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기존 퇴비와 달리, 보카시(Bokashi)는 
발효 촉진체(Zing)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합니다. 이 발효 과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빠른 속도로 분해하여 부패와 
악취를 방지합니다.
보카시는 무산소, 즉 혐기성 시스템입니다. 
보카시는 버킷 두 개를 서로 겹쳐서 
사용합니다. 상단 버킷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곳으로 밀폐 뚜껑으로 닫으며, 
하단 버킷은 상단 버킷에서 나온 액비를 
모으는 곳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넣어도 좋은 것
보카시는 피클처럼 만들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 재래식 퇴비통이나 지렁이 퇴비통에 
넣을 수 없는 음식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생과일과 야채 
· 커피 찌꺼기와 티백 
· 빵과 파스타 같은 조리 및 가공 식품 
· 치즈, 계란, 육류, 생선, 크기가 작은 육류 

뼈와 같은 고단백 식품

넣지 말아야 할 것
다음 내용물은 넣지 마십시오.

· 종이, 판지, 정원 폐기물 같은 탄소 성분의 
“갈색 물질” 

· 유제품, 쥬스, 오일 등의 액체 

· 큰 육류의 뼈 

· 비닐랩

보카시 발효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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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카시

액비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희석하지 않은 액비는 변기, 샤워 또는 싱크대 배수구에 부으면 
배수구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희석하려면 물 5리터에 액비2~3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식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희석한 액비를 흙이나 식물 
아랫부분에 붓습니다.

보카시 액비 3테이블스푼 물 5리터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 보카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보카시 통이 가득 차면, 10~14일 동안 밀봉한 채로 두어 완전히 
발효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액비를 따라 냅니다. 
10~14일이 지나면 보카시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보카시 버킷 길이와 같은 깊이, 그리고 그 2배 길이로 
구덩이를 팝니다. 
발효한 음식물을 구덩이에 넣고 흙을 최소 50~75mm 두께로 
덮습니다. 3~4주 후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됩니다. 
그 위에 바로 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보카시를 묻을 장소가 없다면 재래식 퇴비통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카시를 “녹색 물질”층으로 사용하십시오. 골고루 편 
후 “갈색 물질”로 덮으면 됩니다.

보카시 사용법
음식물을 골프공 크기로 잘게 자른 후 보관용기에 보관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1~2회 보카시 버킷에 넣습니다.

2. 남은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꾹꾹 눌러 줍니다.

3. 음식물 쓰레기 6cm마다 보카시 징을 1~2테이블스푼 
뿌려 줍니다.

4. 사용 후 버킷 뚜껑을 꼭 닫습니다.

2~3일마다 하단 버킷의 액비를 따라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피클 냄새가 나고 윗 부분에 흰색 곰팡이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갈색 물질

숙성된 퇴비

퇴비 샌드위치
시간이 지나면 층이 
쌓이고 퇴비가 됩니다.

녹색 물질
보카시를 녹색 물질 
층으로 사용합니다.

Once Full Seal the bucket Keep draining the liquid

After 10-14 days bury the solids

Once FullSeal the bucketKeep draining the liquid

After 10-14 days bury the solids4.1.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