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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통
시작하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퇴비통을 놓습니다. 
토양 생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흙 위에 바로 
놓습니다.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잔가지를 하단에 쌓아 둡니다.

넣어도 좋은 것
녹색 물질: 음식물 쓰레기나 신선한 녹색 
잔디처럼 부드럽고 신선하며 수분이 많은 
질소 물질.

갈색 물질: 낙엽, 종이, 판지, 건조한 
잔디 등과 같이 탄소가 풍부한 갈색의 
바스라지는 물질.

넣지 말아야 할 것
유해한 잡초, 개나 고양이 분변(풀을 먹는 
초식 동물 분변은 문제 없음), 오일 및 기타 
액체, 보카시(Bokashi)로 발효되지 않은 빵, 
파스타, 육류 등의 조리하거나 가공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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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통
퇴비 샌드위치
퇴비를 만들려면 녹색 물질과 갈색 물질을 
샌드위치처럼 층으로 놓아야 합니다.

1.  녹색 물질 30%, 갈색 물질 70%가 
적합합니다.

2.  샌드위치처럼 하단층에 갈색 물질을 
넣어줍니다.

3. 다음으로 녹색 물질 층을 골고루 펴줍니다. 
이 부분을 샌드위치 필링이라고 합니다.

4. 녹색 물질 층의 두께는 갈색 물질 하단 층과 
같아야 합니다.

5. 빠른 분해를 원할 경우 두 층을 섞어 줍니다. 

6. 같은 두께의 갈색 물질 층으로 덮어 줍니다. 
이층이 샌드위치의 뚜껑 역할을 해서 악취와 
파리가 생기는 것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용한 해결 방법
퇴비는 설치류가 좋아하는 식량이 
되거나 서식할 장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통은 유해 
동물용 미끼나 덫을 집에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설치류가 계속 나타난다면,
· 항상 뚜껑을 꽉 닫아놓습니다.

· 퇴비통 하단부보다 10cm 정도 큰 
철사 그물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퇴비통을 놓고 고정을 합니다.

· 철사 그물을 공기 구멍으로 
밀어넣으면 장벽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도 계속 
가능합니다.

갈색 물질

숙성된 퇴비

퇴비 샌드위치
시간이 지나면 층이 
쌓이고 퇴비가 됩니다.

녹색 물질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물질 층으로 사용합니다.

퇴비 재료 공급
그림처럼 계속 재료를 공급하여 퇴비를 층으로 쌓습니다. 그러나 
퇴비는 스펀지처럼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조한 재료에 물을 
뿌리고, 습기가 증발하지 않게 뚜껑을 덮어 퇴비에 공기가 충분히 
흐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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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기
퇴비에서 단내가 나고, 색이 어두워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원래 재료 형태를 구별할 
수 없으면 퇴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6~8개월이 소요됩니다.

통을 제거해서 퇴비의 1/3에 해당하는 하단 
부분을 수집합니다. 반쯤 분해된 재료의 상단 
2/3를 가든용 포크로 분리한 후 퇴비통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뿌릴 양질의 
퇴비가 남게 됩니다.

요령
· 퇴비 더미는 스펀지처럼 항상 습기가 

있어야 하지만, 젖어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공기 순환을 막기 때문입니다.

· 정기적으로 가든용 포크를 사용해서 퇴비 
상단을 뒤적여줍니다. 분해 중인 재료의 
하단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섞어주면 새로운 재료에 공기가 
통하게 되며 해충을 방지합니다.

· 6~8개월이 지나면 하단 부분에 
퇴비가 생깁니다.

건강과 안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퇴비에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퇴비에서 증기가 배출될 때 이를 
흡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퇴비를 다룰 때는 항상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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