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재배관리

밤 재배관리 요령

떫은감 재배관리 요령

■ 밤 8월 재배 관리
■ 떫은감 8월 재배 관리
가. 8월 기상예보(기상청 전망)
가. 8월 기상예보(기상청 전망)
- 열대야와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 - 열대야와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
타날 때가 있겠으며, 상층 찬 공기의 타날 때가 있겠으며,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
일 때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많 일 때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많
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 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
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
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월강수량)평년(225.3~346.7mm)과 비 (월강수량) 평년(225.3~346.7mm)과
슷할 확률 50%
비슷할 확률 50%
나. 주요 병해충 관리
나. 주요 병해 관리
- 종실탄저병
- 탄저병
빗물에 의한 전파로 강우량이 많은 해 잎, 신초, 과실에 주로 발생하는 탄저
에 병이 심하며 강우 전·후로 약제 살 병은 7~8월 빗물이 튀겨 전파되니 강
포하여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우 전 약제 살포하여 방제하시기 바랍
- 밤송이 진딧물
니다.
유충이 8월 이후 과실이 커지는 시기
에 피해를 받게 되면 밤송이가 조기에 - 등록농약
벌어져 미숙한 밤이 노출되어 장상적 품목이 등록된 농약을 살포하여 주시
인 발육을 하지 못합니다.
고 등록농약은 인터넷 ‘농약안전정보
7월~8월에 등록된 농약을 10일 간격으 시스템’ 또는 ‘농사로’에서 확인이 가
로 2~3회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합니다.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
- 등록농약
는 경우 병해충에 저항성이 생겨 농약
탄저병: 테부코나졸 유제(사1), 펜헥사 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번갈아
미드·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사3+사1) 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왕진딧물: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4a), (작용기작 : 가, 나, 다, 1, 2, 3)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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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재배관리 요령

호두 재배관리 요령

■ 대추 8월 재배 관리
■ 호두 8월 재배 관리
가. 8월 기상예보(기상청 전망)
가. 8월 기상예보(기상청 전망)
- 열대야와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 - 열대야와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
타날 때가 있겠으며, 상층 찬 공기의 타날 때가 있겠으며,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
일 때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많 일 때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많
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 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
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 (월평균기온) 평년(24.6~25.6℃)과 비
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월강수량) 평년(225.3~346.7mm)과 (월강수량) 평년(225.3~346.7mm)과
비슷할 확률 50%
비슷할 확률 50%
나. 주요 병해 관리
나. 주요 병해 관리
- 탄저병, 녹병, 역병
- 탄저병, 갈색썩음병
7~8월 장마기에 발생이 많아 배수관리 호두나무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 균류
및 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해 인 탄저병과 세균성 병인 갈색썩음병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 올바른 진단 및 방제가 중요
합니다.
- 등록농약
품목이 등록된 농약을 살포하여 주시 - 등록농약
고 등록농약은 인터넷 ‘농약안전정보 품목이 등록된 농약을 살포하여 주시
시스템’ 또는 ‘농사로’에서 확인이 가 고 등록농약은 인터넷 ‘농약안전정보
능합니다.
시스템’ 또는 ‘농사로’에서 확인이 가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 능합니다.
는 경우 병해충에 저항성이 생겨 농약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
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번갈아 는 경우 병해충에 저항성이 생겨 농약
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번갈아
(작용기작 : 가, 나, 다, 1, 2, 3)
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작용기작 : 가, 나, 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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