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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영농장 대규모 남북농업협력 사업 성공사례

박광호1*

1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한국농수산대학

[서언]

북한 협동농장(황해북도 봉산군) 사전 예비시험(2005/6, 보리, 밀)과 1차 년도(2006, 주체 95년) 협동농장(평안남도 숙천군 약

전농장) 대규모(918ha, 벼, 보리, 콩, 유채 등) 실증시험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주체 96년)부터 북한 농업성 국영

농장(순안농장)에서 손모내기 농법과 남한의 벼 직파재배법(복토직파기이용)의 생산성을 알아보고자 본 실증시험을 도입하

여 2년간(2007~2008) 수행한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평양시 순안구역 국영농장(총 경지면적 977ha)에서 1차 년도(2007) 382ha, 2차 년도(2008, 주체 97년) 600ha 면적에 각각 수

행하였다. 공시 벼품종은 평도15호, 평양43호, 평도14호, 평도16호 등을 사용하여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파 및 손모내

기(대조구-주체농법)를 하였다. 재배법 비교, 파종량, 비료량(기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남북 전문가 공동 참여(모니터링)로 

벼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 수량,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벼 외 보리, 밀, 유채, 시금치 재배시험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규산질비료(사상)를 직파 동시 복토할 경우 모래와 다르게 좋은 점은 보습력이 있어 발아, 출아, 입모에 유리하였으며 입모율

이 100% 내외로써 파종량을 크게 줄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포장에 발생된 주요 논잡초는 피(돌피), 사마귀풀, 알

방동사니, 올챙고랭이, 자귀풀, 가막사리, 가래, 올방개, 올미, 세모고랭이 등이었다. 벼 병해충 조사에서 이삭도열병은 몇 개

의 시험구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이삭목보다는 이삭가지에 부분적으로 감염이 되었다. 잎집무늬마름병은 손모내기와 벼 

품종시험 평도15호 시험구에서 발생이 되었다. 손모내기 포장에서 벼잎벌레(리부충), 멸강나방 발생이 되었으나 물바구미

(물코끼리) 피해는 없었다. 생육 전반기에 발생되었던 키다리병(황새병) 발병주는 9월 8~12일 조사에서 고사되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삭누룩병의 발생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화명충은 파종량 시험구와 바료량 시험구에서 약간의 발생이 있었다.  

2007년 수 회의 폭우(큰물) 피해와 8월 중 일조 부족으로 수량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복토직파(건답직파)를 한 일부 포장에

서는 ha당 8.0톤 이상의 벼수량이 나왔으며 주체농법(손모내기)에 비하여 102%로 나타났다. 1년 차(2007) 평균 쌀수량은 453

㎏/10a이었으며, 2년 차(2008) 평균 쌀수량은 504~540㎏/10a이었다. 최고 쌀수량은 10a당 684㎏(벼 950㎏)이었으며 그 원인

은 양호한 토성 및 높은 토양비옥도로 보고하였다. 감사의 표시로 직항편(고려민항)을 김포공항으로 보내 왔다. 3년 차(2008) 

약전농장에서는 잡초성벼(앵미)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2년 차(2008) 순안농장에서는 잡초성벼 발생이 되었으며 직파와 이앙 

윤환재배(직파-이앙)와 물관리로 방제하기로 하였다. 2008년 이후 10년에 걸쳐 한국형 레이저 균평 기술, 소식재배(기계이

앙), 종자 철분코팅기술이용 벼 직파(드론이용 담수산파/무논점파)와 밭작물(옥수수, 콩 등) 조류피해 경감 및 건답점파(레이

저균평 기반 정밀한 담수깊이 유지) 신기술, 감자 ․마늘 정밀 기계파종기술, 옥수수 이식(정식) 기계화 기술 등 지속적인 R&D 

및 최근 남한의 농가보급 기술을 향후 북한농업에 적용할 경우 혁신적인 식량작물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사]

본 시험은 한민족복지재단의 남북농업협력사업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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