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 햄프 (Sunn Hemp, Crotolaria juncea), 메밀( Buckwheat, Fagopyrum
esculentum), 귀리 (Oats, Avena sativa)의 간작 (Cover Crop)재배 지침서
간작을 하는 이유:
• 토양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활동
개선, 인의 증가, 질소 생산).
• 토양 침식 및 시냇가와 인근 하수로의 침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잡초와 토양에 서식하는 질병을 통제함으로써 해충을 억제할 수 있다.
• 익충을 유인할 수 있다 (해충의 천적 및 꿀벌).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료, 농약, 연료 등).
장소 준비: 작물을 심기 전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골라 간작 작물을 심기 위한
장소를 준비한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초제를
사용하면 제초제 사용 후 최소한 7일 이후에 간작물을 심는다. 그렇지 않으면
간작물의 새싹이 해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
발아율:

썬 햄프의 발아율: 에이커당 40 파운드
메밀의 발아율: 에이커당 60 파운드
귀리의 발아율: 에이커당 70 파운드

파종: 밭이 작으면 손 또는 수동 파종기로 씨앗을 뿌린다. 밭이 크면 자동 파종기를
사용한다.
흙으로 덮기: 파종한 씨앗에 적당한 양의 토양이 닿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파종 후
곧 흙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작은 밭이나 작은 고랑에서는 전지형 만능차 (All terrain
Vehicle—ATV) 뒤에 체인 링크 펜스 (chain link fence: 철사를 파도 모양으로 엮은
울타리) 조각을 달아 씨앗 위로 흙을 긁어 덮으면 된다. 넓은 밭에서는 흙이 일인치가
넘지 않게 덮어준다.
파종 시기 및 관개 (물주기): 위에 언급된 간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기 (10월
중순 부터 4월 중순까지) 전에 파종할 경우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건조한
여름에는 물을 주어야 한다. 주의: 9월 부터 12월 사이에 썬 햄프 씨앗을 파종하면
꽃이 빨리 핀다 (보통 파종 후 6주 이내). 그러므로 씨앗을 받기에 이상적인 파종
시기이다. 또한, 9월과 12월 사이 파종하면, 꽃이 피는 과정 때문데 썬 햄프 작물의
키가 작아진다. 그러나 1월과 8월 사이에 파종하면 약 5피트 이상으로 자라게 되어
바람막이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다. 메밀과 귀리는 파종 시기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아 및 정착: 세 종류의 작물 모두 파종 후 첫 비가 0.5 인치 이상 온 후 대략 7-10일
정도가 지나면 정착하게 된다. 썬 햄프는 24 시간 이내에 싹이 트고, 메밀은 물을
주고 난 뒤 72 시간 이내에 싹이 튼다.

관리: 일반적으로 관리할 것이 많지 않다. 일단 파종하고 물을 준 뒤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다. 비료를 주거나 물을 줄 필요가 없으며 농약을 칠 필요도 없다.
간작물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써 재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메밀

메밀 씨앗

귀리

귀리 씨앗

파파야 사이에 심은 썬 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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