨어진채아픔을
참아가며껴앉고있는것이었다.

난순간죄책감에어떡하니난니가그렇게되리라생각은않했었는데....
불구가되게되어어떻게살아가겠니? 혼자중얼 며수건을덮어씌워살며시꺼

내어뒤뜰풀숲에데려다놓아주자장애가된몸둥이로두발쯤뛰려다기운이없는지
살며시눕는것이었다. 그렇게시간은흘러날은저물어만갔다.

요즈음성격이안맞는다는그런이유로가족이뿔뿔이흩어져사는가하면자기인
생하나건사못하는그런가냘픈인간들의이야길듣노라면죽을고통이라면삶에있
어희로애락쯤은채에걸러때론힘겹더라도스스로아픔견뎌가며열심히살려노력
하다보면밝은날도있을것인데인생이항상365일좋던가싶은생각을하면서...

하물며저곤충도삶에욕구가 단한데부모가주신자기존재하나간수못하고, 하
길이유없는무덤없다지만목숨을내던지는인간들을보면곤충만도못하다는생각
에오늘뉴스를보면서지난생각이머릴스친다.

후회없는삶을살자는생각에서...

귀뚜라미

석석 숙숙회회우우

유기농업이란 꽃

어제의기원으로
응결된오늘바램을말끔이쓸어
저따스한태양의은근한미소를
쏟아지게하고싶다.

지난달유기농업인은
오늘다바쳐내일을위하여
끝도없는다리를놓으셨다.

지난날나의번뇌후회
그리고환멸지나버린추억들은
주마등처럼스치는기억들은

오늘에서찬란한꿈인것을
내일의꿈에부푼유기농업의
바다에나는띄우리라.
내작은의지의돛배

이이학학주주서서산산지지회회장장

회회원원 여여러러분분들들의의 옥옥고고를를 기기다다립립니니다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는 전국의 2만 8천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본협회지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
다.
농정현안, 시, 수필, 기행문, 각종 행사내용 등 다양한 소재에

한 회원 여러분들의 옥고를 매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본협
회지『건강과 자연농업』에 정성껏 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사)한국유기농업협회 홍보부 ☎ 02-406-4462

회원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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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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란은점질물이많은데이것은갈락토오스, 아라비노우
스, 우론산등의다당류때문이다. 표피에는수산염이많이함
유되어있어변색이되는데변색을막기위해서는물에담궈
놓는다. 각종무기성분이많이들어있는데특히, 칼륨성분이
많이들어있다. 임산부에좋은식품중의하나이다. 토란의주성분
은당질, 단백질이지만다른감자류에비해칼륨이풍부하게들어있다. 토란특유의
미끈거리는성분은뮤틴으로이것이체내에서 루크론산을만들어간장이나신장
을튼튼히해주고노화방지에도효과를나타낸다. 이것은또타액선호르몬의분비
를촉진하므로소화를도와주고변비를낫게한다. 토란의아릿한맛은수산칼륨에
의한것이다. 이성분은열을없애고염증을가라앉히는작용을하므로외용약으로
사용할수있다. 어깨결림이나타박상이있을때또는삐었을때토란을갈아 가루
에섞어화ㅏㄴ부에바르면잘듣는다. 치통이심해볼이부었을때토란과생강간
것을바르면효과가금방나타난다. 토란은생으로목으면중독증세를보이는경우
가있으므로주의한다. 외용으로사용할때는자극이너무강해부작용이일어날수
있으므로껍질을두껍게벗겨서사용하는것이좋다. 

약이되는채소이야기(토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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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오래보관하기

귤은 많은 양을 잘못
보관하면오히려먹지못하고썩어서버리는
양이많아고민거리다. 

냉장보관해도마찬가지이다. 
귤을신선하고오랫동안보관할수있는방

법을알아두자. 귤이잠길정도의물에소금을
조금넣은다음손으로잘저어섞어준다. 

그다음귤을넣고1~2분간흔들어주면, 귤
표면의농약도제거되고보름정도는신선하
게보관이가능하다. 

생 활

식상

= 소염작용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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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사람한테
진리를배워라
나는시간이나면누구랑얘

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건
여자건노인이건젊은이건간에
만나면 상 방 사람의 분위기
에맞추어화제를끌고가고때
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들어보기도한다.

한번 계층상관없이 노인들
에게어르신네! 백발이되고이
세상을정리하고다음세상으로
가실연세가되셨잖습니까? 이
세상에서 평생동안 하신 일이
있다면무엇을말 하시겠습니
까?하고아주정중하게물어보
았었다.

모두 한결같이“ 쎄”무엇
이라고 꼬집어 할말이 없는 것
이인생이라고한다.

젊어서는 큰 야망도 있었고
젊은 혈기에 태산이라도 한번
옮겨보고 싶었고, 백두산 호랑
이라도 주먹으로 때려잡고 싶
었는데 아들낳고 딸놓고 그 녀
석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일도
해봤고, 저런일도 하 고(목수
는밥먹고살려고남의집지어
주었고, 수의사는 밥먹고 살려
고소, 돼지를치료해주었을뿐,
즉돈을벌기위한직업(행위)에
불과하 지, 이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보람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
신 전령사로 그저 소수의 몇분
으로돈을모르고가난속에의
롭게살다가저세상간뒤에후
세의 세인들이 평가할 뿐이고
또 일부분으로는 희생하는 척
하면서내막은자기먹고살일
을 찾아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
고결국, 나먹고살기위한수단
이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사
회와 이웃에게 느낀 감도와 끼
친 향이 어느 쪽이냐의 미미
한차이뿐이고평생한일은먹
고 살고 자식키운 것 뿐이라는
결론이나왔다.

다음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
그리고 이런 것은 꼭 말해주고
싶은것은무엇입니까? 하는형
식으로 노인들에게 물어 보았
다.

후회스러운 일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다. 하늘을 바라보
고 한 모금의 담배연기를 내품
으며 옛날을 회상하며 후회하
는 말 을 하는가하면 내가 정
말잘못했어! 참회를하며고개
를 떨구고 얘기하는 예도 있었
다.

그중 표적인얘기가나도
한때는잘나갔지, 그리고최선
을다했었어그리고돈이벌리
고그좋았던시절나는나의전
성기가 평생동안 이어질줄 알
고돈을우습게알고써버렸지,
그러다가 기운 떨어지고 돈 떨
어지니깐 가정도 아내도 자식
들도내근처에서다떠나갔어,

지금 생각해 보니깐 돈은 평생
버는것이아니여, 다때가있는
것이고, 그것은잘관리하여가
정을 지키고 자식 키우면서 평
생먹고살아갈준비를꼭해야
돼, 하는얘기는젊음이충만하
고세상이눈아래로보이는사
람에게는귀감이될수도있다.

두번째 얘기는 나는 기회가
몇번 왔었지 그러나 나에게는
결단을 내고 도전할 용기가 없
었어, 미적~하다가세월은흐르
고 세상이 변하니깐 남는 것이
빈주먹이었고 나는 그저 남들
가는 뒤꼭지만 쳐다보고 돈 벌
수

있다
면 따라만 다니다 가보면 아니
고 가보면 파장이고 갈 적마다
시간과 돈만 내버리고 망하는
구멍만들여다보다가이팔청춘
이다갔지, 마음이진득하질못
하고한가지일을못한것이후
회스러워 해본 것은 12가지인
데제 로한것은하나도없었
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까지 끌
고 왔다기보다는 파도에 떠
려오는 판자처럼 왔을 뿐이라
는것이다. 그러니내모습을보
고 내뒤에 따라오는 자식 놈들

한테 한말도 없지만 옛날 내모
습을보는것같다는표현과무
엇이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
고, 들어주지를않는마지막남
은 진심을 들어준 내가 고맙다
는예도있었다.

결과론을 중요시하고 물질
적 도움에만 만족하는 시 에
서진실은뭐말라비틀어진것
이고 진심은 엿장수가 주어가
는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먹고
버린 빈술병만 못한 가치가 되
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
값으로 가지만 당신들은 죄짓
지마십시오. 감옥은사람이올
곳이못됩니다. 하고간곡히진
심으로 부탁을 하는데 보통
생각하기는 죄지은 놈이 뭐
할말이 있어 죽어야 마땅하
지하고 일축하는 것과 비슷

하다.
진실과 진리는 느끼고 깨우

침에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얻어진 것이고 다음에 활용할
귀감의 자료일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없다. 그냥손에쥐어주
는것은아니다. 왜냐면, 결혼을
안해보신 수녀님에게 사랑이
무어냐고묻지를말라.

�유기농업의진리
유기농업으로 성공하고 싶

으며 유기농업으로 실패하고
망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실
패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
다. 실패담뒤에는그때는그렇

게했으면좋았을것을그랬다.
그것이바로노하우다.

실패한 다음에 성공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참기 어려운 고
통과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는원칙과진리가있다. 실패가
두려우면시작을하지말아야하
며망해봐야맛을알고그속에
서 헤치고 나와야 세상이 보인
다.

남의 얘기는 다만 참고사항
에 불과한 것이다. 농업에서만
은 땅이 틀리고 기후가 틀리고
사람이 틀린데 어찌 똑같다고
얘기할수가있느냐? 결정을지
어야한다.

할것인가? 말것인가? 하면
어떻게할것인가? 하다가안되
면 갈아엎어야 원칙이지 딴 생
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갈아엎기 싫으면 안갈아 엎
는 방법을 배워 책을 세워놓
아야할것이아닌가?

그것을 배우려면 성공한다
는 사람한테 묻지를 말고 갈아
엎어본사람을찾아가라. 

<끝>

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

윤 경 환 이사

무엇을 심어야 돈을 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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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회원들의요청에의하여본회에서제작공급해온도금형철파이프소재
피라미드가전국의회원들에게사랑과각광을받아오면서다양한면으로부터효
과를경험하게되었다는감사의전화에큰보람을갖게되었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지역별로회원들에게국내사례와외국전문가들의그동안
연구내용을전해드리자피라미드전체를동제품(순도99.99%)으로제작공급해
주길원하든차에그동안비용문제와제작에따른어려운점들이원활하게해소
됨으로써, 새해부터완전동제품으로바뀌게되었음을전해드립니다. 

종전의제품보다조립해체가용이해졌음은물론효능의극 화를위해밑면의
네모서리와꼭지점에각각히란야를돌출로삽입하게되었습니다.

한편최근에국제동괴가격의앙등으로파이프와꼭지점주물가격의인상이
불가피하게되어22000022년년88월월11일일부부로로22mm 기기본본형형이이226600,,000000원원,, 22mm이이상상33mm까까지지의의
주주문문형형은은229900,,000000원원으으로로상상향향되었음을안내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온라인번호 농협610 - 12 - 033462 정금

2003.  4.  1.

(사) 한국유기농업협회

부설한국유기농자재센터

피피라라미미드드 동동제제품품 절절찬찬리리 보보급급중중안 내 『퇴비판매 안내』

생산등록번호제10-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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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62-8476

∙40리터(20kg포장지 PP마 ), 40리터(20kg포장지 비닐)
를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본제품은 순수 축분(계분∙돈분)만을 사용 톱

밥과혼합하여발효시킨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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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두 약효증가∙침투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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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살고있는곳은충주에
서 제천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구불구불 작은 박달재를 넘어
백운에서4km 북쪽으로들어가
뒤에는 백운산이 있고 앞에는
도곡평야가그림처럼펼쳐있는
곳입니다.

1976년 군에서 제 를 하고
아버님과숟가락2개, 냄비하나,
석유곤로 한개를 가진채 농업
에 뜻을 두고 이곳에 정착했습
니다.

움막집을 짓고 돌산을 개간
하여 돌틈사이에 옥수수도 심
고감자, 고추도심으며농사를
시작하 으나 퇴비가 없어 농
사가 잘 안되어 친척집에서 빚
을얻어송아지4마리를구입하
여 퇴비를 마련하고 송아지를
비육시켜 출하하여 토지를 장
만하고 또 다시 송아지를 키우
기시작했습니다.

1980년 중매가 들어왔는데
산수좋고움막집이낭만적이라
는도시처녀가있어결혼을하

습니다. 그여자가바로저의
아내입니다.

1983년 아버님께서 송학교

회에 가셔서 유기농업교육을
받으시고 바이오짜임 한봉을
구해오셔서 쌀겨와 황설탕을
배합하여 균강사료를 만들어
소에게 급여하고 그 양질의 부
산물퇴비를 논밭에 넣어 농사
를더열심히지었습니다.  그러
나 생각같이 그렇게 잘되는 것
이아니라점점더어려워졌습
니다.

1985년저는아내와함께유
기농업연수교육을이수하고열
심히 농사를 지었으나 누구하
나 인정도 해주지 않고 팔아먹
을 길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
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건강에 한 불안감은 사라졌
으나 삼복더위에 풀을 뽑아야
하고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에
서 좋은 값은 안나오고 갈등속
에있던차에, 1988년9월정진

부회장님과윤경환이사님그
리고 손님 여러분이 저희 농장
을방문하셨습니다.

농장을 둘러보시고 잘 가꾸
어 놓았다고 말 을 하시고 앞
으로 더 열심히 유기농업을 하
면 판로도 보장된다고 하시며
움막집에 사는 저희 부부가 행
복해 보인다고 격려해 주셨습
니다.

그후 윤경환이사님이 주선
을 하여 우선 고추가 유기농산
물로 판매되기 시작하 습니

다.
꼭5년만에맛본감격이었습

니다.
계속적인 기술지도와 안정

적인 판로를 위하여 윤이사님
을그후5년동안매년1회에서
2회씩초청하여기술보급을받
고, 뜻있는이웃농가6명을규합
하여도곡유기농업작목반을만
들어 충주지회와 연 해 나가
고있습니다.

농업에종사한지19년, 그리
고 유기농업을 실천한지 15년
이지난지금은논1만여평, 밭8
천여평, 사과나무6백여주를재
배해쌀, 고추, 사과등이직거래
와납품으로년간5천만원의순
수익을 올리는 농가로 정착되
었습니다.

유기농업의 퇴비자원으로
뒷산에 깔려있는 낙엽을 주원
료로 우분과 함께 찌모겐으로
발효시켜 10a당 3천kg을 기준
으로 만들다가 모자라 구입해
서쓰는양도상당히많습니다.

추비로는 깻묵을 쌀겨와 효
소로 배양시킨 균강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때 C∙P∙K와 1 1로 섞
어서모든작물에사용합니다.

장마기 곰팡이균 방제로는
패화석효소+현미식초+황설탕
효소배양액+유기농목초액을
농약 신7�10일간격으로엽
면살포해줍니다.

체로큰고생을안하고유
기농업을 하는 비결은 2�3년
을 주기로 윤작하여 작물을 재
배하니 큰 문제가 발생하지않
고큰기술과노력을들이지않
고도될수있다는것을터득하
여실천하고있습니다.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무에
서 유를 창조하고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물심양면으로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
하여더맛있고더우수한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고추추재재배배기기술술요요약약
품종- 금장3호, 거성
종종자자침침종종
물10l+보리돌뜸씨10g+황설

탕5g의균액에12시간 담
근다.

포포트트가가식식
자엽나오고1엽기전후에찌

모겐수용액(물20l+찌모겐100g)
에 뿌리를 담그었다가 포트에
이식한다.

엽엽면면살살포포
본엽이 4엽기에 물 20l에 황

설탕효소 400cc+보리돌뜸씨
30g+나르겐 15g+현미식초
30cc를10일간격으로2회살포
(이시기는 화아분화가 진행되
기떠문에매우중요한시기임).

정식10일전에는물20l에황
설탕효소 50cc+보리돌뜸씨
20g+부리오 15g+현미식초
40cc의 균액을 엽면살포후 정
식함.

본본포포추추비비
정식 3주후 10a당 C∙P∙K

20kg+깻묵 30kg+요소 10kg 으
로1차추비. 

다시3주후C∙P∙K 25kg+
깻묵 50kg+요소 20kg으로 2차
추비.

또3주후위의방법으로3차
추비. 

8월10일경C∙P∙K 25kg시
비

엽엽면면살살포포
물20l+황설탕효소 50㏄+현

미식초40㏄+패화석효소20g+
생선아미노산20㏄를7�10일
간격으로 연속 살포하여 끄름
병과탄저병예방.

진딧물 발생시기에는 마늘
50g즙액첨가살포.

장마기에 황화될 때는 상기
방법에황설탕2배량과황산마
그네슘(40g) 첨가로회복시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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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은 1,700~1,800원 도착됨
★ 자매품 : 액상칼슘 10ℓ: 40,000원, 500cc : 3,000원

공장공장
직직

획기적‘‘‘‘인인인인하하하하’’’’단행

숯숯 (활성탄)  파격적“인하”단행
● 지온상승, 연작해소, 병충해 감소, 수량증 , 품질향상
● 맛 좋고 소문난 농사의 뒤에는 반드시 숯이 있었음을...

토토 소소토토 소소 유기액비재료 전문공급
(토소미생물, 골분, 어분 등) 논산딸기축제(주관; 논산딸기시험장) 
2000년부터 2년연속 1등을 했던 핵심재료임.    
수확증가 2.5배, 연작해소, 저농약, 조기수확, 품질우수, 경비절약
※ 어느지역이고 성공농업 뒤에는 잘 밝히지 않는 재료 음을

아직도유기농업을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실천하지않고있는가? 120

노지고추재배 【한 광 택 회우 전화: 004433--664422--99449933】

한 광 택 회우

<끝>

공장상차도(15Kg) 7,000
원종전: 9,000원 운임별도

광합성광합성 원균원균 (PSB)  직수입 냉동처리됨
● 500g냉동원균:25만원,원균 25g(12,500원)이 물 30말통,엽면,관주(600평)  
● 각종 질병극복 우수,지속적 다수확,연작해소,품질향상 등

21세기 유기농업정보
TEL. 011-641-2185, 061-857-2185
�사무실전화가 안되면 핸드폰으로 하십시오.

※ 아제론 미생물,목초액 등 국내외 친환경 자재전문(염가제공)

농협
651-02-063711
예금주. 설 현

이책은쌀겨를논밭에뿌려잡초를없애고
작물의생육을좋게하며특히벼에서는밥맛
이좋은쌀을생산하는친환경농사법을설명
한책이다.

쌀겨는인산이나무기질, 비타민을다량함
유하고발효기폭제로서의힘이매우강한물
질이다. 이쌀겨를논에뿌리면다양한유용미
생물이증식하여표층을일시적산소결핍상
태로만들고유기산을생성하며논표면에끈
적끈적한층을만들어잡초발생을억제하게
된다.

또흙의생명력을강화하여각종 양소를
유효화하고작물생육을건전하게하고, 병원균번식을억제하며맛이나품
질을좋게한다. 이책의특징은쌀겨로이러한효과를거두는방법을설명
할뿐만아니라발효비료이용과반무경운재배를병행하여쌀겨농법의효
과를배가시키는사례를듬뿍담고있다는점이다.

농약과비료를쓰지않거나적게써서농사짓는것을고려하거나실천하
는분들께이책은농자재로서의쌀겨의이용가능성과논밭에서일어나는
생명현상에 한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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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겨겨농농법법
기 술

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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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

CMYK
CMYK

CMYK

우우리리나나라라유유일일의의화화학학비비료료 체체용용생생리리활활성성비비료료

시시비비방방법법시시비비방방법법및및및및주주의의사사항항주주의의사사항항

▶▶시시설설재재배배에에 사사용용시시 가가스스
피피해해의의 우우려려가가 있있으으므므로로 파파
종종 또또는는 정정식식 1155일일전전에에 시시
비비하하고고 경경운운한한 후후 파파종종 또또
는는 정정식식하하십십시시오오..
▶▶작작물물의의 뿌뿌리리나나 씨씨앗앗에에 직직
접접 닿닿지지 않않도도록록 시시비비하하고고
시시비비량량은은 표표준준권권장장량량을을 기기
준준으으로로 사사용용하하되되 토토양양 및및
재재배배조조건건에에 따따라라 조조절절하하십십
시시오오..
▶▶흡흡습습성성이이 강강하하므므로로 건건조조
한한 곳곳에에 보보관관하하시시고고 사사용용
후후 잔잔량량은은 수수분분공공급급을을 차차단단
하하기기 위위한한 조조치치를를 취취해해 주주
십십시시오오..

경기도광주군실촌면건업리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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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증진!
생리활성!

병해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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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농약 시 가 열렸다

그린농법[13]  

(주)그린바이오텍 전화 : 031-946-5614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본격
적인 미생물농약의 시 가 열
리게되었다. 

지난 3월 17일 농촌진흥청
산하농업과학기술원에서열린
농약품목관리본위원회에서는
미생물농약품목등록신청품목
에 한심의가있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내 최
초로그린바이오텍의미생물농
약품목2종이심의에통과되었
다. 

그동안시중에
서는 병충해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진 수많은
토양미생물제제
가 유통되고 있었
지만 정부의 공인
을 받은 미생물농
약은 이번이 처음
이다. 

미생물농약이 등록되기 위
해서는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
을포함하여2~3년간의약효약
해시험은 물론이고, 독성시험,
이화학시험 등 선진국 수준의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
다. 

이렇게 엄격한 농약관리법
의 기준이 적용되는 미생물농
약은 비료관리법 하에서 단지
미생물의 함량만이 관리되는

기존의토양미생물제제와는근
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농민이
믿고쓸수있는제품이탄생하
게된것이다. 

지난해 1만7천여 건의 잔류
농약정 검사에서총600건이
부적합판정을받아3.5%가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
기준을 높게 초과하고 있는 사
례도많아최고260배를초과하

다.
미생물농약은 자연계에 존

재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
하여 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기존 화학

농약의 문제점인 잔류독성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병해충 걱정
없이생산할수있는 안이다. 

그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미생물농약이80
년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
작하여 점점 그 사용규모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 미생물농
약에 한 등록 기준이 고시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미생물

농약 품목 등록이 이루어진 것
이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조만
간 해외 유기농산물이 국내시
장으로 물 듯 려들어올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기반
이 취약한 국내 유기농업을 국
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
급한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에서 공
식적으로등록된미생물농약의
출현은반가운일이아닐수없
다. 

이날통과된2종의미생물농
약 품목은 농업과학기술원이

특허균주 AC-1
을 이용한 살균
제(“탑시드”, 오
이 흰가루병)와
비티 균주를 이
용한 살충제
(“솔빛채”, 배추
좀나방) 이다. 
“탑시드”는

농 과 원 에 서
1986년 고추역병용으로 개발
한 AC-1 균주를 미생물농약으
로서개발한것이다. 올해오이
흰가루병으로등록한탑시드는
현재 고추 역병으로 등록을 확

진행하고있다. 
“솔빛채”는농민들사이에서

소위‘청벌레’라는별칭이붙은
배추좀나방에 매우 효과적인
미생물농약으로서그린바이오
텍이 자체 개발한 균주를 이용
하 다.

이 외에도 그린바이오텍에
서는흰가루병균에중복기생하
여 방제효과를 발휘하는 미생
물농약 Ampelomyces quisqualis
와 토마토 잿빛곰팡이병용 미
생물농약(Bacillus subtilis)의연내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
지총4종의미생물농약을시장
에내놓을수있을것으로기
하고있다. 

이 외에도 토마토 풋마름병
(청고병), 잔디브라운팻취, 잔디
피시움마름병, 고추역병, 딸기
흰가루병에 한 미생물농약
등록 과정을 이미 밟고 있어
2~3년내에농민들은다양한종
류의 미생물농약을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린바이오텍은미생물농약

을포함하여앞으로천적, 천연
물농약 등 다양한 생물농약 제
품군을제품화하여종합적이고
체계적인친환경농자재사업을
펼쳐나갈계획이다. 

아래의 사진은 자료사진으
로서 탑시드의 오이흰가루병
방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왼쪽의 처리된 잎과 무처리 된
오이잎의 비교모습을 보여준
다.

<끝>

▶특징
�선충피해예방�작물의생산량증
�병원균이나해충에 한저항력증가
�과수엽채류의품질향상효과우수

양양 그린키토
▶특징

�작물의생육촉진,토양개량
�고온장해∙냉해극복
�작물품질개선(당도,색감,육질)
�발근촉진,양분흡수,화아분화촉진
화수증가,과실비 효과

양양

아미노닥터

�문의및공급처
유기농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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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安心心하하세세요요
누누구구나나 안안심심하하고고
지지을을수수 있있는는 농농사사

이이제제잔잔류류농농약약
걱걱정정없없어어

국내 최초 미생물농약 품목등록,

기존 화학농약의 문제점인 잔류독

성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먹거리생산에 기여

그린바이오텍이 만든
무공해 미생물 제재입니다.

▲”탑시드”의오이흰가루병방제효과를나타내는것이며, 왼쪽의
처리된잎과무처리된오이잎의비교모습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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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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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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설탕∙식초∙오리농
법등유기농법개발

이정모씨는‘유기농업의 달
인’이라고 불린다. ‘70년 에
는쌀다수확재배를위해혼신

의 노력을 기울이며 농촌재건
운동에 젊음을 불태운 그는 농
업이 다수확 증산에 모든 정책
과 지원이 집중화되면서 토양
산성화와 농업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
을늘안타까워했다.

이에 이씨는‘78년
유기농업협회가 건국

학교에서 개최한 겨
울농민 학에 참석해
미생물제재에 한 강
의를 듣고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직접적인 계기
는 자신의 논에 농약을 살포하
다 부인과 함께 수차례 농약중
독 사고를 경험한 이후부터 농
약의 폐해를 절실히 느끼면서
확고한 유기농업을 실천에 옮

기게 됐
다.

그 러
나 당시
에는 환
경농업에

한 기
술과 정
보도 부
족 했 고
친 환 경

농기반

시설도 열악했던 터라 삽으로
직접 땅을 파고 축분∙인분 등
을 발효시킨 유기질 거름을 만
들어논에살포했다. 하지만
양 불균형으로 수차례의 실패
를겪었다.

그럼에도 관행농법으로는
농업환경을파괴하고경쟁력을
갖출수없다고판단한그는끊
임없는 연구를 통해 흑설탕∙
식초농법∙오리농법∙축분발
효퇴비 순환농법 등의 다양한
유기농법을 개발해 친환경 고

품질농산물생산에성공했다.

�토양관리부터 벼 수확까
지완벽한유기농업실천

현재있는벼농사7,000평, 밭
농사(고추∙배추) 2,000평, 돼지
100두 등에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있으며 돼지 사료까지도 농
장부산물을사용할정도다.

이씨는 토양관리부터 철저
하다. 수확시볏짚을썰어넣고
호 , 콩과식물들을파종, 녹비
작물로 사용해 비옥한 토질을
만든다. 이듬해봄, 고품질볍씨
를 자가 채종하여 염수선 키토
산, 보리돌뜸씨를처리, 침종한
후피라미드기(氣)를이용해튼

실한육묘를길러낸다.
이어본답이앙후관리시에

는톱밥발효퇴비∙녹비작물로
밑거름을 하고 자가 유기질비
료(쌀겨∙깻묵 발효제조)를 추
비로 사용하며, 질소 저하예방
과 각종 양보충을 위해 목초
액∙흑설탕∙현미식초∙생선
액비∙아미노산∙미생물제(효
소) 등을수회살포한다.

모든 논에는 정식 후 2주경
오리를 입식(300평당 30마리),
제초∙시비, 병해충발생 억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오
리가 먹지 못하는 화본과 잡초
는인력으로직접제거한다. 수
확한 벼는 모두 태양건조한 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을받는 로자가도정, 포
장해판매한다.

�유기
농산
물
품질
인증
획득,
전국
최고
쌀자
부

이씨의‘가야리농장유기농
쌀’은10kg(정곡)당6만5,000원
(80kg 기준시52만원)으로전국
최고가로판매되고있다. 

이같은노력으로‘99년친환
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데
이어 친환경농산물 쌀 부문 최
우수상(농림부 장관상)을 수상
했으며, 2000년에는본회의유
기농인상본상과경기농어민
상(환경농업신기술부문)을 수
상했다.

한편지난해부터는논350평
에 무농약 종이멀칭 재배를 시
도해 초기 저온피해와 잡초발
생및병해충발생등을억제시
키는 성과를 거둬 올해부터 종
이멀칭을 확 재배키로 했다.
<끝>

““유유기기농농업업만만이이 농농업업경경쟁쟁
력력을을 확확보보할할 수수 있있다다..””

여주군강천면가야리272
이정모019-394-5417

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이달의 회우 - 여주 이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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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세세기기는는 기기능능성성 농농산산물물의의 시시 !!

식식물물에에서서 게게르르마마늄늄 검검출출과과정정

(주)파워어스는 농민 여러분들의 안정적이며 기능적인 농산물 생산
을 위해 각 학 및 연구원의 산하단체와 공동연구개발로 새로운
농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토양사용량: 300평당 - 20㎏(7~8포)

게르마늄을 작물에 흡수시켜 기능성을 강화한 게르마늄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에 한 경쟁력강화와 차별화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을 구축할 수 있는 안입니다.
●“파워체인지”의 꿈
�게르마늄이 함유된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
�소비자의 기 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이제 게르마늄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으로“파워체인지”의 꿈과 함께 하십시요!

농업인들은 자연 친화적이
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
능성 농산물 재배가 막연히 힘
든 농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
다. 실제로기능성농산물을재
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사용하는일반비
료 신 천연 게르마늄이 함유
된 유기질 비료만 사용하면 되
는 것이다. 다만 게르마늄이라
는 생소한 원소명 때문일 것이
다. 게르마늄하면 먼 선진국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생각의 전환만하고 농법의 개
량을 한다면 우리주위에는 아
주 많은 천연 게르마늄이라는
물질이 산재해 있고 쉽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접
근할수가있다. 게르마늄은원
소기호 32로 무기 게르마늄이
독일인이 발견하여 명명한 것
으로 1950년 에 일본인 과학
자 아사히 박사가 석탄에서 유
기게르마늄인Ge132를합성하
는방법을발명한이후전세계
에 유기게르마늄의 보급이 널
리 알려져 왔으나 가격이 비싸
서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 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물질 속에 천연 게르마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이것을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게 된다
면 정말로 기능성 농작물로서
각광을받을수있는제품이된
다고 생각되어진다. 농업에 있
어서는유기게르마늄보다는무
기게르마늄이 식물의 뿌리를

통하여 흡수되어져 식물내에
함유한유기게르마늄을섭취하
므로서 인체에서 아주 특이한
작용을 하게끔하여 주는 신비
의 물질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실험결과로유기게르마늄
은 인체에서 아주 훌륭한 인체
활성물질로규명되었으며미국
이나 일본을 위시해서 선진국
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고급의
인체필수물질로규명되어졌고
여러분야에서 특이한 효과를
입증하고있는이때이천연게
르마늄을 농업에 적용하여 기
능성 농산물
로 재배한다
면 다른 농산
물과의 차별
화도 기할 수
있으며 21세
기특히WTO
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에서농업인들이살아
남을수있는방법은천연게르
마늄을 사용하여 기능성 농작
물을만들어내는것일게다. 농
산물에 함유된 유기 게르마늄
의효과를열거해보면,

1. 면역조절작용을한다.
2. 혈압조절작용을한다.
3. 항암작용이탁월하다.
4. 인터페론 유발작용을 한

다.
5. 항염, 항바이러스작용을

한다.
6. 인체의세포를활성화시키

고노폐물을배출케한다.

7.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부드럽게튼튼하게한다.

8. 농업에 응용시 각 농산물
의특성을살릴수있는기능성
농산물이된다.

상기에 열거한 작용외에 여
러가지의 특이한 활발한 작용
으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모든사람들의 각광을 받
는원소로발전해가고있다. 게
르마늄이 풍부하게 함유된 기
능성 농산물을 어린이나 노약
자환자및일반인들이계속섭
취하게 된다면 건강문제에 일

혁신이 일 것이며 특히 비만
에 고민이 많은 여성의 경우에
외인성 비만이나 내인성 비만
에도 특이한 다이어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
이나연구직등두뇌를많이사
용하는 사람들이 유기 게르마
늄이 풍부한 기능성 농작물을
계속하여 섭취하게 되면 뇌에
서가장많이필요한충분한산
소를 공급하게 되어 머리가 맑
아지고, 성적도 향상되고 개발
이나 아이디어 창출에도 기적
과같은현상이나타나게될것
이며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와 특별한 건강식
품이나 양제, 보약을 섭취하
지 않아도 풍부한 양질의 미네
랄과 각종 양소를 취하게 될
것이며, 특히 산소결핍으로 유
발되기쉬운뇌나심장, 간장질
환에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느
끼게될것이다. 가장좋은먹거
리는 우리의 인체를 건강하게
하여 준다는 것은 두번다시 강
조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 농업인들도 기능성
천연 게르마늄을 사용하여 고
품질의기능성농산물, 즉친환

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면어
떤농작물과의
경쟁에도이길
수 있어 고소
득도창출되고
국민에게사랑
받는농작물로

서각광을받을것이다. 여성의
경우 누구나 아름답고 예뻐지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특
히 게르마늄이 풍부히 함유된
농산물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다이어트 효과외에 변비나 빈
혈, 생리통에도효과가크며특
히 갱년기 장애에서 유발되는
각종 성인병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기능성
농산물이야말로 전 농업인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극

복할수있는 안이아닐까생
각한다. 2003년 3월 21일 사단
법인 게르마늄협회 창립 학술

회가 성황리에 열렸고 앞으
로 체계적인 게르마늄발전을
기 해보면서게르마늄함유기
능성 농작물의 재배에도 많은
학술적, 기술적도움이될것으
로생각되어진다.

2003년은 유엔이 정한 물의
해이고또한우리나라가유엔이
분류한물부족국가로서기능성
이있는물즉파동수와천연게
르마늄의 만남은 기능성 농산
물 생산의 필수조건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성 농작물 생
산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농
업인들로 다시 태어나 고소득
창출로 즐거운 농업인이 되기
를기 해본다.

기능성 농산물은 천연 게르마늄 농법으로!

(주)파워어스
전상희
H∙P011-249-1639

8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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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식품을 한마디
로 하면‘끓는 물이나

열을 가해 간단히 조작하여 먹
을 수 있도록 만든 가공 음식.’
어묵∙햄∙소시지 등은 조리
없이그 로먹을수있기때문
에인스턴트식품이아니다. 

표적인 인스턴트식품은
라면, 인스턴트죽, 수프, 즉석국
과찌개류등이있다.

�먹느냐, 마느냐
어른아이할것없는전국민

의편리성선호, 독신자들과맞
벌이부부의증가, 핵가족화, 여
성의 사회 참여...... 인스턴트식
품을 범람하게 만든 원인들이
다. 

바빠 죽겠는데 하나에서 열
까지 모두 손수 만든 조리식품
만을 먹고사는 현 인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
겠지만습관적인인스턴트식품
의 섭취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동반한다. 다만그결과가나타
나기까지다소시간이걸릴뿐.

�부족해서문제
경계결핍증
인스턴트식품이 왜 나쁜가

에 한결론은두가지이다. 
양의 불균형과 유해물질의 섭
취때문이다. 

양불균형이라고 말하면
부분의 사람들은 그 까짓 것

이라고우습게여기고만다. 그
러나 양불균형으로 인해 각
종 질병에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라. 사태는달라진다.

사람이 만약 한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결과는 뻔
하다. 수저를놓아야한다. 이처
럼 골고루 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편식을 하게되면 겉으로
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특정

양소부족으로비정상상태가
된다. 이를 경계결핍증이라고
한다.

경계결핍증이 무서운 이유
는 양불균형으로 인해 인체
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다시말해쉽게질병에걸
릴수있다는의미다. 만약당신
의 자녀나 주위에서 일년 내내
감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
다면혹그사람의식생활을한
번쯤생각해보라. 

틀림없이 무분별하게 인스
턴트식품에 의존하고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인스턴트식품
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족한 양소는 어떤 것이 있
을까. 그것은바로칼슘과비타
민이다.

�만병의원인
비타민부족
인스턴트식품에는비타민이

골고루들어있을까? 물론거의
들어있지않다. 

따라서 바쁘다고 인스턴트
식품위주의식생활을하다보면
비타민결핍이되고만다. “비타
민결핍이뭐 수냐”라고반문
하기 십상이지만 그렇게 만만
히보다큰코다친다. 비타민부
족으로 오는 질환은 수십 가지
이기때문이다. 

게다가 질환이란 것은 우리
몸이 외부의 침입에 해 견디
다 못해 나타나는 것이라서 병
의증세를눈으로볼수있다는
것은이미어느정도병이진행
됐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비타민으로 인한 질
환이 겉으로 나타날 때까지 마

음놓고 편식하지 말고 평소에
스스로 알아서 양소를 골고
루섭취해야한다.

여러가지 비타민부족 중 현
인의 생활과 가장 접한 비

타민 B1과 C의 부족을 살펴보
자.

�현 인의무력감
당질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이를연소, 에너지화하는데꼭
필요한것이비타민B1이다. 

따라서 비타민B1이 부족하
게 되면 왠지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무력감이올수있다. 무엇
을하더라도관심이적고한가
지 일에 꾸준하게 매달리지 못
하게된다. 이럴땐이른바당분
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와 무분
별한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삼가한다. 그리고 비타민B1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현미,
곡류 등의 섭취를 강화해야 한
다.

�면역력이떨어진다.
현 인이피할수없는스트

레스. 이스트레스를강하게받
으면비타민C가많이없어진다.
요즘 사람 치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눈 비비고 찾아봐
도 없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
으로있어서는안될말. 여기에
비타민C가특히부족한인스턴
트식품만 팍팍 먹어댄다면. 이
건정말큰일이다. 

왜냐면비타민C가인체에미
치는중요성때문이다. 흔히비
타민C를 피부거침이나 피로감
과 연관시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
키고 암 발생 억제의 항산화제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 그러므

로절 로비타민C를소홀히하
지말자

�무서워라!
면역기능저하

양학자들이 양분의 고
른 섭취를 극구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인체의 양균형이 깨
질 때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때
문이다. 

면역기능이 저하된다는 것
은 백혈구의 수가 줄어든다는
뜻. 

백혈구는 인체 내로 침입하
는 각종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퇴치하는 인체내의 군
다. 군 가없는나라를공격한
다고생각해보라. 그것도무지
막지한놈들이. 결과는뻔하다.
각종 병원균이 일으키는 질병
을 고스란히 몸으로 때우는 수
밖에.

백혈구의 종류는 림프구, 중
성구, 단구, 호염기구, 호산구등
5가지. 이 중에서 몸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중성구와
단구 그리고 항원을 기억하는
림프구등이이른바백혈구3인
방이다.

�임산부의적
인스턴트식품
엄마가 공복이면 뱃속에 있

는 아기가 손가락을 빤다고 한
다. 

그만큼 산모와 태아의 양
상태가 접한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발육을 위해서라도 임
신 중에는 아기가 욕구불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섭
취해줘야한다. 특히 양의밸
런스가중요한데, 단백질, 철분,
칼슘이부족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
분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은 인
스턴트식품을임산부가즐긴다
는것은위험천만의일.

인스턴트식품에 들어 있는
인을 임산부가 과다 섭취하면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 임산
부와태아모두에게안좋다. 

칼슘이 부족할 경우 태아에
게 뼈나 치아의 생성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임산부에게
초조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
이다. 해산을 앞두고 정서적으
로 불안한 임산부에게 절 로
인스턴트식품을 권하지 않는
다.

인스턴트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것중또하나가염분. 임산
부에게 염분은 멀리 할수록 좋
다. 가능하면하루에6�8g이하
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런 이유에서도 임산부는 인
스턴트식품을멀리해야한다. 

또한 임신 전에 인스턴트식
품만 먹은 경우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산모에게가장위
험한것. 철분이부족해빈혈이
심하면 아기가 사망하거나 조
산을초래하기때문이다.

▶자료출처:weekly science

� 실용신안 제0193809호, 제0186374호 등록

� 안전한 설계 - 편리한 설치

� 완벽한 겸용 기능

� 장시간 난방 : 나무1회투입으로 최 15시간

연속난방

� 기름연료 단독 사용시에는 추가 연료비

절약기술 : 난방구 분리형 겸용 보일러 기술로

실용신안등록으로 확인된 기술력

� 풍부한 온수로 농촌의 개인위생 향상

� 목초액 생산으로 유기 농 : 한해 동절기 동안

연속사용시 최 800리터(40말) 까지 목초액을

생산하여 유기 농자재사용

한번농약값으로반 구적방제효과

한 국 산 업 TEL.(054)777733--22551177
예 금 주 : 김 하 수 농협계좌 : 772211001155--5522--335577668833

나방 캐치
‘나방캐치’는 불빛과 향기에 민감한 나방을 유인하

여 풍력으로 포집살충하는 기구로 농산물의 피해

방제에 놀라운 효과를 드립니다. 

♣ 1회 방제 농약 값으로 반 구적 병해충 제거

♣ 익충과 해충의 구별 살충 효과

♣ 병해충의 사전 예보 기능

♣ 24시간 타이머 부착, 편리한 사용

♣ 적은비용(월 사용 전기요금 1,680원/월)

- 140w×10시간/1일×30일×40원/kw

새집을 지을때는 나무+기름겸용, 목초액까지

인스턴트 식품 완전해부
Instan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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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병(Rust)
ㆍ병원체 : Gymnosporangium

asiaticum
ㆍ증상 : 어린 잎, 과실, 햇가

지에발생. 잎에는처음등황색
의작은반점이생기고점차담
황색의 긴모상체가 생긴다. 오
래된 이병잎은 황색으로 변하
고심하면잎전체가붉게물든
다. 

피해가 심한 포장은 탄소동
화작용이 방해되고 기형으로
되며, 조기낙엽의원인이된다.

ㆍ전염경로 및 조건 : 4~5월
의 강우가 그 해의 발생정도를
좌우하며 이때 비가 내리지 않
으면 소생자의 형성과 비산이
어려워 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
는다. 병원균은4~6월배나무에
서6월이후는향나무에서기생
한다. 

ㆍ방제: 단지내향나무식재
를 피하고, 개화직전에 방제한
다. 오르가논을 주기적으로 엽
면시비ㆍ관주한다.
�흑성병(Scab)
ㆍ병원체: Venturia nashicola
ㆍ증상: 잎, 가지, 첫가지, 눈

등에발생. 잎에는처음황백색
이고, 나중에흑색의그을음모
양의 분생 포자가 생겨 까맣게
된다. 어린과일에는일부가황
변하고 포자가 형성되며, 어린
유과는 일찍 낙과되고, 성숙과
는 단단한 더뎅이 증상이 나타
나고균열이생긴다.

ㆍ전염경로및조건: 균사나
분생포자의 형태로 병든 가지,
월동눈, 잎에서 월동하여 전염
된다. 병원균은각피를뚫고침
입하며, 잎과줄기가새로형성
되는 5~7월에 가장 심하고, 여
름에는 일시 중지 되었다가 가
을에 새순이나 눈이 발생하면
다시나타난다.

ㆍ방제: 병든잎이나가지는
조기 제거, 개화기에 나타나는
눈의기부병무늬제거, 포장이
과습 하지 않도록 하고 수세를
강하게 관리한다. 오르가논을
주기적으로엽면시비ㆍ관주한
다.
�흑반병(Black spot)
ㆍ병원체: Alternaria alternata

f. sp. kikuchiana
ㆍ증상 : 잎, 가지, 과실에 발

생. 잎에서는검은병반이겹무
늬와함께생기고, 심하면조기
낙엽이된다. 어린가지에는흑
갈색의 반점으로 나타나고, 건
전부위와 접하는 경계부위가
쪼개진다. 병든 성과는 쪼개지
지는 않으나, 연화되면서썩고,
일찍떨어지기도한다.

ㆍ전염경로및조건: 병든부
위에서 월동 후 분생포자를 형
성하여1차전염원이되고, 환경
이알맞은6~7월에심하게발생
한다.

ㆍ방제: 저항성품종을재배
한다. 오르가논을 주기적으로
엽면시비ㆍ관주한다.

친환경농업에있어가장중
요한 것 중 하나는 토양개량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은
계속적인 화학농법에 의한 재
배의 결과로 토양과 수질오염,
자연생태계파괴, 인축에 독성
을 유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
양한환경친화적유기농업기술
이많이개발되어큰관심을끌
고 있으며 이러한 농법 중에서

생태계와인
축에 해를
주지 않고
인공합성농
약과화학비
료의 양을
줄일 수 있
는 가장 효
과적인방법
으로 길항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농법
이있다. 토양생태계는물리적
인 기반과 양분을 의미하는
화학적인 매체에 생물학적인
특성이 서로 얽혀 상호 접한
작용을 주고받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자연계의구성원으로
서 토양 내에서 고유의 기작을
수행하는주체를토양미생물이
라할수있다.

토양중에는조류, 사상균, 방
선균,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 바
이러스등천여종이상이공생
하고 있으며 이중 900 여종이
유효미생물, 100 여종이 유해
미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
든상호 향을끼치며번식, 생
존해가면서탄소, 질소, 각종미
네랄(미량원소)의 순환에 관여
하며 고등식물의 뿌리에 많은

향을미치고있다.
토양미생물들 중에서 길항

미생물은 주로 산성화된 토양
에서생육을하는세균, 방선균,
사상균 등 토양병원균의 활성
이나생존을위협하고, 다른원
생동물 등의 토양미소동물의
생육을 억제하며 토양병해를
억제한다. 

미생물이 분비한 산과 효소
에 의해 토양의 물리성ㆍ화학
성이 개선되어 토양이 입단화
되고, 보비력이 증강되고 토양
pH를 중성으로 유도하여 비료
의 길항작용을 없애며, 투수성
과보수성공극형성이된다.

온도, 습도, pH, 양 등은미
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환
경 인자로써 강력하게 정착하
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균주가 강하게 산과 효소 등을
분비하여 토양을 분해함으로
써, 작물의유용한생리활성물
질의 생성 및 작물생육에 최적
토양조건의 개량 증수로 연결
된다. 방제및증수능력은유익
미생물이 강력히 토양 정착하
여, 방제효소및항생물질의분
비와 토양분해효소, 기타 유기
산이 강력히 분비되어 식물이
필요로 하는 토양으로 개량되
는데 있다. 오르가논은 친환경
제제이며생물학적으로방제되
므로 내성이 없고, 화학농약에
도 듣지 않는 난치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농약과 혼
용이가능한경우농약의효용
을2배이상증가시켜주는효과
가있다.
�미생물농법의효과
유효 미생물의 증식, 토양의

물리ㆍ생물ㆍ화학적환경개선,
미숙퇴비 및 유기물의 가용분
해, 광합성작용촉진, 품질향상
및저장성증 , 병충해의예방
과감소, 연작장해극복, 염류장
해극복, 냉해극복, 미량요소
양공급, 생장활력촉진.

인간, 자연, 생명을사랑
하는기업
(주)HAN바이오

배나무에 발생하는 주요병해와 토양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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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의 향기와 맛 그리고 빛깔을 곱게 해줌.
�작물의 노화를 지연시킴.
�유기산이많아토양의불용화된성분을가용화시킴.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않고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능.
�수량의 증가.
�지력증진.
�뿌리의 세근 발달 촉진.
�반드시 퇴비와 섞어서 발효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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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0

▶▶가가격격:: 3355,,000000원원 ※※골골분분도도 취취급급함함

각종 품평회 수상자들의 80%가 화성혈분을 사용했습니다.

구구분분

엽엽면면

시시비비

관관주주

사사용용법법 시시비비방방법법 시시비비주주기기

오르가논500:1
설탕1kg

아미노산1l

27℃에서12시간
배양후엽면시비

오르가논1000:1
27℃에서12시간

배양후관주

지속적으로
10일간격살포

지속적으로
12~15일

간격으로살포

비비고고

지속적으로살포
하면살균제를사
용할필요없슴

토양중성으로개
량해서비료길항
작용을없앤다.

▶▶2211면면으으로로 계계속속

▼▼오오르르가가논논사사용용법법



건강과 자연농업 �19�제189호 2003년 4월 1일

본회

�2003. 3. 2~10=미국캘리포
니아주 LA근교인 에너하임에
서 개최한『미국서부유기식품
전시회』에주한미국 사관농
무관의 초청으로 본회 정진
부회장과임성실유통본부장이
참관하고귀국. 

�2003. 3. 3=신임김경택제
주도 정무부지사의 취임식에

참석, 도정시책에친환경유
기농업의 적극 반 을 진
언.(강원호부회장)

◉제372차 친환경농업
연수교육이 화성서신농협
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
최.(등록인원: 77명)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업교육에서

“지력의 조성방법과 무농
약재배법”의 주제로 강
의.(김운여지도위원)

�2003. 3. 4=전남 농업
진흥원에서열린기술교육
에서‘21세기 친환경농업
과 벼재배’의 주제로 강

의.(윤경환 이
사) 

� 2003. 3.
5=Agenda 21 제
주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2 상임의
장으로선출, 제
주도의 환경시
범도지정과국
제자유도시 건
설제시.(강원호
부회장)

�2003. 3. 6=

제373차친환경농업 연수교육
이1박2일일정으로포항기계
농협에서 개최.(등록인원: 115
명)

�2003. 3. 11~12=전북농민
교육원친환경포도반연수회에
출강.(정진 부회장, 윤경환이
사, 김운여지도위원) 

�2003. 3. 12=수원국가공무
원교육원농업연수부의친환경
농업반에환경보전과유기먹거

▶▶2200면면으으로로 계계속속

※무농약농사는미생물, 효소농법으로해결한다.

※각종보증 를판매합니다.

�흰가루병, 역병, 탄저병, 노균병,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등

처리방법
한방보조제H+자라나-G(40cc)+쵸이스(20cc)를따로따로희
석하여통에혼합하여골고루

훔씬뿌려준다. 3~4일후1번더훔씬뿌려준다.
�잎곰팡이병, 역병, 노균병,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온실가루이,

토양선충, 해충등처리방법
한방식물보조제HB+자라나-G(40cc)+쵸이스(20cc)를따로따로희석하여통에혼합하여
골고루훔씬뿌려준다. 3~4일후1번더훔씬뿌려준다.
�착근불량, 까스장해, 연작장해, 염류집적등처리방법
300평당라핏트2002 1병+사라나-F 1병(잎이좋을때)이나자라나-G 1병(잎이나쁠때)+
엠지오21 2봉을따로따로희석하여통에혼합하여물과함께관주해준다.
�착과및비 제는알맞게곡써야한다.(작물별로다르니문의할것)
�작물은농사짓는것이아니고본인이물품을알맞게만들어야한다. 토양, 뿌리, 잎, 색
깔, 맛, 병해충, 다수확을최고상품으로만들어야한다.
�구연산칼슘과고열처리골분은1기작기준2회관주및엽면살포로부패병발효과
피수박을에방하고고품질다수확을약속합니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농업, 축산, 양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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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안된 상품은 광고도 사용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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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림림유유기기농농산산 기기술술자자료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논산지회

작물병해충처방방법(20l1통당)

�주요 성분�
생강, 백부, 붉나무, 정향, 오배자등 26종 한약제와 마늘, 겨쟈등의 식
물성 추출물 함유

�특징 및 효과�
1. 각종 병원균과 해충의 예방 및 억제효과
2. 식물보조제로 생육초기부터 출하직전까지 사용
3. 저장성 향상, 당도증 , 비 효과

� 상 병∙해충�
1. 허주니 - 흰가루병
2. 허주니보감 - 잎곰팡이, 선충류,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등

�취급제품�
한방 양제, 활성미네랄, 아미노칼슘, 휴믹산 및 펄빅산 등

�총판 및 리점�
서부 경남 총판 - 경남 진주 수곡농협(055-754-4406)

구 경북 총판 - 진 기업(054-933-1087, 931-3939)
전북 충청 총판 - (041)733-6244, 017-404-6244 부림유기농산(옆 안
내광고 참조), 지역판매점 모집
전남 리점 - 담양군 봉산농협

제조원: 삼흥GTS 055-329-6980~2
김해생림농협 TEL.(055-323-9900), FAX(055-323-

작물의 병∙해충 및 건전생육 관리는
한방 식물보조제『허허주주니니』로.....

안

내
딸기묘

▲지난3월18일김제시청 회의실에서개최된환경농업실천결
의 회및기술교육에참석하여김제시와김제시유기농업협의회
가추진하고있는브랜드화사업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시 적
으로환경생태계와농산물의안
전성을동시에해결해나가야할
커다란책임의식을갖고친환경
유기농업을기필코달성해달라
고강조하고있는정진 부회장
의모습.

▲익산원예조합이추신조합장은조합원을 상으로1일교육을지난
달29일개최하여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유기농업의필요성과실천

기술교육을실시하 으며, 원예조합을중심으로유
기농업의꽃을피워나가야만이경쟁에서승리할수
있을것임을강조하고있는정진 부회장의모습.

▲지난3일부터5일까지화성시서신농협에서개최된제372차친환경농업연수
교육에서친환경농업의필요성과실제의주제로강의하고있는정진석부회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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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필요성특강.(정진 부회
장)

�2003. 3. 13=롯데백화점직
원 상의유기농산물유통활성
화필요성특강.(정진 부회장)

◉농협 안성교육원(원장 황
의 )에서 개최된 친환경농업
벼재배과정교육에서‘유기재
배∙유기농산물 벼재배’의 주
제로강의.(윤경환이사)

�2003. 3. 14=한농연경북연
합회 간부조직원 상의 유기
농업실천 필요성 특강.(정진

부회장)
◉경기안성군삼죽농협에서

쌀작목반을 상으로‘친환경
벼재배와유기농업인증농산물
생산요령’의내용으로특강.(윤
경환이사) 

�2003. 3. 17=롯데백화점과
마트 직원 상의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의 필요성 특강.(정
진 부회장)

◉제주도지부 정기총회 개

최, 임원개편에서 지부장으로
유임.(강원호부회장)

◉충남논산군동부농협에서
벼 작목반 상으로‘유기농산
물 벼재배요령’의 주제로 강
의.(윤경환이사)

◉제374차친환경농업연수
교육이남양주별내농협에서5
박6일일정으로개최.(등록인원:
70명)

�2003. 3. 18=김제시주최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강화
교육』에출강.(정진 부회장)

�2003. 3. 19=제375차친환
경농업 연수교육이 곡성군 농
업기술센터에서1박2일일정으
로개최.(등록인원: 100명) 

�2003. 3. 21=한농연경북연
합회 간부직원 상의 유기농
업도입필요성특강.(정진 부
회장)

◉농협 안성교육원(원장 황
의 )의 경기포천 중농협 조
합원교육과정에서‘유기농업
과인증농산물생산기법’의내
용으로특강.(윤경환이사)

�2003. 3. 24~25=무주군여
성농업인환경농업연수회에출
강.(정진 부회장, 윤경환이사,
김운여지도위원)

◉경기 용인 남사농협에서
벼 작목반(반장 권원 ) 상으
로‘벼유기농업인증미생산기
법’의 주제로 강의.(윤경환 이
사) 

�2003. 3. 25=(오전)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도지사초청간
담회참석, 제주국제자유도시7
개프로젝트와친환경유기농업
단지설치건의.

(오후)제주도 공무원교육원

본회

▲전북농민교육원에서개최된수도∙시설원예친환경농업반교
육생을 상으로유기농업의실천교육을강조하고있는정금 부
장의모습.

▲무주농업기술센터에서개최된여성농업인환경농업 학이지
난3월24~26일까지2박3일간유기농업강사진으로구성하여여성
농업인의역할과능력을발휘하여무주농업의첨병으로미래가활
짝펼쳐나갈수있길강조하고있는본회정진 부회장의모습.

▲지난3월14일무안승달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관내친환경유
기농업실천농가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120여명의관내농업인
이참석하여성황을이루었으며이자리에서삼석군수와박형재지
부장이참석, 현재추진되고있는등 농법인을주축으로한무안
친환경유기농업이결실의꽃을맺을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
하고있슴을강조하고있는서삼석무안군수의모습.

▲본회정금 부장이돈분액비의발효과정에서변화된성분표를
보면서참석자들에게설명해보이고있다.

CMYK

CMYK
CMYK

CMYK

▶▶1199면면에에서서 이이어어짐짐

▶▶2211면면으으로로 계계속속

월례회의

충남도지부 월례회의

지난3월서산소라횟집에서3월정기모임인월례회의를가졌다. 농사일로바쁜가운데많은
지회장및임원이참석하 으며이날회의는이계웅도지부장과임성희사무장이3월14일충남
도청과농협중앙회지역본부를방문하여도 회와관련하여협조요청으로부득이하게지연이
되었다. 

이번월례회의주된안건은충남유기농업인 회일정을조율하는것이었고, 개최예정일을
놓고많은얘기가오고갔다. 최종날짜는7월31일(목요일)로확정이되었으며장소는당진군농
업기술센터이다. 앞으로도 회를개최하려면시간이다소남아있지만, 제6회충남유기농업인

회를 친환경농산
물품평회∙ 친환경
농산물시식회와 병
행키로 하여 생산자
와 소비자가 모두 참
여토록 하고, 만반의
준비를하고있다.

이에 관련해 각급
지회장 및 임원은 도

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부탁하 다. 

도지부에서 제6회
충남유기농업인 회
시상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기한은5월13
일까지이다.

- 제6회 충남 유기농업인 회 7월31일로 확정 -

▲3월정기월례모임에서저녁식사를마치고지회장및임원들이제6
회충남유기농업인 회개최건에 해토의하며제반사항에관해논
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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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에서개최된감귤경쟁력
강화 연구단 출범식에서 자문
위원장으로 선출(강원호 부회
장)

◉제376차 친
환경농업연수교
육이남해군농업
기술센터에서 1
박2일 일정으로
개최.(등록인원:
180명)

�2003. 3. 26=
당진군순성농협
의면민 상친환
경농업필요성과
실제 교육에 출
강.(정진 부회
장)

�2003. 3. 27=
가나안농군학교
의중소기업신입
사원 상유기농
산물애용의필요
성 강의.(정진
부회장)

�2003. 3. 29=익산원협의조
합원 상 친환경농업 도입의
필요성특강.(정진 부회장)            

<끝>

CMYK

CMYK
CMYK

CMYK

▶▶2200면면에에서서 이이어어짐짐 정기총회

제주도지부 정기총회

지난3월17일17시제주도농업기술원강당에서본회제주도
지부정기총회가지부회무위원과각시∙군 의원, 시∙읍면지
회장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날총회에서는2002년도사업및결산승인과2003년도사업
및예산안심의에이어지부정관을1부개정한후임원개선순으
로진행되었는데지부장단및사무국장은지부회무위원회의추
천에 의하여 총회승인절차를 거치고 회무위원∙감사는 다음과
같이총회에서직접선출되었다.

- 다 음 -

�지 부 장:강원호
�부지부장:김 길(상임), 양국만, 배일도 문성

율, 이정용, 김명현
�회무위원:양석필, 신상순, 이동주, 김 진, 이

달순, 김명인, 고찬식, 홍성근, 신윤
범, 정창율, 현상철, 박태관, 백경진,
허락회, 장 선, 김정호, 부진용

�고 문:허인옥(본회이사), 오승휴(농협제주지
역본부장), 오재길(정농회고문)

�지도위원:임선준(전 부지부장), 송병오(전 부
지부장), 한동휴(전 농업기술원장),
송창길(제주 농 교수)

�감 사:강만식, 고두천
�사무국장:이재광

- 강원호 지부장 유임 -

““폐기목폐기목 재활용은재활용은 프렘코프렘코(PREMCO)(PREMCO)와와 함께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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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골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3월19~20일까지1박2일간유기농업
연수교육을실시하여일백여명의관내농업인의참여열기로후끈달아올

랐으며 골짝나라 곡
성군의 친환경농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
여나갈것임을강조
하고있는고현석곡
성군수의모습.

�토양내에서의미생물역할
미생물이토양내반응에능동적으로 처할

수있는능력은, 미생물체에는어느환경에서도
최소의에너지를소비하여적응할수있는가변
적인 사능력을가지고있으며, 스스로유전형
질을전하기위해자기복제를하고, 생화학적
으로안전성을유지할수있는세포구조를가
지고있다.

포자혹은내생포자등을형성하여적합하지
않은환경에서내서조직체로일정기간휴면상
태를유지한후생육이적합하면다시증식을
시작하고, 토양내에유ㆍ무기물을분해생산등

전이과정에다양한형태로촉매작용을하여지
상부와지하부간의생명순환에있어중요한
역할을하고있다.

배나무에 발생하는 주요병해와 토양개량▶▶1188면면에에서서계계속속

▲전남농업기술원에서3월13~14일까지수도작유기농업과정을이
수하기위해입교한180여명의수강생들에게농업의환경이급변하고
있슴에참된교육의장이되길바란다고강조하고있는유인섭농업기
술원장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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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으로인한 수
정률저하 예방 및 농작
물생육관리만전

지난3월에접어들면서중국
에서 발생된 황사로 인해 전국
이 희뿌옇게 뒤덮여 호흡기질
환과 안과질환환자들이 크고
작은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유
난히도많았다고한다.

무분별한벌목으로매년수
십ha가사막화되면서일어나는

이 현상의 최 피해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전역으
로 확 되어 갖가지 기상재해
를 예견하는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

천재지변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상
황 이

라 하더라도 최선의 사전준비
를 함으로써 자연의 재난에 능
동적으로 처하여 지난 겨우
내 가꾸어 왔던 과수농장에서
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냉해와
저온장해 등의 극복노력에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기농
업인의 자긍심을 함양함은 물
론이고 품질향상을 꽤할 수 있
는노력을통한소득창출에배
전의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 유기농업을 실천
해온 바 가장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수있다.

냉해, 저온장해, 서리피해극
복에있어서는물1말+수퍼바이
오5g+황설탕10g+그린키토
40cc의 혼합액을 엽면살포해
주면된다.

또한예년에비해혹독한추
위없이 겨울을 보내고 일찍이
봄을 맞이하면서 과수의 개화
시기가 일찍 전개되라는 전망

과 함께 과수원을 경 하시는
농장주께서는각별히유념하여
관리할필요성이배우높다. 따
라서사과, 배, 복숭아, 포도등과
수의 개화시기 이전에 기상변
화에 따른 수정률 저하를 예방

하여야 할 것
입 니

다. 방법으로는 개화 10%일
와만개시에최소한2회이상물
25말+수퍼바이오75g+황설탕
250g+부리오250g의비율로살
포해주면 개화시 고온으로 인
한 암술의 수정능력저하를 극
복할수있으며, 숫꽃가루의양
이 많아지게 되므로 수정능력
은매우좋아지게됩니다. 황설
탕은 반드시 소량의 물에 끊여
사용하시고수정시에는가급적
아미노산제재보다는수용성인
산제품을 혼용하면 사용시 과

형이 좋아지며 과생산 비율
이높아지게된다.

�수도작에있어서
볍씨침종및묘상관리
봄소식이남녘으로부터북상

하고 있어 여느때보다 심리적
부담속에 농준비에 여념이
없을때이다.

이라크전쟁과경제의침체속
에 봄의 길목에서의 갖은 상념
으로 마음은 무겁지만 순수한
농심은 그래도 씨앗준비와 파
종준비를게을리할수없는매
우중요한절차이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주
곡인 쌀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민족의
생명산업인 것인 만큼 종자 확
보에서부터 소독과정, 그리고
파종과 재배과정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
다.

그렇다면시기적으로종자소
독과정과 파종후 관리요령에

해말 드리자면
첫째, 염수선 소독을 마치고

나서물1말당+보리돌뜸씨30g+
황설탕 10g+ 그린키토40cc의
배양액에침종한다.

둘째, 볍씨 최아과정에서 상
기와 같은 배양액으로 수분을
조절하면균일한발아가된다.

셋째, 볍씨를 최아시켜 파종
직전에보리돌뜸씨분이처리하
여 파종하면 입고병 예방은 물
론 뜸묘방지 및 메트형성 촉진
과충실한모로키울수있다.

넷째, 못자리관리에있어서
는생육기중에물1말+수퍼바이
오5g+그린키토40cc를 일 간격
으로3회처리하면고온및냉해
극복에도최적임

�볏짚퇴비화로
고품질쌀생산을
위한지력증진방법
수도작의경우유기물함량

이 3.0%이상으로 지력이 증진
되면 벼가 튼튼하게 자라고 양
분과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높
아져가뭄등재해를줄여주며,
청치 및 심복백미의 발생이 적
고, 완전미비율이높아지고투
명도가 좋아져 쌀의 품질이 높
아진다.  부분의논토양은유
기물 함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
고있는실정으로퇴비, 볏짚넣
기, 녹비작물재배등을실천하
여 고품질쌀생산을위해노력
을기울여야할때다.

유기물은 땅심을 높이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량제이므
로 논에서 생산된 볏짚은 반드
시 논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
다.  

볏짚을3년이상사용한농가

들의 경우 볏짚을 넣으면 벼가
안된다고한경우가있다. 즉분
열수가 적어지고 초세가 약하
여 비료효과가 없다며 볏짚을
태우거나 판매해 버리고 사용
을기피한다. 

문제는 계획없이 계속 사용
한 볏짚은 논토양에 섬유질 함
량만 높일 뿐 생육부진을 초래
하고 퇴비, 부식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기때문이다. 부식은 리
그닌-단백 복합체를 핵으로 해
서 각종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것이다. 부식에는질소, 인산, 황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식의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유효태가 되어 식물의 양분이
된다. 부식에는또칼륨이나칼
슘등의 염기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이 무기염으로 되어
있지않기때문에물에는잘녹
아나오지 않지만 식물에는 이
용이된다.  

모내기 한달 전에 생볏짚을

태우지말고논10a 당볏짚1톤+
소석회50~60kg+금수강산5포
를고루뿌리고, 그위에균강(쌀
겨 40kg+콤포스트티 500g+물
12l)을만들어살포한다. 관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로타리작
업을 하면 볏짚을 퇴비화 또는
지력증진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그후2번정도로터리작업
을한다. 이작업을하면지온이
상승되고가스발생으로피씨가
썩어잡초경감효과도있다. 

▲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있는농가는염수선소독을마치고나서
물1말당보리돌뜸씨30g+황설탕10g+그린키토40cc의배양액에
침종하고볍씨최아과정에서상기와같은 방법으로수분을조절
하면균일한발아가되며최아이후에는보리돌뜸씨에분이처리하
면뿌리의발근과입고병을예방할수있다.

▲올해는예년에비해봄이일찍찾아와과수의개화시기가이른편
이므로수정촉진을위해물25말당수퍼바이오1봉( 75g)+황설탕
250g+수용성인산제품을혼용하여개화10%일때와만개시2~3회
살포하면수정능력이향상되고, 과형이좋아진다.

4월중 농사정보
- 유기농업 실천기술 -

▶
모내기
한달 전에 생볏
짚을태우지말고논10a 당볏짚1톤+소석회50~60kg+금수강산5
포를고루뿌리고, 그위에균강(쌀겨40kg+콤포스트티500g+물
12l)을만들어살포한다. 관수를충분히한상태에서로타리작업을
하면볏짚의퇴비화와지력증진을크게개선시킬수있다.

칠곡약목지회개편

지회장: 박근욱

총 무: 김진규

함양안의지회임원개편

지회장: 양기조

부지회장: 박민부

총 무: 이현석

이 사: 오권수, 박동기

감 사: 류장열

무안운남지회지회창립

지회장: 김창순

부지회장: 김병재, 김금석

감 사: 김문삼, 유종복

간 사: 임기준

무안몽탄지회지회창립

지회장: 조성익

부지회장: 정수인

총 무: 정세진

�� 지지회회창창립립 및및 임임원원개개편편 공공고고 ��

2003년3월14일
사단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류달

2003년4월1일
사단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류달

2003년4월1일
사단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류달

2003년3월14일
사단법인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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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 ~ 2003. 3. 31 회우여러분을 환환 합니다

��경경기기도도��
김 준:화성시2-5068

<<소소계계:: 11명명>>
��전전라라남남도도��

이주현:나주시9-3639
최병호: 암군9-3640
최남주: 암군9-3641
김길웅: 암군9-3642
이승석: 암군9-3643
곽정근:나주시9-3644

<<소소계계:: 66명명>>

��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나 욱:강동구1-0548
류경철:노원구1-0549
이구용:노원구1-0550
이송근:노원구1-0551
이석용:노원구1-0552
지 환:노원구1-0553
정한선:노원구1-0554

<<회회원원누누계계:: 555544명명>>
��경경기기도도��

임경택:고양시2-5017
정기락:광주시2-5018
김용성:남양주2-5019
김인순:남양주2-5020
김일환:남양주2-5021
김용덕:남양주2-5022
김종득:남양주2-5023
김준집:남양주2-5024
김형기:남양주2-5025
남종현:남양주2-5026
박상용:남양주2-5027
박만우:남양주2-5028
방극명:남양주2-5029

박연우:구리시2-5030
서정상:남양주2-5031
서정생:남양주2-5032
신순희:남양주2-5033
송봉자:남양주2-5034
이 식:남양주2-5035
이근식:남양주2-5036
이병두:남양주2-5037
이산용:남양주2-5038
이승태:남양주2-5039
윤원준:남양주2-5040
이임준:남양주2-5041
이 훈:남양주2-5042
이종득:남양주2-5043
안은석:남양주2-5044
이용명:남양주2-5045
유정길:남양주2-5046
이광순:남양주2-5047
이관우:남양주2-5048
이윤훈:남양주2-5049
유병훈:남양주2-5050
안명호:남양주2-5051
조성찬:남양주2-5052
정창우:남양주2-5053
장재석:남양주2-5054
정연호:남양주2-5055
조성옥:남양주2-5056
한점택:남양주2-5057
홍기정:남양주2-5058
홍동기:남양주2-5059
최길호:남양주2-5060
최 기:남양주2-5061
최맹선:남양주2-5062
최재금:남양주2-5063
최재철:남양주2-5064
추태현:남양주2-5065
홍응유:화성시2-5066
허기열:하남시2-5067
<<회회원원누누계계:: 55,,006688명명>>

��강강원원도도��
없슴

<<회회원원누누계계:: 22,,111144명명>>
��충충청청북북도도��

안후덕:충주시4-1506
허필한:음성군4-1507
<<회회원원누누계계:: 11,,550077명명>>

��충충청청남남도도��
김근호:논산시5-3260
이원기:부여군5-3261
정세용:부여군5-3262
이수복:당진군5-3263
<<회회원원누누계계:: 33,,226633명명>>

��경경상상북북도도��
서흔교:고령군6-4871
류준홍: 구시6-4872
김동용:상주시6-4873
최준혁:상주시6-4874
권 태: 천시6-4875
배한천:칠곡군6-4876
서정국:칠곡군6-4877
서건석:칠곡군6-4878
유시룡:칠곡군6-4879
남풍환:포항시6-4880
<<회회원원누누계계:: 44,,888800명명>>

��경경상상남남도도��
정찬열:남해군7-3299
황갑숙:남해군7-3300
<<회회원원누누계계:: 33,,330000명명>>

��전전라라북북도도��
고기수:정읍시8-2969
김규현:정읍시8-2970
김 소:정읍시8-2971
김상민:정읍시8-2972
고윤복:정읍시8-2973
남궁한성:정읍시8-2974
노희훈:정읍시8-2975
박재곤:정읍시8-2976
신형식:정읍시8-2977
이진 :정읍시8-2978
조병주:정읍시8-2979
전화식:정읍시8-2980
홍성기:정읍시8-2981

김수철:전주시8-2982
문형철:전주시8-2983
박노동:전주시8-2984
신 석:전주시8-2985
이창님:전주시8-2986
배현덕:전주시8-2987
배한석:전주시8-2988
김진 :전주시8-2989
심봉해:김제시8-2990
최청자:김제시8-2991
김수환:김제시8-2992
김화 :김제시8-2993
허양례:김제시8-2994
김계순:김제시8-2995
김일선:김제시8-2996
김연수:김제시8-2997
고 이:김제시8-2998
이인철:김제시8-2999
안병구:김제시8-3000
이귀녀:김제시8-3001
김귀환:김제시8-3002
김인복:김제시8-3003
채서운:김제시8-3004
빈옥자:김제시8-3005
김주환:김제시8-3006
김일섭:김제시8-3007
김갑술:김제시8-3008
김기양:정읍시8-3009
박순규:익산시8-3010
박장휴:익산시8-3011
조우형:익산시8-3012

<<회회원원누누계계:: 33,,001122>>
��전전라라남남도도��

김재갑:나주시9-3628
김재옥:나주시9-3629
박춘수:광주시9-3630
백태훈:나주시9-3631
염현섭:나주시9-3632
주한호:나주시9-3633
최은자:나주시9-3634
장재훈;나주시9-3635

한국철:나주시9-3636
박창범:나주시9-3637
박승일:나주시9-3638
김 무:나주시9-3645
김경자:나주시9-3646
이승권:나주시9-3647
이재철:나주시9-3648
임화현:나주시9-3649
유선숙:나주시9-3650
송근수:나주시9-3651
송 수:나주시9-3652
서훈일:나주시9-3653
조준식:광주시9-3654
한갑평:나주시9-3655
황권하:나주시9-3656
김금만:나주시9-3657
김동기:나주시9-3658
강성연:나주시9-3659
기춘도:나주시9-3660
김용현:나주시9-3661
조 섭:나주시9-3662
강문오:나주시9-3663
차상국:나주시9-3664
김재원:나주시9-3665
조병옥:나주시9-3666
정찬석:나주시9-3667
김남철:나주시9-3668
박천수:나주시9-3669
이윤순:나주시9-3670
임상우:나주시9-3671
김태일:나주시9-3672
강성원:나주시9-3673
김은중:곡성군9-3674
양정희:곡성군9-3675
최점철:곡성군9-3676
김용인:나주시9-3677
김종섭:나주시9-3678
박남식:나주시9-3679
최상봉:나주시9-3680
김경길:무안군9-3681
배 석:무안군9-3682

박록임:무안군9-3683
박문수:무안군9-3684
최한봉:무안군9-3685
강성길:목포시9-3686
이종일:신안군9-3687
원현석:해남군9-3688
김중연:함평군9-3689
장민식:함평군9-3690
서 춘:무안군9-3691
한강환:무안군9-3692
<<회회원원누누계계:: 33,,669922명명>>

��제제주주도도��
없슴

<<회회원원누누계계:: 885555명명>>

22000033.. 33.. 3311현현재재
2288,,224455명명

22000033.. 33.. 3311현현재재
1122,,770055명명

평생회원

��경경기기도도��
홍사억:화성군2-0522
홍국선:화성군2-0638

��충충청청남남도도��
김 :논산시5-3065

��경경상상북북도도��
이 길: 천시6-4535
문종복: 천시6-4601

��전전라라북북도도��
박창일:김제시8-3013

��전전라라남남도도��
곽정근:나주시9-3644

일반 ⇒ 평생

총회원수

신입일반회원

신입평생회원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한번주유로
사용시간60분
화염(불꽃)방사

부녀자도사용편리한
고품질다목적

석유버너

와병중인와병중인 토양�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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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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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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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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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산업주식회사

제 초 살균소독

해충구제 토양소독

2

용도

토양이살아야작물도건강합니다�
화학물질(농약)의과다사용과공해로
오염되고황폐해가는토양�
농약에 한내성으로강해진해충과병균�
화염(불꽃)에는죽지않는것이없습니다.
무공해의화염(불꽃)을이용하여토양소독.

토토양양의의산산성성화화로로썩썩지지않않는는낙낙엽엽��
유유기기농농먹먹거거리리에에서서도도검검출출되되는는잔잔류류농농약약∙∙세세균균��

이런환경에서유기농이될까요?
작물을심기전에토양소독을한다면...

썩지 않고 많이 말리는

태태양양초초 고고추추걸걸이이

▶▶““태태양양초초고고추추걸걸이이””란란??
고추걸이에 홍(생)고추를 다발형태로 형성하여 비닐
하우스내, 옥상, 정원, 베란다, 기타공간에서입체적으
로자연건조시키는기구입니다.

▶▶““태태양양초초고고추추걸걸이이””의의특특징징
�좁은공간에서많이말린다.  
�썩거나희나리가발생하지않는다.
�뒤집어주지않는다.        
�작업이아주간단하다
�시간과노동력을 폭절감한다.
�반 구적으로사용한다.
�11개개에에생생고고추추11..55��22㎏㎏건다.        
�11일일330000��550000㎏㎏이이상상끼운다

▶▶주주문문및및배배송송방방법법
�가격:990000원원//11개개
�배송방법: 택배(50개이상구입시택배비무료)
�계좌번호: 농농협협220077--0022--228899887700

((예예금금주주::송송병병희희))

태양농자재(홈페이지: www.hinongsan.com)

강원도횡성군횡성읍북천리115-65
전화: 033-345-9594   핸드폰: 011-9796-9700

태양초고추걸이
실용신안등록
-제0232926호-

33월월의의 새새식식구구 명명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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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80-7 진 202호 휴 전화 : 011-216-4708

전 화 : (02) 587-4708 F  A  X : (02) 581-3785

『맥반석』과「生氣게르마늄」 량생산

제�품�안�내 (가락동시장부근 매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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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그로골드1l : 16,000원
(당도촉진, 성장촉진) 

○바이오-그로1l : 10,000원
10l : 90,000원

(성장촉진⇒오이, 고추및엽채류)

○통뼈액비10l : 50,000원

★일반패화석염가

★패화석칼슘10l: 50,000원

★골분20Kg: 13,000원
(골분액비제조, 소량배달가)

★生氣게르마늄20Kg: 8,000원

★은행계좌 : 
농농협협 110000001122--5522--114477008866

예예금금주주 -- 김김 현현

(맥반석+패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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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택배 실시

★설탕의 300배 당도를 지닌 허브식물‘스테비아추출액’으로 만든‘바이오그로 골
드’가 지금 한창 수확중인‘딸기’에 사용한 결과 맛∙당도∙향이 좋아 단한 호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춥고 일조량이 부족하여‘참외’,‘수박’,메론,방울토마토등‘당
도’때문에 고민하시는 회원은 큰 도움이 될듯...

““스스테테비비아아 참참외외””브브랜랜드드화화!!

지난 성주군 용암면 이종환 회원외 6명이‘바이오그로 골드’를 사용한 결과
당도∙색택이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어 꾸준히 높은 가격을 받았다. 그래
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7명의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고품질 참외생산에 더욱 노력한
결과, 작황이 단히 좋아 4월 15일경 브랜드 참외 출하예정임.

작년과 금년에‘바이오그
로 골드’사용결과 당당도도증증
가가는 물론이고 숙숙기기를를 앞앞당당
겨겨‘‘물물찬찬참참외외감감소소’’에도 효
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해당 회원님은 연락바랍니다.
1. 고품질‘기능성 브랜드 농산물’생산희망회원
2. 염류∙연작장해로 고민하시는 분
3. 질소과다로 도장이 심한 토양
4. 뿌리발육이 잘 안되고 작물생육이 부진한 경우

●통뼈액비
골분과 어분으로 만든 고순도 동
물성 아미노산액비로 인인((P)),, 칼칼슘슘
((CCaa))이 주성분

당도 당도 촉진제

◀배명기
회우

성주읍
011-9599-
2393

�참외 무료시식후 경매요청
��탁탁월월한한 맛맛∙∙당당도도로로 상상인인들들 인인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