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70%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
시작하기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는 음식 찌꺼기, 정원 폐기물, 폐지,
판지 등의 재료를 먹는 타이거 지렁이를 이용합니다.
지렁이 배설물과 액비(지렁이 액비)는 모두 정원에 아주
좋은 비료가 됩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렁이의 수에 맞게 주는 먹이 양 조절

· 지렁이가 싫어하는 먹이 주지 않기.

· 녹색과 갈색 먹이를 알맞은 비율로 주기.

지렁이에게 줄 먹이
녹색 – 70%

갈색 – 30%

질소가 많이 함유된 유기물 쓰레기.
부드럽고, 신선하고, 습한 것. 예:

주로 탄소로 구성된 유기물 쓰레기.
건조하고 바삭한 갈색 물질. 예:

· 커피 가루와 티백

· 달걀곽이나 화장지처럼 찢어지고
젖은 판지

· 생과일, 야채 조각
· 달걀 껍질

· 토끼 및 기니피그 같은
동물의 배설물

· 파쇄한 종이
· 낙엽

· 진공 청소기 먼지 –
천연 카펫 사용시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시작하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코코넛 섬유, 잘게
자른 판지를 이용해서, 축축하고 배수가 잘 되는 지렁이 거처를
만든 다음 지렁이를 넣습니다.

먹이 주기

지렁이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 먹을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2일마다 소량의 먹이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곰팡이가 낀 먹이는 제거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먹이
양을 천천히 늘립니다. 지렁이 수가 증가하여 제공되는 먹이를 모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관리

지렁이는 공기와 습기가 모두 필요하므로 지렁이 퇴비통의 습도를
유지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하십시오. 지렁이 퇴비통에 꼭지가 있다면
지렁이 액비를 모을 수 있도록 꼭지를 열어 두고 아래에 양동이를
놓습니다. 지렁이 사육층과 잘게 찢은 달걀곽 같은 갈색 먹이를
가든용 포크로 잘 저어주면, 산도 조절에 도움이 되고 지렁이
퇴비통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이로 주지
말아야 할 것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지 않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추, 양파, 마늘 등의 자극적인 음식
· 육류, 유제품

· 감귤류 또는 신 음식

· 빵과 파스타처럼 조리했거나 가공한 식품
· 오일이나 수프 같은 액체
· 개나 고양이의 대변

사육 트레이 2
사육 트레이 1이
가득 차면 이 층을
사용 합니다.

사육 트레이
가득 찬 지렁이 배설물
지렁이 액비 수거하는
집수용기
액비 모으기

수거 시기

지렁이 배설물

지렁이 퇴비통 저층부에서 흙 냄새가 나고 짙은 색의 고운
퇴비처럼 보일 때 배설물을 수거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렁이가 몇 마리만 보입니다. 정원에 배설물을 뿌리거나, 배설물
1에 물 10의 비율로 잘 저어준 후 액체 배설물을 식물 하단에
부어주면 됩니다.

분리기
분리기

지렁이 퇴비통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스택형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액비를 모으는 집수용기와 두 개의 사육
트레이로 구성이 되고 이 사육 트레이는 주기적으로 교대해 줍니다.
상층부가 2/3 정도 차면 중간층에서 채집합니다.

지속 흐름형

통 하나에 크게 트인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표면에서 먹이를 주고 하단을 열어 채집하면 됩니다.

지렁이 액비

항상 액비가 별도의 양동이로
잘 배출되게 합니다. 정원에서
사용하려면 액비가 연한 홍차
색으로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식물
뿌리 주위에 영양 보충용
비료로 뿌려 줍니다.

뚜껑

뚜껑

음식 쓰레기
배설물을 제 자리에
고정하는 막대나 체

지렁이 액비용 양동이

compostcollective.org.nz

지렁이 배설물
하단에서 가든용
포크로 채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