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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파종방법 개선 변덕스런 이상기후 대응
- 콩 파종기 이용 습해 방지 및 수량성 향상 … 산파 → 줄 파종으로 - 동부센터, 올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 투입 콩 파종기 25대 지원 -

q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배)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나물용 콩 습해방지 및 수량 향상에 나
선다고 밝혔다.
m 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은 1,918ha에 달한다
(2021년 제주 동부지역).
m 나물용 콩은 주로 6월에 산파(종자를 흩어서 뿌림)를 하는데,
지난 해인 경우 파종 후 가을장마로 인한 잦은 비날씨로 콩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였고 꼬투리가 충실하지 못하여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m 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종방법을 개선하여 이상기후
에도 입모율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산파 후 로타리를 칠 경우 이랑과 고랑이 적절하게 생기지
않아 습해 발생 우려가 있고 입모가 불량해졌을 경우 수량이 떨어
지는데 지난해처럼 기상이 나쁜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 또한
밀식되어 도복을 유발하고 수확 시 어려움이 많은 단점이 있다.
q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

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파종방법을 개선하여 습해 예방 및
수량 증대에 나선다.
m 올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트랙터 부착용 콩파종
기를 25대 지원한다.
- 지난 3월 시범농가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시회를 개최하여
동부지역에 맞는 다양한 기종을 선보였으며, 늦어도 5월 중
파종기 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m 이번 사업은 기존 콩 산파 재배에서 기계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재식거리를 조절하여 밀식장해를 해결하며 수확 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 또한 콩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습해를 예방하며, 관행 대비
30% 이상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김정우 농촌지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콩 줄 파종에 의한
습해 예방으로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내 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콩파종기 시범사업 연시회

제주신문: 2022년 03월 14일

제주매일: 2022년 03월 15일

뉴제주일보: 2022년 04월 27일

제민일보: 2022년 04월 27일

한국농정: 2022년 05월 10일

한국농기계신문: 2022년 0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