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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 사용 요령

농약 살포로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한편 살포하는 농업인의 안저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약의 형태별 분류

농약의 외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재형태는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살포전에 지켜야 할 일

포장지에 표기된 유효성분, 독성, 적용작물, 대상 병해충 또는 잡포,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할 시기 및 횟수와 주의사항 등 농약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엔진,호스등 살포기구나 보호장비, 분무기 분출구는 사용전에 항상 이상유무 점검 확인

농약 살포중이라는 것을 알려 주변에 있는 인가, 가축, 물고기, 뽕밭등에 대한 피해 방지

몸이 허약한 사람 또는 음주 한 후에는 살포 금지

살포액 제조시 지켜야 할 일

경험자가 반드시 복장을 갖추고, 노출 부분을 적게 한 후 조제

약액을 물에 쏟을 때 손이나 약병 표면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 약액을 닦은 걸 레는 태워버린다.

유제는 먼저 소량의 물에 희석한 후 소정량의 물을 서서히 부어 골고루 혼합하며, 수화제는 소량의 물에 죽과 같은 상태로 농약을 풀어 소정량의

물을 부으면서 완전히 섞어지도록 해야 한다.

약액이 도로 또는 논둑에 엎질러 졌을 때는 즉시 오염된 부분의 흙을 긁어모아 땅속 깊이 묻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포 작업중 지켜야 할 일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살포작업은 아침,저녁으로 서늘하고 바람이 적은 때를 택하고 바람을 등지고 살포

한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 살포

살포액은 그날 중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만큼만 조절해서 조제

해독제 이용

중독된 약물의 종류가 확실한 때에는 중독 원인별 해독제를 복용 또는 주사하여 해독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유기염소계 농약이나 니트로

화합물 및 위약인 푸라톨등의 약제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해독제의 종류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해독제 상표명 해독작용

농약의정의와종류 주의사항 작물보호제희석조견표

PLS제도

농업기술정보 농업기술 농약안전사용법 올바른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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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제 타치온(정)(주) SH계 중독 해독

네오피린제 아미노피린(정) 기관지염 치료

메칠에페트린제 에페트린(정)(주) 기관지염 치료

몰핀제 몰핀(주) 진통, 호흡진정

발 제 발(주) 비소,중금속,칼탑중옥치료

발비탈제 페노발비탈(정)(주) 진정,항,경련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정)(주) 

프레트니소론(정)(주)
피부염 치료

아드레날린제 에피에피렌(주) 혈압상승, 지혈작용

아미노피린제
아스피린(정)

썰피린(주)
해열, 진통

아트로핀제 황산아트로핀(주)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중독치료

팜 제 팜(정)(주) 유기인계 중독치료

카륨EDTA제 구렙토(정) 납중독치료

항히스타민제 푸라공(정)(주) 알레르기 치료

비타민K제 가지이프 왈파린(쥐약) 중독치료

해독제 상표명 해독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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