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26일일 23시시 12분분



2
3
3
3
3
3
3
4
4
4
4

�⑹감⑹감
�⑹감
작물환경

식량작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
추진 내용
성과

농작물 병해충 정밀 종합진단
추진 내용
성과

영양군 정보화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내용
성과



식량작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

지역 맞춤형 신품종 보급 확대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신품종 자율교환 및 피해 대응 기술 보급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공동방제

추진 내용
지역 실정에 알맞은 신품종 확대 보급
영농단계별 적절한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추진
재해대응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
수도작 병해충 방제 사업 : 벼 종자소독 및 공동방제약제 지원

성과
기상재해 대응 농작물 관리 및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2개반 6팀 24명
정부보급종 공급 : 벼 19.8M/T(400호), 전작 25.3M/T(960호)
식량작물 안정생산 방제지원 : 벼 600ha
전년대비 수확량 감소 : 벼 500kg/10a, 콩 270/10a

농작물 병해충 정밀 종합진단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조기 예측 및 방제 지도
병해충 발생정보에 따른 적기 방제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추진 내용
벼 병해충 예찰포 이전 운영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연중 운영
벼 생육조사 및 병해충 관찰포 3개소, 고추 병해충 관찰포 5개소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돌발 병해충 및 외래병해충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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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로 적기방제 실시
효율적인 농경지 병해충 예찰 ․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외래․돌발해충(멸강나방,미국선녀벌레,꽃매미등) 중점 예찰 적기 방제

영양군 정보화농업인 육성 사업

정보화농업인협의회의 자율학습을 통한 역량 배양
인터넷 · 모바일 · 스마트스토어팜을 활용한 직거래 활성화

추진 내용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육성 지원 및 e-비지니스 소득 창출
스마트스토어 입점 농가 지원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정보화 농업인의들의 블로그·스마트 스토어 교육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성과
정보화농업인 농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의 동기 부여
온라인 판매 농산물 홍보로 전자상거래 확산 및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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