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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 11 

11월 기상 전망

농사준비

기간 : 2022. 11. 2.(수) ~ 11. 5.(토) / 4일간

장소 : 코엑스 전시관 B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코엑스 푸드위크(Food Week) 연계 개최

내용

- 농산물 품목별 상품 소개, 판매 등 농식품 종합 마케팅 페어

- 우수강소농 농산물 홍보 부스 운영

- 강소농 사업 성과보고회 등

- 일시 : 2022. 11. 8.(화), 09:30

- 대상 : 농촌지도자회원 1,125명 

- 장소 : 영암군민회관 

- 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및 특강

            (탄소 중립 실천 교육) 등

※ 2023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 새청무, 영호진미

공급가격 :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12월말)이후 통지

신청방법 : 농가 ⇒ (마을이장) ⇒ 농업인상담소 

공급품종 8품종 (조명1호, 새청무, 신동진, 백옥찰, 

동진찰, 영호진미, 운광, 새누리)  

※ 일미, 새일미 제외

신청기간 11월 중 (2021년 : ‘21. 11. 24 ~ ’22. 1. 28)

“2023년(2022년산) 보급종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일시 : 2022. 11. 17.(목), 09:30

- 대상 : 생활개선회원 760명 

- 장소 : 영암군민회관 

- 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및 특강

            (탄소 중립 실천 교육) 등

제3회 영암군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제18회 영암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전시·판매

주말 이벤트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생산 가공제품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잼, 쌀과자,

멜론피클, 딸기잼 등)

농산물가공교육센터 SNS(인스타그램) 홍보

(팔로우, 해시태그 인증 확인

선물 선착순 30명) 

10. 29. ~ 11. 13.

식량작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구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12월중 교육희망자 신청

특화교육

농업법인 전문 교육(신규)
 → 12월 1~2일

평균기온 강수량

1주
(10.31 ~ 11.6)

9.4 ~ 11.2℃
평년과 비슷

1.9 ~ 8.6mm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2주
(11.7 ~ 11.13)

8.8 ~ 10.4℃
평년과 비슷

2.9 ~ 11.8mm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3주
(11.14 ~ 11.20)

5.7 ~ 7.9℃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

5.5 ~14.3mm
평년과 비슷

4주
(11.21 ~ 11.27)

4.7 ~ 6.1℃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

3.1 ~9.7mm
평년과 비슷

출처 : 농업날씨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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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고장 농사정보

2022년 제8회 강소농대전 참가

[월출산국화축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

농업인학습단체
군 한마음대회 개최

교육신청

교육일 전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영암군농업기술센터

061)470-6592



알아두면 좋은 정보주요 농작업 11. 7 (입동),  11. 22 (소설)

식
량
작
물

벼

온도 15℃ 이하

수분 15% 이하

습도 70~75%

온도 0~3℃

습도 95%

온도 12~15℃, 습도 80~90%
가을배추 

고구마 

- 저장고를 소독하고 깨끗하게 할 것
- 상처가 안 나게 하고, 병이 감염되지 않은 것 저장
- 큐어링(아물이)하여 저장력 높이기

온도 30~33℃, 습도 90~95%(4일간), 방열

숙 기

조생종

중만생종

중만생종
(찰벼)

윤광벼

※새청무

백옥찰

조명1호

신동진

※영호진미

새누리

동진찰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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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도열병 중강, 줄무늬잎마름병·수발아·멸구류 약

밥맛 우수, 줄무늬잎마름병·수발아 강, 벼멸구 약, 해충 약

내도복, 내수발아성, 줄무늬잎마름병 강, 멸구류 약,
늦게 수확시 탈립 증가

고품질, 내수발아성, 흰잎마름병(K1~3) 강, 
줄무늬잎마름병 강, 멸구류 약

기계이앙, 중대립 다수성, 벼멸구·수발아 약

최고품질, 밥맛 매우 양호, 내도복, 내수발아성,
줄무늬잎마름병 강, 도열병·멸구류 약

고품질, 밥맛 양호, 줄무늬잎마름병 강, 내도복, 내수발아성,
해충 약

탈립이 잘되므로 적기수확(이모작 및 만식회피),
도열병·흰잎마름병·멸구류 약, 먹노린재방제 철저,
충분한 건조 필요

품종명 출수기 키 수량 주  요  특  성 

2023년 벼 보급종 공급 품종특성 알려드립니다. ※`23년 공공비축미

농산물 수확 후 안전 저장관리

기본에 충실합시다-1

11월 주요 농작업

맥류 적기 파종 : 11상순까지

배수로 정비 : 습해와 서릿발 피해 예방

흙넣기와 트랙터 부착 로울러 이용 땅밟기(답압)

동해(습해)포장 : 볏짚 5~10㎝ 절단하여 피복(300㎏/10a)

마늘, 양파 관리

맥류(보리, 밀) 파종 및 포장관리

원
예
작
물

보급종 신청

벼 건조 및 저장

맥류 파종 및 월동 관리

논, 볏짚 등 유기물 넣기

김장채소 적기 수확

과수묘목 준비 및 식재

시설원예 보온, 난방기 점검

마늘양파 배수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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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기본에 충실합시다-2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양파 정식기가 11월 상순까지이므로 아직 정식을 하지

못한 농가는 서둘러 끝마치도록 함.

정식 후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함.

가을 무, 배추 동해 예방

수확기 이전 갑작스런 한파 대비 피복자재 준비

- 동해 온도 : 무 0℃ 이하, 배추 -8℃ 이하

한번 얼었던 것은 기온 상승 후 회복된 다음에 수확

수확시기 : 정식 후 60~70일이 지난 11하순 ~ 12상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