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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６월 상순～중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조선동해에 있는 고기압과 오호쯔크해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６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１５.３～２１.２ ℃로서 평년보다 ０.３～０.５ ℃,지난해에 비하여 ０.４～２.８ ℃ 낮을것으로 보고있다.강수량은 ６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３４～６０㎜로서 평년보다 ７～１０㎜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며 모살이가 잘되고 아지를 많이 치도록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뒤그루논벼의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우선 비료주기와 물관리를 잘하여 모가 헛자라지 않게 하여야 한다.뒤그루큰모는 ５.５～６잎시기에 ３차덧비료로 뇨소비료를 평당 １００g 주며 뒤그루랭상모는 모내

기 ５～７일전에 질소비료를 ５０g정도 주어야 한다.또한 여러가지 생물활성제들을 분무하여 모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며 해충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
다.

논물관리와 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물을 약간 깊게 대여 모살이를 잘되게 하며 모살이가 끝난 포전들에서는 물을 ２～３㎝정도로 얕게 대여 아지치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물을 깊이 대면 벼잎파리피해를 심하게 받을수 있고 논물온도가 낮아져 아지치기가 심히 억제된다.아지치는 시기에 논물을 얕게 대야 논물온도가 높아지고 뿌리에로의

산소공급조건도 개선되여 벼가 아지를 잘 치게 된다.이랑재배,두둑재배하는 포전들에서는 모살이시기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 모살이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살이이후에는 간단물대기나 골물대기방법으로 물관리를 하여 아지치기를 촉진시키며 뿌리썩는 현상이 심한 포전들에서는 아지치는 시기부터 포화수식 혹은 간단물대

기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좋다.

아지비료를 제때에 주어 벼가 아지를 빨리 치도록 하여야 한다.

논벼는 논물온도가 ２０℃이상인 시기부터 아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벼몸안의 질소함량이 ３％이상 보장되여야 한다.

６월 상,중순은 논벼가 한창 아지를 치는 시기이므로 생육후반기비료를 확보하고 나머지비료를 빨리 주어 벼가 아지를 많이 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모내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지고 기온이 높아진 조건에서 적지 않은 포전들에서 유효아지치는 시기가 ６월 중순으로 앞당겨질수 있으므로 포전별생육상태를 정확

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평당 아지수가 목표이삭수의 ８０％수준에 도달하면 중간물말리기를 하여야 한다.

논김잡이와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내기전에 살초제를 치지 못한 포전들에서 살초제치기를 규정대로 진행하여 김을 철저히 잡아야 한다.애벌김매기를 벼포기주변의 흙을 긁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벼
뿌리를 자극하여 뿌리발육과 아지치기를 촉진시킬수 있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