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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과 양파는 보통 2월 중 하순경에 다시 생육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포장관리가 생산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의 포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년에 비해 덜 추운 겨울을 보낸 마늘과 양파 밭의 서릿발 피해

방지와 습해 예방, 웃거름주기, 잡초 뽑기, 마늘 싹 꺼내기,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는 잘 눌러 주어야 합니다.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 관리 철저히 합시다.

작년 가을 파종이나 모심기가 늦어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포장에서 토양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할 때 마늘과 양파의 서릿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세심히 관찰하여 솟구쳐 올라온 마늘과 양파는 즉시 땅을 잘 눌러 주고 뿌리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덮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심고 남은 양파 월동묘를 이식하면 생존율과 생육이 더 좋고 이식후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합니다.

마늘 서릿발 피해

 

양파 서릿발 피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관수도 필요합니다.

양파는 잡초를 일찍 뽑아 주어야 합니다.

물빠짐이 불량한 포장에서는 생육 중 습해에 의해 뿌리가 죽기 시작하며 지상부의 잎끝부터 마르고 수확해도 저장 초기에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습해 예방을 위해서는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가 커지는 시기(비대기)에 고랑에 물을 대주는 경우에는 포장이

평탄하지 않아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물빠짐이 잘 되지 않아 과습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포장은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습해 발생이 심한 포장은 비닐멀칭 일부를 걷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습해 발생 포장 모습

 

양파 포장에 발생한 풀

건조한 지역과 밭 재배 포장에서는 비료를 준 후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려주면 거름 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가

굵어지는 시기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랑에 물대기를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대주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너무 과습하게 물을 주면 오히려 생리장해와 병해충 발생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배수로

작업을 해주고 물대기를 해야 합니다.

아주 심을 때 살포한 제초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효과가 떨어져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양파 뿌리의 주요 활동부위가 땅속

10~15㎝이기 때문에 잡초에 의한 피해가 큽니다.

잡초 발생이 많으면 수량의 감소뿐 아니라 저장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찍 풀을 뽑아 주고 작업을 할 때는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 뽑기

 

마늘 싹 꺼내기 전 상태



한지형마늘은 싹이 10〜15㎝일 때 꺼내 주십시오.

생육상황에 따라 알맞은 시기에 웃거름 주기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방제해 주십시오.

구멍이 없는 무공비닐로 멀칭했을 경우 마늘 싹을 비닐 밖으로 꺼내는 비닐구멍 뚫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한지형마늘은 싹이 10〜15

㎝ 정도일 때 유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이상일 때 꺼내면 작업과정에서 마늘 싹이 상처를 받기 쉽고 작업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웃거름을 주는 양과 시기는 지역과 생육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양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웃거름을

쉽게 주려면 고형비료를 직접 살포하는 대신 물에 녹여 물 비료를 만들어 주면 비료의 손실도 적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물 비료로 웃거름

줄 때 토양이 습할 때는 200L, 건조할 때는 400L 이상의 물에 비료를 충분히 녹인 후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합니다.

또 웃거름을 너무 많이 주거나 시기가 늦으면 영양생장이 계속되어 구비대가 지연되거나 양파 청립주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생육상태와

기상여건을 감안해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실 피복과 보온 방법별 열 절감률

비료종류 1차 2차

양파
요소 17.4 17.4

염화칼리 5.2 5.2

마늘
요소 17 17

염화칼리 13 13

웃거름 주는 양과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노균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노균병은 안개나 비가 잦아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10~13℃, 습도95%이상)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노균병 감염주는 2차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일찍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확 후 병든 잎이나 줄기는 포장에 방치하지 말고 모아서

태워야 합니다.

잎마름병은 4~5월에 비오는 날이 많고 온도가 높은 고온다습한 조건일 때 발생이 많습니다. 잎 표면에 타원형의 마름증상을 보이며

노균병과 동시에 발생이 가능합니다. 병원균의 월동처는 식물체의 잔재물, 토양이므로 수확 후 병든 잎을 포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 빠짐을 좋게 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사전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예방하여야합니다.

고자리파리는 애벌레가 뿌리나 비늘줄기를 가해하여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죽게 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포기를 완전히 뽑아내고

애벌레를 죽인 다음 방제약제를 살포해 줍니다.

뿌리응애는 유기질이 많은 포장에서 겨울을 지낸 이후 기온 상승과 함께 급격히 번식합니다. 피해 증상은 뿌리가 떨어지고 마늘 속까지

부패하며 피해를 받은 마늘은 쉽게 뽑힙니다. 겨울나기 전에 피해를 받은 포장은 다시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