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현황

시금치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병해충 방제





면 적 :  994ha,  1,724농가

전국 4,617ha의 24.5%

노지시금치 2,304ha의 49.2%

신안 시금치 재배현황

출하량 : 11,330톤

매 출 액 : 200억원내외

맛과 향이 뛰어나 “신안섬초”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판매됨

“신안섬초” 가 겨울철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시금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시금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완만하게 감소 추세, 단위당 생산수량은 일정함.

시금치의 주요 재배지역은 여름철 – 경기, 충남, 겨울철 - 전남, 경남지역



시금치 도매시장 월별 반입 물량



섬초 도매시장 월별 가격 동향



전국 도매시장 월별 중도매 가격

전국도매시장 (도매가격 - 기간별) 채소류 / 시금치 / 시금치 / 상품 / 1kg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6 2,748 3,156 2,605 2,550 2,973 3,105 4,472 12,396 8,829 4,177 3,607 2,857 4,480

2017 2,600 2,224 1,984 2,178 2,153 2,519 5,581 9,639 5,305 2,763 2,584 2,592 3,574

2018 2,807 3,725 2,588 3,144 2,608 2,631 5,682 15,452 10,953 3,445 2,618 2,171 4,810

2019 2,236 2,177 1,963 2,257 2,332 2,803 4,387 9,662 8,113 4,591 2,505 2,475 3,796

2020 2,336 2,270 2,547 2,588 2,571 3,597 5,178 9,789 10,844 3,027 2,462 2,428 4,156

2021 3,810 3,386 2,684 3,046 3,565 4,053 6,735 12,358 8,264 6,032 3,714 2,806 5,012



“신안섬초”우수성

조직이치밀하여쉽게무르지않고맛이좋음

해풍을맞고 자라당도가높고, 오랫동안신선도유지

갯벌토양으로미네랄, 항산화성분이풍부함



시금치 소비성향

시금치의신선함에대한 중요도가높고, 

만족도높은특징을보임- 신선도, 색상

시금치소비는늘고있으나, 

줄어드는이유는‘높은소비자가격’

시금치 주사용용도는무침, 국이가장많음

‘섬초’,  구매해본소비자만족도가 ‘높음’



시금치 영양적 가치

시금치의 식품가치및 이용

- 각종 비타민(A, B, C), 철, 칼슘, 단백질 등이다른채소

보다많이함유되어있는알카리성채소

- 통풍, 류머티즘, 빈혈, 신장병과어린이들의발육에효과

- 잎이 부드럽고, 거친섬유가적어환자용으로추천됨

- 변비와괴혈병예방, 다이어트등 수요가연중계속



채소로서의 시금치

채소로서의시금치

- 시금치는섬유질이유연하고비타민함량이높은채소

- 전통적으로우리식생활에서나물, 국, 김밥, 죽 등으로애용

- 시금치는저온성작물로여름에는생육이불량함

- 여름에는수요에비해공급량이부족이심함

- 재배기간이짧아품종선택에따라일년 내내재배가가능

ㆍ봄재배 : 2~3월파종, 4월파종, ㆍ가을재배 : 작물종료후휴한지, 다수확가능

ㆍ여름재배 : 6~7월파종, 추석수요겨냥등





시금치 품종 선택시 고려사항

- 관리에 용이한 품종, 병 저항성, 재배시기 고려(가을, 여름, 봄)

- 품종을 재배하고자 하는 동일시기에 일정구간 시험재배 및 특성 평가

- 시금치 연구회 공동으로 신품종 평가포장 운영

- 직접 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의견 청취



시금치 품종 선택시 고려사항

- 엽병 길이, 잎색, 엽형, 뿌리색, 맛 등 고려

- 택배 등 소규모 개별 판매, 브랜드 관리를 하는 작목반 단위 생산 출하
- 단위 생산 공동출하 : 작목반(사업단)에서 결정한 품종선택,

통일된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장 교섭력 확대
- 고품질로 소비자 요구 충족

- 도매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인터넷 택배, 식당, 가공시 특성 등 고려



시금치 작형

- 40~45일 재배 → 봄 ~ 초여름 수확

- 30~35일 재배 → 7~10월 수확

-50~60일 재배 → 11월 ~ 다음해 2월 수확

★ 재배 용이, 품질이 우수, 다수확 재배



파종시기/고려사항

9월 20일 전후
[ 50~60일 재배 → 11월 ~ 2월 수확]

월 10일 전후
[ 50~60일 재배 → 12월 ~ 2월 수확]

가격을 고려한 파종시기 조절
-가격이 높은 시기 !!!



표준 시비량

비 료 명 총 량 밑거름

웃거름

1회 2회 3회 4회

퇴 비 2,000 2,000

요 소

용 과 린

염화가리

석 회

밑거름에 중점, 웃거름도 1~3회 시비

산성토양 개량을 위한 석회질 비료 시비(pH 6.5~7.5)

- pH6.0이하 토양에서는 재배 불가

(kg/10a)





이랑만들기

재배 이랑 만들기

- 시금치 뿌리의 생장 특성상 토양관리의 기본은 깊이갈이

- 깊이 갈아 엎을수록 뿌리 생장 좋음.

- 빗물의 지하 침투 촉진으로 습해 방지

- 석회시용, 유기물 다량 시용 필수

- 논 후작 이랑의 폭 1~1.2m, 밭, 비닐하우스 2m 내외 권장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

휴립복토 일체형으로 두둑성형과 동시에 파종 및 진압

- 인력 절감 효과 극대화 및 종자량 절감, 발아율 향상.

- 논재배시 8조식, 밭재배시 13조식 이용 가능

- 논 후작 이랑의 폭 1~1.2m, 밭, 비닐하우스 2m 권장

※ 2차 로터리, 두둑성형, 종자파종(점파, 간격조절), 롤러 진압, 입모율이 좋아

일시에 인력수확 및 기계 수확이 가능합니다.     



시금치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트랙터 /자주식 -파종기



파종

구 분
관행재배

(산파, 인력수확)
조파 파종재배

(기계파종, 수확기)
점 파종 재배

(기계파종, 수확기)

종자량(L) 6 3 1

발아율(%) 50 70 70

솎음작업(회) 3명X2회 3명X1회 -

솎음작업(시간) 48 24 -

수확작업(시간) 192 2 2

시금치 파종방법에 따른 장단점



솎음작업

- 베게 심은 경우 싹 튼 후 1주일쯤,  2주일쯤 4~5cm 간격

- 본잎이 6~7매 정도 때 밀식되어 있으면 품질저하

- 솎음작업 노동력 절감 위해 적량파종 균일하게 발아

물 주 기 : 파종 후 관수로 발아율 향상

제초작업 : 솎음 작업시 제초작업 동시 실시

본답관리



습해 피해 증상

토양수분 과다

○ 뿌리의 산소공급 불량 ○ 뿌리의 장시간 침수 괴사

< 습해로 뿌리가 고사되고 잎이 노랗게 변함 > 



< 배수불량 > < 습해로 인한 고사 >

습해 피해 포장



물 빠짐이 좋은 포장

< 배수구 설치잘된논> < 곡선형두둑재배>

정상 관리 포장

○ 뿌리의 산소공급 양호 ○ 뿌리 침수 방지로 정상



< 두둑너비100cm> < 두둑너비100cm>

정상관리포장



이랑 만들기 (습해 예방)

- 두둑너비 100cm,  고랑(배수로) 깊이 30cm 이상

-두둑가운데부분을 높게곡선형두둑설치

- 물이 논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가도록 배수로 끝 정리

-갯벌객토한밭볏짚, 퇴비등시용물빠짐개선

배수구 양호 포장

< 두둑너비100cm> < 곡선형두둑> < 배수로정비잘된논> 

습해 피해 대책



수확작업 개선

관행 - 솎음수확 : 솎음 48시간, 수확작업 192시간, 상품 수량 816kg/300평당

개선 – 일시수확 : 수확작업 2시간, 상품 수량 1,344kg 증수/300평당



시금치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파종해서 수확기까지 기간은 품종, 재배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조생 종 : 파종후 40~50일경

-중만생종 : 파종후 60~70일경

-재래종 : 파종후약 70일경

11월~2월까지(출하시기 초반~중반까지 재래종 선호함)

-만생종, 중생종 (동초, 텃밭) 

2월중순~4월까지는 개량종

(색택용으로 선호도 좋음)

-프린스등

수 확



수확 후 관리 및 출하



출 하



수확 후 관리 및 출하



세척 및 소포장 제품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 현재 농산물은 공산품 되어가는 추세 (보기 좋은 시금치 선호)

(첫번째맛,  두번째보기좋은시금치선호)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ㅇ시금치 품종 고유의 색택 및 크기가 일정

-시금치크기성인남성손바닥크기가적당(지름20cm)

-특 품 : 백화점, 대형마트, 지방도매시장

중 품(소) : 중소형마트, 식자재

하 품(대) : 식자재, 김밥용

ㅇ시금치 끝이 타지 않은 것 (상품성 떨어짐)

ㅇ흙이 묻지 않고, 세척이 잘된 것, 물기 제거

(박스개봉시세척이덜되어잎이뿌옇게있으면상품성떨어짐)

ㅇ아이스팩 박스 중간 지점에 넣어서 작업 해줄 것

(대부분상단에아이스팩있음, 예냉처리안됨)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병해충 피해 없고 짓무르지 않은 것

(O) (X)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 위아래 속 내용 선별이 잘된 것 (속박이 근절)

(위에는 좋은 시금치이나 아래는 큰 시금치 있음)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ㅇ 중량 미달 (박스 포함 12~13kg 정중량)

- 박스 무게 및 시금치 세척 물 중량까지 포함

(중량 미달 시 박스에 실중량 표기)

(O) (X)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선별 및 상품성 평가방법

- 흙이 묻지 않고, 세척이 잘된 것, 물기 제거는 철저하게

(박스개봉시세척이덜되어잎이뿌옇게있으면상품성떨어짐)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기준





노균병 뿌리썩음병

탄저병

포기썩음병

파밤나방거세미나방

기 타 :  모잘록병,    시금치꽃파리

시금치에 잘 나타나는 병해충



증 상

- 식물체가 어릴때, 고온일 경우 많이 발생하고 뿌리의 일부가 갈색으로 변하고

심해지면 병든부위가 잘록하게 되어 넘어짐.

- 병반은 점점 커져 잎 전체가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음

방제대책

- 포장이 너무 과습, 과건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고, 종자소독시 유용미생물(고초균) 

500배액으로 침지처리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 파종후 물주기때 유용미생물을 혼합하여 살포하여 예방

입고병 (모잘록병)



입고병 (모잘록병)

병해충 방제



증 상

- 잎 표면에 부정형의 황색 반점이 희미하게 퍼지고, 

뒷면에는 회색 혹은 연보라색의 곰팡이가 생김

- 병반은 점점 커져 잎 전체가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음

발병원인 : 저온(8~18℃) 다습

병 원 균

- 균사의 형태로 피해 포기에서 월동한 후 포자로 공기를 통해 전염

방제대책

- 장기간 토양과습 주의, 침수예방, 배수관리 철저, 밀식하지 말 것

- 발병포기 조기제거

- 적용약제 : 포룸, 미리카트, 포룸씨, 리도밀동, 에이스, 오티바 등

노 균 병 (버짐병)



노균병 증상



노균병 증상



증 상

- 잎 표면 수침상의 점무늬가 생기고, 담황색의 원형, 타원형

병반이 생기며, 병반위에 흑색의 작은 알맹이가 동심원으로 됨

발병원인

- 고온다습, 비료 많이 주고, 배게 심을 때, 재래계통 품종

병 원 균

- 균사의 형태로 토양이나 피해 포기에서 월동한 후 포자를 형성

방제대책

- 병든 시금치 잎 모아서 태워주기

- 유용미생물(고초균) 종자소독 실시

- 적용약제 : 오티바액상수화제 2,000배액, 새빈나 액상수화제 500배액

탄 저 병



탄저병 증상



탄저병 증상



파밤나방 2령이 지나기 전 조기방제

적용약제 : 팔콘, 타스타, 델리케이트, 에이팜, 미믹, 알타코아 등

친환경자재 : 제충국제재 500배액, 보검 1,000배액,

성페로몬(성유인물질) 트랩 등

파 밤 나 방



파 밤 나 방



애벌레 때 구제하지 않으면 큰 효과 없음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하며 유충이 잎을 가해하여 상품성이 떨어짐

적용약제 : 카핀다, 그린졸, 모캡, 경농그로포, 더스반, 토사충 등

친환경자재 : 제충국제재 500배액, 보검 1,000배액, 성페로몬(성유인물질) 트랩 등

※ 담배거세미나방 등록농약 : 팔콘, 런너, 아타브론, 애니충 등

거세미나방 (도둑나방)



< 유 충 > < 성 충 > 

증 상

- 연 3~4회 발생하며, 번데기는 땅속에서 월동

- 성충이 6~9월 하순에 발생하여 잎에 몇개씩 무더기로 알을 낳음

- 부화한 유충이 잎속으로 들어가 가해하여 피해부위 갈변

방제방법

- 발생초기에 적용약제 방제

- 적용약제 : 부메랑, 올가미, 촌장, 올스타, 버티맥, 인덱스, 빅카드 등

시금치 꽃파리



시금치 꽃파리 – 초기 증상



시금치 꽃파리



• 시금치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함

→ 비등록 농약 사용 금치
PLS 의미

• 2019년 1월 1일 부터 PLS 전면 시행 중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시행시기

•등록농약 :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 비등록농약 : 0.01ppm(불검출 수준) 이하 적용
주요내용

핵심내용
• 시금치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 농약안전사용 기준(사용시기, 사용횟수 준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금치에사용할수있는농약만씁시다

타스타,미믹,렘페이지,에이팜,프레오,부메랑

버티맥,아타브론,팔콘,올가미,올스타,그리졸,

라이몬,델리게이트,알타코아,맥스팜,빅카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 해당 작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 횟수를 지켜서 사용

※ 해당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psis/)



병해충명 농 약 명 용 도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수확시기 사용횟수

잡 초 나 브 제초제 4g/종자 1kg 수확 30일전 1회

거세미
나 방

킬토충(입) 살충제 6kg/약300평 씨뿌리기 전 1회

모 캡(입) 살충제 6kg/약300평 씨뿌리기 전 1회

단독, 카핀다 살충제 2kg/약300평 씨뿌리기 전 1회

담 배
거세미
나 방

애니충 살충제 농약 10㎖/물20ℓ 수확 21일전 2회 이내

아타브론 살충제 농약 10㎖/물 20ℓ 수확 14일전 2회 이내

팔 콘 살충제 농약 20g/물 20ℓ 수확 14일전 3회 이내

런 너 살충제 농약 5㎖/물 20ℓ 수확 14일전 3회 이내

시금치
꽃파리

부메랑, 올가미, 촌장 살충제 농약 10g/물 20ℓ 수확 7일전 2회 이내

빅카드 살충제 농약 10㎖/물 20ℓ 수확 7일전 3회 이내

올스타, 겔럭시, 로멘
틱, 아리멕틴, 인덱스, 

버티맥, 올웨이즈
살충제 농약6.7㎖/물20ℓ 수확 7일전 3회 이내

시금치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병해충명 농약명 용 도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수확시기 사용횟수

파밤나방

프레오 살충제 농약20㎖/물20ℓ 수확14일전 2회이내

알타코아 살충제 농약10g/물20ℓ 수확14일전 2회이내

타스타, 미믹 살충제 농약20g/물20ℓ 수확 7일전 1회이내

렘페이지 살충제 농약20㎖/물20ℓ 수확7일전 2회이내

에이팜 살충제 농약10㎖/물20ℓ 수확7일전 2회이내

델리게이트 살충제 농약10g/물20ℓ 수확7일전 3회이내

노균병

포룸씨 살균제 농약10g/물20ℓ 수확14일전 1회이내

포룸, 에이스 살균제 농약20g/물20ℓ 수확14일전 1회이내

리도밀동 살균제 농약13g/물20ℓ 수확7일전 1회이내

명 작 살균제 농약10㎖/물20ℓ 수확7일전 2회이내

미리카트 살균제 농약10㎖/물20ℓ 수확7일전 3회이내

새빈나(액상수화제) 살균제 농약40㎖/물20ℓ 발병초7일간격 보호제

오티바(액상수화제) 살균제 농약10㎖/물20ℓ 수확7일전 2회이내

시금치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조류 및 동물 피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