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B 툴 킷
터널식 환기 양계장을 위한 식생환경
완충대 가이드

개요

Delmarva Chicken Association 가 VEB 툴 킷을 처음 발간한지
13 년이 되었습니다. 이 간행물은 전국의 각 기관에서
양계장 부근에 완충대 설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VEB 툴 킷이 처음 집필되었을 당시에 이 작업은 초보단계에
있었습니다.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농장 크기와
설계를 포함하여 일부 모범 사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폭우 관리를 요구합니다. 일부 카운티의 조례는 지금
완충대 3 개 열을 요구하고 터널 팬 주위에 남방형 잔디를
심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기법과 식목 재료로 실험할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각 농장과 각 농부가 각기
다르고 각자 다른 필요와 바람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간행물은 지난 10 년간 채택했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 매뉴얼과 우르두어와 베트남어, 한국어 2020 년 번역본은
USDA 자연자원 보호 서비스(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보조금을 일부 후원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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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

EB 툴 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간행물은 터널식 환기 양계장을
위한 식생환경 완충대 (Vegetative Environmental Buffer, VEB) 계획 및

설치, 유지관리 과정을 안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충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가
성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길 희망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변경될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움을 구하길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식생환경 완충대”라는 말은 이 간행물 전체에서
환경의 질 개선과 더 나은 이웃관계를 위해 설치되는
나무와 관목, 잔디, 잠재적인 기타 초목 재료로 구성된
완충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부 기관은
완충 시스템을 “방풍림” 또는 "방풍대"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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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B 란?

모

든 일에서 시작점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정의합니다. 닭농장을 위한 식생
완충대 고려 시, 먼저 “식생환경 완충대”의 정의를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생환경 완충대 또는 VEB 는 양계장 및 관련 시설 (예. 거름 및 비료처리 시설)
부근에 복수 열 로 적합한 나무와 관목, 잔디 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5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1)

좋은 이웃 관계 증진

(2)

환경 스튜어드십 최대화

(3)

농장에서 차단방역 지원

(4)

자산의 미적 가치 향상

(5)

에너지 효율성 향상.

아래에 있는 네 개의 밑줄 친 부분은 VEB 에 대한 최소 기대치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과정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며 효과적인
완충대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효과적인 VEB 는 다른 종의 나무와/또는 관목, 난지형 잔디로 구성된 유사한
규모의 복수 열 식수 또는 완충대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서 카운티의
조례에 따라 복수 열이 요구됩니다. 단일 나무 열로도 만족스러운 시각적 차단막
또는 방풍림을 제공하지만, 단일 열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옵션인 경우에는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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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한계를 내포합니다. 단일 열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완충대에 필요한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현대식 양계장의 터널 팬
엔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식목 상실을 완화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열에서, 없어진 식목은 식생 완충대에서 간극을 만듭니다. 새
재고로 다시 심는다고 해도 없어진 식목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불편할 수 있으며 완충대의 의도했던 성공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설계된 복수 열 식수는 필요한 목적을 만족시키고 또한
식목 상실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조림지 한계 또는 다른 요소로 인해
단일 열 완충대만 심을 수 있으면, 식목 단일 열이 완충대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VEB 는 적합한 나무와 관목, 잔디로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식목이
양계 영업소 주위 식생 완충대의 목적에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식수는
특정 농장 및 그 특정 필요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양계장 주위 특히
터널 팬 근처에서의 조건은 대부분의 식목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와 수목관리원에 인기 있는 많은 식목이 터널 팬 영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토양 유형과 배수, 물리적 제한 등과 같은 다른 요소가 특정 나무
또는 관목, 잔디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정 영역에 가장 잘
맞는 식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식목 선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장에서 소개됩니다.


농장마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도움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셋째, 효과적인 VEB 는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농장에서 식생
완충대를 수립하는 일은 단순히 “식수”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합니다. 완충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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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게 설계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설치하며 계속해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맞게 식수되고 특히 처음 몇 년 동안 잘 보살펴진 식생 완충대는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직접 완충대를 설치할 생각이면, 그 일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완료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완충대 수립은 정확하게 로켓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장기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식 기반과 실무적 기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완충대의 목적을
충분히 만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잡초 관리와 관개 등과 같은 적절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축소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택하고 잘 설치한 완충대라도 몇 년 내
죽으면 경비만 낭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VEB 는 실망 또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계획하고 잘 자라게 양육해야 하는 장기적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VEB 는 다섯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떠한 식으로든 만족하지 않는 식수는 “식생환경 완충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의견 및 기대가 존재하는 한편, 연구와 실무경험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완충대가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안내에서
제공된 조언을 준수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대기에서 탄소 제거, 먼저와 깃털,
암모니아 배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완충대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단방역은
질병을 옮기는 미립물자를 잡아내고 양계장 주위의 무단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을 제공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에너지 절약이라는
추가적 혜택과 자산 가치 증대, 농장의 전반적 외형 개선 등은 적절한 완충대
설계를 더욱 장려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우선순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웃에서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잘 계획된 완충대는 향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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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계획된 식생 완충대는 이웃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최종” 솔루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형의 혜택을 만들어 내고 다른 예방적
단계를 보완할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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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충대 설계

완

충대 식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 단계입니다. 이 근본적 측면에
문제가 존재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의 초기 발전 단계 동안, 안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은 자꾸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각 닭 농장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농장이 동일한
필요 또는 상황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두 개의 농장이 동일한 VEB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충대에 적용하는 요건에 대해 카운티의 계획 및 구획 사무소에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델마바 상의 서너 개의 카운티는 조례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준수해야 하는 특정 세부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정의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일반 규칙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농장을 완벽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충대가 만족해야 하는 특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VEB 의 일반 기능을
너머 농장의 특정 필요를 위해 완충대를 맞춤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완충대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 또는 고유한 차단방역 리스크, 근처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존재 등이 있는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카운티 조례가 있는지?
기존 및 잠재적 문제를 계획 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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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에서 양계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터널 팬과 사료통, 연료
탱크의 위치, 이웃 부지 상에서 부지 라인 및 건물로부터의 거리가
완충대 계획의 설계 및 유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충대 계획을
세울 최적의 시기는 양계장 건설 전 입니다. 그렇게 하면, VEB 를
기존 농장에 맞추려고 할 때 요구되는 타협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완충대 설계를 제한하거나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 측면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탁월풍이란? 탁월풍은 먼지와 깃털, 냄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바람은 또한 성격상 계절성이며 가정의 냉난방에 영향을
줍니다. Delmarva 에서 겨울 탁월풍은 주로 북쪽에서 불어오고 여름
탁월풍은 남쪽에서 불어옵니다. 설계로 열 조밀성을 조절하고 식목
선택을 다양하게 하여 바람의 영향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
탁월풍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완충대 측면은 더 조밀하게 식수해야
합니다. 식목은 가혹하며 강한 겨울 바람을 견디고 신뢰할 수 있는
방풍림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름 탁월풍에 노출된 측면은 더
여유있게 식수하여 여름 동안 공기가 잘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여유를
두고 심은 낙엽수 조합이 이 영역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완충대 식수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잇는 경계 문제 또는 회사

제한, 유틸리티 문제가 있습니까? 명백한 부지 경계 제한 외에,
카운티의 셋백(setback) 요건, 피벗 관개 시스템, 공공 통행권(rightsof-way), 택스 디치(tax ditch) 규칙에서 완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양계 회사는 또한 로드 아웃(load-out)
지역에 대한 요건, 사료통 접근 및 측벽을 따라 셋백 요건을
정했습니다. 연료 탱크 접근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충대 식수로 방해되지 않고 유틸리티 선이 지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가 선은 선택한 식목에 높이 제한을 가하며, 매립 케이블
또는 가스관 역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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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프로젝트 시도 전 항상 유틸리티 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채굴 전 지역 내 Miss Utility 에
전화해야 합니다.
델라웨어:

1-800-282-8555

메릴랜드:

1-800-441-8355

버지니아:

1-800-552-7001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장애 또는 법적 책임, 물리적

● 식수 영역 내 토양 조건은 어떻습니까? 토양 재질과 토양 이력, 전반적인
토양의 질이 식목 선택에 영향을 주고 완충대 식수의 전반적 성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양계장 주위의 대부분의 토양은 심하게
교란되어 있으며 습식과 건식 조건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종종 시각적 관찰 만으로도 토양의 일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지만 식수 제안 영역의 토양 상태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토양 테스트가 조언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식수 영역에서 물 범람을 일으키는 배수 문제 또는 영역이

있는가? 어떤 식목은 습한 조건에서 잘 자라는 한편 다른 식목은
“습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농장에 존재하는 토양과 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물이 고여 있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배수가 잘 안되는 영역은 반드시 식별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양계장 운영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완충대는 장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농장 내 건설하게 될 미래 구조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이전에 심었던 완충대를 제거하기 보다는 확장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VEB 툴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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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일부 비용 분담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동안 완충대
식수에 제한을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계획에 추가해야 할 기존 나무 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농장 주위에
건초 또는 산림지역, 완충대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어떤 접근로를 유지해야 합니까?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계획 과정에서
접근 필요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완충대는 인적 통행 패턴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집, 사육장, 헛간, 기타 구조물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 너비와 사육장 농기구의
이동을 감안한 허용 공간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VEB 를 계획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양계장 건설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최대 헤택을 위한 완충대 식수
배열을 허용하며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닌 농장의
통합된 일부로 만듭니다.

많은 가금류 농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에는
전형적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으며 봄과 여름, 가을 동안 자주 깍아 주어야 합니다.
잔디를 깎을 필요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이 되며 농장의 심미적 경관을 개선할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꽃가루 매개자 친화적 조경 개선이 우리 사회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꽃가루 매개자는 씨를 만들고 씨 둘레에 과일을 만드는 식목을
수정시키는 동물입니다. 모든 수종이 꽃가루 매개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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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바람으로 수정됨), 주요 식품군 중 사분의 삼이 꽃가루 매개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한 꽃가루 매개자 역할을 하는 수 백 마리의 토종벌과 나비, 파리,
나방이 있습니다. 현대식 농사법과 개발로 꽃가루 매개자의 서식지를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종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식목이 다 화초는
아닙니다. 많은 나무와 관목, 잔디, 꽃은 유익한 꽃가루 매개자의 숙주식물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는 박주가리입니다. 박주가리는 왕나비 애벌레의
숙주식물입니다. 박주가리 없이는 왕나비도 없습니다.
가금사 간 영역, 도로를 따라 있는 영역, 폭우 우물 주위 영역이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에 알맞은 훌륭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역 중 많은 영역의 토양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토종 식목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듯 보입니다. 종자
혼합 또는 적절한 관목 또는 나무, 잔디는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를 제공하고 잔디를
깎을 필요성을 줄여 줍니다.
토종 식목은 가뭄 조건에서도 더 잘 견딥니다. 어떤 식목을 토종으로 간주합니까?
유럽인 정착 전 지역에 있었던 식목을 토종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식목은 그들의
꽃가루 매개 협력자와 함께 수 세기 동안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식목은 전통적 장식
식목 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갖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더 깊은 뿌리로 땅 속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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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 토종

프레리

조팝나무
데이릴리
(Daylillies)

드롭시드
(Praiie
Dropseed

다년생 수크령
김의털

버팔로

잔디

그래스

토종

일반
나인백(Co
mmon
Nineback)

노랑데이지

뿌리 깊이 (단위:

다음 프로젝트는 NRCS 를 통한 비용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NRC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일단 이러한 질문을 고려한 후, 완충대를 실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설계는 두 가지 지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지대는 터널 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과 탁월풍으로 피해를 받는 주변 영역입니다. 냄새가 심하고
암모니아와 먼지, 깃털이 여기에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와 강제 바람의 건조 효과로 인해 수목이
자라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식목 선택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대는 완충대 식수 내 터널 팬 영역을 제외한 영역입니다. 이 지대는 환경
또는 식목 생육력 우려가 더 적기 때문에 설계 및 식목 선택에서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측벽 팬이 있으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방풍림이 우려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한편 적절한 시각적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VEB 툴 킷

–12–

이 두 개 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대 계획을 몇 가지 기본적 기준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계획의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로서 제공합니다.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이웃 부지의 위치, 경계 제한, 탁월풍, 카운티 정부 요건 등과
같은 농장의 필요에 맞게 충분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완충해야 할 양계장의 노출된 측면 각각에 대한 조건을 계획해야 합니다.
농장 상황에 따른 수정을 허용하는 효과적인 VEB 를 위한 모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지형 잔디 사용 시, 팬에서 최소 10 피트
• 양계장 측벽에서 최소 30 피트
• 로드 아웃 영역의 양계장 끝에서 최소 80 피트
난지형 잔디를 터널 팬 길이로 2 열로 심을 것을 추천합니다. 팬 부터 최소 10 피트,
최대 20 피트 떨어진 위치에 심어야 합니다.

나무가 성숙한 다음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항상 전체
반경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십시오.

지대 1:

• 최소 3 개 열 권고, 엇갈림식

[팬 영향 영역]

• 선호 배열 (가장 가까운 곳부터 팬에서 밖으로

향하는):
열 A = 난지형 잔디
열 B = 밀랍 잎 관목 또는 낙엽수 (암모니아와
탄소를 위해)
열 C = 상록수 (연중 시각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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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제한적이면, 2 개 열을 사용해도 됩니다. 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낙엽수 열과 바깥 쪽에는 상록수
열로 조합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지대 2:

• 최소 2 개 열 권고, 엇갈림식 식수

[차단 영역]

• 상록수 또는 방풍림 형 나무의 조합 (예에는 혼성
버드나무와 혼성 포플러가 포함됨)
** 단일 열을 사용하면, 적절한 시각적 차단과 방풍림을

제공하기 위해 상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식수 조밀도는 탁월풍과 일치해야 합니다.
N-NW = 더 빽빽한 조밀도 (겨울 방풍림)
S-SW/SE = 느슨한 조밀도 또는 조합 식수
(여름 공기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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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VEB 식수

로드 아웃
영역에

다이어그램

대해 80 ft.
(최소)

가금류 농장
지대 2

터널 팬에서 10 ft (최소)

(차단막 영역)

상록수
(2-열 차단막)

지대 1
(팬 영향 영역)

난지형 잔디 (열 A)
밀랍 잎 관목/낙엽수 (열 B)
상록수 (열 C)

열 내 간격과 열과 열 사이 간격은 요소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수종의 나무 또는
관목이 최소 허용 간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탁월풍과 열과 열 사이에서 장비를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 (풀 베기, 물 주기 등을 위해) 등과 같은 요인으로 더 큰 거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열과 열 사이의 더 큰 간격은 더 많은 표면적이 미립물자를 모으고
잡아 낼 수 있게 합니다. 열 내와 열과 열 사이 간격은 다음과 같이 권고됩니다.

상록수 – 소나무/가문비
나무

열 내 8-14 ft 간격*

상록수 – 기타 모두

열 내 6-10 ft 간격*

관목 – 포기나누기

열 내 3-6 ft 간격

관목 – 비 포기나누기

열 내 3-4 ft 간격

낙엽수 – 소형
(혼성 버드나무 포함)

열 내 5-8 ft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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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ft.
열 너비

낙엽수 – 대형

열 내 8-14 ft 간격

난지형 잔디

열 내 2-3 ft 간격

*이중의 엇갈림식 열에서는 더 넓게, 매우 조밀한 단일
열에서는 더 좁게 식수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고사항을 너머, 독창성을 위한 매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의 “최고” 접근방법은 없습니다. 완충대가 최소 환경 및 기술적
목적, 앞서 언급한 카운티 정부 요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한, 그것은
적법한 설계입니다.
복수 열 VEB 시스템은 가장 간단하고 입증된 설계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옵션도
존재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된 열 보다는 자생적 식수 등과 같은 더
생태적 접근방식 또는 주변 면적에서 야생 서식지의 의도적 통합이 더 실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가능성은 혼성 포플러와 버드나무
또는 switchgrass 로 구성된 더 큰 규모의 식수 등과 같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수확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출처를 통합하는 완충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식용 완충대가
블랙베리와 아로니아, 랩스베리 등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식용 작물은 터널 팬 영역에는 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관념을
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 과정 중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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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목 선택

식

목 선택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일에 맞는 적절한 식목”을 고르는 일로
축약됩니다. 기존 조림지 조건과 초기 계획 평가에서 식별된 특정 한계

또는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완충대 필요에 적절한 식목을
식별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수많은 식목의 특징이 완충대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습성
(높이, 너비, 분지 패턴 등)과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는 시간, 내충성, 수명, 내음성,
침습 잠재성, 유지관리 요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을 할” 능력이 식목 재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토양 조건과 특정 환경 수용력
(암모니아 내성, 먼지 내성 등)이 선택과정에서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식목의 질이 완충대의 효율성과 생존 가능성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더 낮은 캐노피에서 최대 식생 조밀도. 엽관의 조밀도가 나무 또는 관목의
여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더 낮은 레벨, 땅 근처에서의 조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 배열이 느슨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임관을 향하려는
경향이 있는 식목은 완충대 식목으로 덜 선호됩니다. 만약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결점을 상쇄해 줄 다른 식목과 조합하여야 합니다.
● 더 낮은 가지를 유지하는 능력. 미송 등과 같은 일부 나무는 “자체적으로
가지치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무 나이가 들면서 더 낮은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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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지가 떨어집니다. 효과적인 여과와 시각적 차단은 지상 높이
근처의 식생에 의존하기 때문에 낮은 위치의 가지를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기능이 부족한 나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층
관목은 나무가 성숙함에 따라 더 낮은 식목들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밀랍 또는 “털” 표면의 복잡한 잎 구조. 복잡한 잎 구조가 갖는 더 큰
표면적은 식목의 양계장 배출물을 모으고 여과하는 능력을 크게
만듭니다. 다양한 호랑가시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 밀랍 잎은 빗물이
잎에 있는 미립자를 용이하게 씻어 내기 때문에 잎 위에 쌓인 먼지로
손상될 우려가 없습니다.
● 안정적인 근계. 일부 나무는 근계가 약해 강한 바람에 기울어지거나 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또는 큰 곧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바람이 큰 문제인 영역에서 선호됩니다.
● 내풍성. 기울어지거나 또는 넘어지는 것 외에, 일부 나무는 잘 깨집니다.
다른 나무는 식수 후 처음 몇 년 동안 바람의 건조 효과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특정 나무가 부적합하게 되거나 또는
완충대 내 특정 식목을 다른 위치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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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또는 관목이 폭우 관련 손상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는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계장
위로 떨어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와 바람에 의해 더 잘 파손되는
나무는 허리케인급 나무를 포함하여 강풍이 불 수 있는
곳의 측면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성숙했을 때 높이가
계사와의 식수 거리보다 적은 나무를 선택함으로써
폭우관련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낮은 유지관리. 나무와 관목은 강해야 하고 손이 덜 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병충해에 잘 걸리는 식목은 피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 중간~빠른 성장률. 식목은 합리적으로 타당한 기간 동안 효과적인
완충대를 조성할 수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더 느리게 자라는 식목은
더 빠르게 자라는 식목과 균형을 이루어 기능 차단막 형성이
지체되지 않게 합니다.

다른 한편, 유실수는 야생 조류를 꼬이게 할 수 있으므로 식수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수종에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과일이 달리지 않는 변종 또는
별도의 수 식목이 있습니다. 급속히 퍼질 잠재성이 높은 식목 역시 피해야 합니다.
완충대에서 사용할 잠재적 식목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 출처가
특정 수종의 잠재적 혜택과 한계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제안 나무와 관목 목록은 부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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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또는 관목의 수종 외에 어떤 유형의 산출묘 완충대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완충대를 조경사 또는 유사한 도급자 등 전문가가 설치하면, 그들의
선호도와 회사방침, 식목재료 가용성에 따라 사용한 묘목의 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식목을 조성하면, 당장의 목표 (예: 얼마나 빨리 완충대를 원하는
성숙 수준에 도달시킬 것인가?)와 기술적 능력, 재정 자원, 식목 재료의 가용성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묘목이 있습니다. 베어 루트 묘목, 용기묘, 뿌리감기굴취목
(뿌리감기굴취목 ). 각각 다른 혜택과 단점이 있습니다.

(1) 베어 루트 묘목 – 산출묘를 위한 가장 저렴한 옵션이지만,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묘목은 주 삼림 원예원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고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뿌리가 건조되지 않게 묘목
취급 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지어 잠깐 동안 햇빛 또는
건조한 더운 바람에 노출되어도 묘목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묘목은 특히 잡초와의 경쟁과 동물에 의한 손상에 취약합니다. 좋은
잡초 관리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고 원치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기타 예방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목은 용기묘 또는
뿌리감기굴취목 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까지 더 긴 기간
동안 보살펴 주어야 하고 적절한 완충 효과를 내기까지 더 긴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나무 역시 잡초 절단기 및 잔디 깍기
기계로 잘려 나가는 경향이 있고 쉽게 의도치 않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2) 용기묘 – 묘목 보다 더 비싸지만 이러한 식목은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수한 생존가능성은 적절한 보살핌으로
가능합니다. 용기묘는 많은 전문 조경사와 큰 소매 상점, 지역 민간
원예원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더 큰 상업용 원예 공급업체
역시 용기묘를 선적할 것입니다. 용기묘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과
가용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경시장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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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은 일반적으로 1 갤론 또는 3 갤론 용기에 담겨 판매되며, 식물이
더 나이가 많고 더 클수록 더 큰 용기에 담깁니다. 3 갤론 용기묘를
선택하면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는 반면, 1 갤론 용기는 더
저렴하고 또한 나무가 자리를 잡는 동안 스트레스가 더 적습니다.


구매 전, 식목을 연구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고의 묘목
선택 시 팁은 지역 협동조합 사무소 또는 지역 원예원의
직원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3) 뿌리감기굴취목 – “Balled-in-burlap” 묘목 또는 간단히 “B & B”로 알려진
뿌리감기굴취목은 나무 뿌리와 주변 토양을 다치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판매합니다. 명칭이 말해주듯, 흙 덩이가 부대로 감겨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더 큰 나무와 관목으로 제한됩니다.
뿌리감기굴취목 사용은 처음부터 더 큰 식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또한, 더 큰 식목은 옮겨 심기 후
상당 기간 동안 충격을 경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잘 관리된 용기묘
식수가 효과적일 수 있고 뿌리감기굴취목 사용의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딩기관은 프로그램 요건의 일부로서 특정
유형의 묘목 또는 식목 재료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식목 재료 구매 전 어떤 요건이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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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역시 식목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식목은 특정 계절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묘목 유형은 식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전형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초봄 부터 중순 봄 (3 월~4 월)

베어 루트 묘목

**묘목은 종종 가을에 성공적으로 식수되지만, 겨울철 손실

가능성으로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용기묘

언 땅을 제외하고 언제든
**여름에 심은 용기묘는 관개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뿌리감기굴취목

봄 초순에서 중순에 심으면 최고의 결과를

얻습니다.

식목의 가용성과 설치의 계절적 성격을 감안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 또는 덜
만족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목 선택은 과학이라기 보다 예술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특히,
양계장 주위에서 사용할 식목 선택 시 더욱 그렇습니다. 농장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식목과 적절한 유형의 재고를 선택할 때 도움은 Delmarva Chicken
Association (DCA) 또는 지역 협동 확장 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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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충대 설치

일

단 완충대 설계가 정리가 되고 포함시킬 식목을 선택하면, 실제 설치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선의 완충대 설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각 방법은 단점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 옵션:

(1) 자체 설치 – 완충대를 직접 설치하는 방법은 큰 성공을 낼 수 있는
저렴한 접근방식입니다. 하지만, 또한 원하는 것 보다 더 적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식목 재료 확보와 그것을
바르게 식수할 책임은 자신에 있습니다. 이 옵션을 고려하기 전, 이
일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완수할 능력과 의향이 실제로 있는지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또한 그 일을 적절히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정할지 알아야 합니다.
(2) 전문 설치 – 조경 도급자를 고용하여 완충대를 설치하면 비용은 더
들지만 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결국에는, 이 경로가
식목 번창에 필요한 “전문가”의 손길을 식목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 조경사는 장비와 경험, 직원 자원을
갖고 완충대를 적절하게 제 시간에 설치합니다. 또한, 일부 도급자는
그들이 수행한 일에 대한 보상과 사망 손실 교체 계획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닭 사육사에게 이것은 최고의 설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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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림관리 설치 – 주의 삼림 사무소는 나무를 획득하고 대규모 식수
옵션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어 루트
묘목이며 정기적으로 토종 식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식수 또는
일정 유형의 야생 보존 펀딩이 통합된 완충대를 예상하면, 이것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삼림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또는 가능한 옵션에 관해 협의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 설치 시간은 수종과 산출묘 유형 (베어 루트, 용기묘,
뿌리감기굴취목 )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한, 기후조건과 식목 재료의 가용성,
설치자의 일정, 펀딩 접근성이 완충대 설치 시간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완충대 설치를 준비할 때, 전체 계획을 한 번에 완료할 필요는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을 여러 단계 또는 시기로 나눠 더 관리 가능한
규모에서 완수하는 것이 더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이는 보상을 받기 전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든 한
번에 모두 하든, 귀하의 약정은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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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개 및 물 관리

어

린 나무와 관목은 특히 식수 후 처음 두어 해 동안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되면 완충대 수립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식목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체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립되면, 대부분의 식목은 물 부족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가뭄 상태가 델마버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정 형태의 관개가 크게 권장됩니다.
확실히, 추가 물주기 장치 없이 완충대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경험에 따르면, 일정
형태의 신뢰할 수 있는 관개 시설이 있어야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나무는 정기적으로 관개 작업을 하면 초기 수립 기간 동안 크기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처음 1 년 동안 또는 이상적으로는 2~3 년 동안
일정 종류의 관개를 계획해야 합니다.
완충대 관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방사체가 있는 드립라인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관개를 제공합니다. 설치비가 최소로 추가되는 반면,
드립라인은 일관적이며, 각 식목마다 측정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합니다. 자동
타이머 역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개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손이 가지
않는” 접근방식을 허용합니다.
물론 수동 물주기 작업은 충실하게 물을 뿌릴 때 제 기능이 발휘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완충대에 물 주기는 일관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일단 예정된 물 주기를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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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더 많은 물을 추가하여 보상하려 시도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드립 관개 시설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특정 관개 관리 계획은 완충대에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세부사항은 선택한 식목과
기존 토양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경험이 많은 조경 전문가 또는 지역 협력
사무소가 의뢰인의 특정 상황에 맞는 도움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 분담 프로그램은 관개 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많은 양계장에는
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 많은
수도꼭지가 투약기구에 연결되어 있고 식목 물 공급용으로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냉각 패드에서도 역시 물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개 시설 설치를 위해 시굴하면, 어디에 전기선과 가스선, 수도선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선이 잘리면 심각한 부상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개 시설은 4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동결
손상을 없애기 위해 물 공급선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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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잡초 관리

가

뭄 후, 성공적 완충대 식수에서 가장 큰 위협은 잡초입니다. 잡초는 빛과
물, 영양소를 놓고 경쟁하는 원치 않는 식물입니다. 나무 또는 관목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잡초 압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수 주위와 열 내, 열과 열 사이 잡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잡초 관리 전략은 조림지 정리로 시작합니다. 식수 전 완전한 밭같이 또는
적절한 광범위 제초제를 사용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완충대를 전문가에게
맡겨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조림지 정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식에 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장기적 잡초 관리를 위한 전략 역시 완충대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잡초 관리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 화학적 관리 – 나무 주위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제초제를 선택하고 모든 라벨 사용법을 따르는
경우 효과적인 관리 툴이 됩니다. 여전히, 화학약품이 잡초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제초제를 완충대 식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혼합 식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낙엽수와 상록수/관목 모두에서). 잎과 파란 미 성숙 나무껍질과
닿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일부 제초제의 사용으로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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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자라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제초제와 도포 절차에 관하여 항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화학 제초제를 뿌리기 전에, 모든 주 정부의 살충제 면허
요건을 준수하고 또한 살충제 라벨을 끝까지 모두
읽도록 하십시오.

● 기계적 관리 – 회전칼 잔디깎는 기계 또는 스트링 트리머로 잡초를 자를
것이 기계적 잡초 관리의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비용 효과적인
접근방식으로 제초제 사용에 따른 환경적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 베기 역시 완충대 식수 내 수목 소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작은 묘목은 특히 쉽게 잘려 나갈 수 있으며, 더 큰 식목은 스트링
트리머로 “채찍질 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무 또는 관목 주위에서
풀 베기를 할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농장에게 풀 베기가 완충대 열 내 일차적인 잡초관리 전략이아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풀 베기와 완충대 식수가 매우 잘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충대 식수 주위에서 풀 베기를 할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뿌리 덮개 – 식목 둘레에 일정 종류의 뿌리 덮개를 포함시키면 성가실 일
없이 환경 친화적으로 잡초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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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뿌리 덮개는 천연 재료 (나무 조각, 벗겨진 나무껍질
등)와, 특히, 설계된 잡초를 억누르는 직물 또는 일정 형태의 검은색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입장에서, 뿌리 덮개는 각 식목의 맨 아래부터 2-3 피트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의 최소 48 인치 (4 Ft.)
너비의 롤 또는 또는 해당 열의 전체 길이에서의 조경 직물은
예외적으로 쉽게 유지관리되는 잡초 경계를 제공합니다. 검은
플라스틱 또는 조경 직물 사용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중간 토양
온도가 되도록 돕고 물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식목 성장이
개선됩니다. 수립 단계 중 나무는 플라스틱 피복 없이 식수된 나무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성장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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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충대 관리 및 유지보호

식

생 완충대는 장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장기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질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 실제 유지관리 필요는 상당히

일상적이고 최소한 거의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적합한 식물을 선택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VEB 를 상위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충대를 정기적으로 검사. 간단히, 완충대 열을 이따금씩 걸으며
시각적으로 식목을 관찰함으로써 문제가 악화되기 전 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전에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징후에는
줄기마름병, 발육부진 예상치 않은 색상 변화, 해충 표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 병충해 징후 또는 증세가 발견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문제를 더 길게 계속되도록
방치하면, 문제는 더 급격해지고 그 다음엔 어떤 대응도 효과가 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완충대 식목에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하면, 진단과 치료를 얻기 위한 안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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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목은 만성적 해충 및 질병 문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배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책은 해충과 질병에 잘 견디는 식목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 가지치기는 삼가합니다. 가지치기는 일부 상황에서 더 낮은 가지의
조밀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특정 식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협동 확장 에이전트 또는 주
산림 사무소, 훈련받은 나무 전문가에게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완충대 식목을 가지 치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 규칙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완충대 식목을 가지 치기합니다.
● 말뚝을 박을 대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고품질 식목을
완충대에서 사용할 때는 말뚝박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풍을 받지 않는 한, 용기묘와 뿌리감기굴취목에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어루트 나무의 경우, 처음 첫 해 동안은 말뚝박기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말뚝박기를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실시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식목에 말뚝박기를
시도하기 전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즉시 도움을 구함. 완충대 식목에 관한 우려 또는 질문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연락처 목록은 편의를
위해 부록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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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충대 기금조성

이

시점에서 완충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와 프로젝트 기금 마련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완충대 설치 및 수립 비용은 그 중에서 선택한 식목의 유형과 설치 주체, 식수
조밀도, 관개 방법, 잡초 관리 전략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격이 변동적이고 큰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인 예상 비용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치하는 완충대의 기준선 비용 계산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식목 재료:
열 피트 당 $2.00 – $5.00+
[비용은 수종과 식목 크기, 열 조밀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목 만:

$5.00 – $10.00 (1 갤론 용기묘)
$12.00 – $20.00 (3 갤론 용기묘)

관개:
방출기가 있는 드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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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피트 당 $0.20 – $0.50

[관개 조절기와 물 공급용 추가적인 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피복:

(a) 검은색 폴리 시트 열 피트 당 $0.10 - $0.20
(b) 조경 직물

열 피트 당 $0.30 - $0.50

(c) 견목 뿌리 덮개

입방 야드 당 $22 (약 45 그루)

위 금액은 근사치임을 기억하세요. 완충대 설치자와 육체 노동 요건, 일반 간접비에
따라 약간 적게 또는 상당히 크게 완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더 정확한
비용 예측을 위해, 특정 조림지의 특정 필요를 논의할 수 있는 식목 공급업체 또는
설치자에게 문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일부 재배자에게 전체 프로젝트를 자신의 돈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명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서류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배자가 이 방법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펀딩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완충대 프로젝트의 자금원에는 다음의 출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QIP –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 (EQIP)은 자연자원 보호 서비스
(NRCS)가 “방풍림”이라 부르는 완충대를 위한 비용 분담 펀딩을
제공합니다. 비용 분담 지원금이 승인된 식생 완충대의 최대 75% (새
농민의 경우 최대 90%)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분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각 주는 비용 분담 정책과 펀딩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재 비용 분담 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EQIP 가입은 연속적이며 평가를 위해 매년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12 월에 있지만 자금이 배정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QIP 지급액은 이전에 설치된 완충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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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정산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NRCS 와 체결한 계약이 있어야 하며
완충대 설치 전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 시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비용 분담 비율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NRCS 서비스
센터 또는 토양보존지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QIP 를 포함한 모든 비용 분담 기회는 특정 게약

요건을 갖고 있으며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참여에
관심 있는 분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계약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RP – 보존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자발적인 농지
은퇴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 농무부와 농업진흥청 (FSA)을 통해
관리됩니다. 프로그램은 나무 완충대와 같이 일부 환경보존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농가로만 제한됩니다. 설치 비용 분담은
유지관리 인센티브와 연간 임대료와 함께 제공 가능합니다. 10 ~15 년
기간의 서면 계약이 체결되며 기타 프로그램 요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FSA 사무소 또는 토양보존지구에 문의하십시오.

지역보존지구 – 지역 차원에서 보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NRCS 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일하는 한편, 카운티의 토양보존지구는 추가적인
펀딩 기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이 되는 지구 프로그램에
관해 문의해 보십시오.

주 프로그램 – 다양한 주정부 기관은 때때로 식생 완충대와 같은 보존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특별 배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 리소스는 주의 농무부 또는 산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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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은
일반적으로 기관 웹사이트에서 또는 적절한 사무소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토양보존지구 역시 주정부 후원 펀딩 기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 닭 사육사와 거래하는 일부 금융기관은 완충대 설치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비용 분담 프로그램에서 사육사가
책임질 분담금 대출을 포함하여 어떤 옵션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대출기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출처 – 다양한 다른 기관과 조직이 완충대 프로젝트 펀딩을 위한
잠재적 출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정부와 민간
재단, 환경 조직, 토지 신탁 또는 심지어 닭 회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해 보세요. 또한,
DCA 는 완충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완충대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가용성은 수시로 변하는 많은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위해 적절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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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움 찾기

식

생 완충대를 계획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많은
리소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시 부터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수송 지원을 많은 협력기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Delmarva Chicken Association 는 여러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생환경 완충대 코디네이터는 회원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며, DCA 회원은
연간 최소 $150 를 납부하고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CA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Delmarva Chicken Association
16686 County Seat Highway
Georgetown, Delaware 19947-4881
(302) 856-9037
www.dcachicken.com
passwaters@dcachicken.com
DCA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NRCS 서비스 센터
● 지역 토양보존지구
● 카운티 협동 확장 서비스
● 주 산림청
● 주 농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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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청과의 계약정보 목록은 부록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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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양계장 완충대에 적합한 식목
B. 산출묘 출처
C. 유용한 연락처
D.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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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A

양계장 완충대에 적합한 식목
수많은 식목이 식생 완충대에서 사용할 잠재성을 가진 식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양계장 주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VEB 에 바람직한 특징을 가진 나무와 관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완충대 성과
측정을 위해 식목재료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되는 식목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록에 있는 특정 나무
또는 관목은 특정 상황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긴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목록에 빠진 식목이 존재합니다. 수종을 빠지지 않고 조사하여
식수하기 전 협동 확장 에이전트 또는 지역 NRCS 사무소에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범례
일반:

성장:



=

Delmarva 를 위해 입증된 성과자



=

권고된 완충대 식목



=

잠재적 완충대 식목 (식수 전 조언 구함)



=

터널 팬 영역에서는 권고하지 않음

s

=

느린 성장률 (연간 1 ft. 미만)

m

=

중간 성장률 (연간 1-2 ft)

f

=

빠른 성장률 (연간 2-3 ft)

vf

=

매우 빠른 성장률 (연간 3 f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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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수분:



=

충분한 햇빛



=

부분 그늘



=

그늘

d

=

건조한 토양 (배수가 잘 되는)에서 잘 견딤

mw =

중간정도의 습한 토양 (중간 정도로 배수되는)에서 잘

견딤
w

=

습한 토양 (배수가 잘 안되는)에서 잘 견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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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명칭






















그린 자이언트 미국측백나무
Thuja plicata x standishii '그린 자이언트'

미국측백나무
Thuja occidentalis ‘니그라’

아틀란틱 화이트 시더
Chamaecyparis thyodies

멀구슬나무
미국측백나무

연필향나무
연필향나무

삼나무
삼나무 ‘요시노'

미송
타에다 소나무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
독일 가문비

버지니아 소나무
버지니아 소나무 소나무과

호랑가시
미국호랑가시나무

삼나무
삼나무

크기

성장

(H x W)

률

내광성
.

내습성
.

60' x 20'

f



d-mw

25’ x 10’

s



d-mw

의견
레이란디 삼나무
대체 나무로 선호됨
그린 자이언트와
비슷, 그만큼 크지는
않음

75’ x 3’

m



d-mw

습한 조림지 취급
가능
습한 토양을 그린

40’ x 15’

f



m

자이언트보다 더 잘
취급

40' x 20'

m



d

30' x 15'

m



d-mw

습한 잘 배수되는
토양 선호, 적응력이
높음.
60' x 40'

f



mw-w

50' x 25'

m/f



mw

팬 배출영역은 피함.
자체 가지치기 경향
팬 영역에서 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70’ x 30’

f



40' x 20'

s/m



d-mw

터널 팬 앞에 있지
않음
“저지 나이트”는

d-mw

과일이 없는
품종입니다.

60’ x 20’

f



m

40’ x 30’

vf



d

독특한 잎, 약간의
해충
캐롤리나



애리조나 삼목

사파이어에는 파란색
나뭇잎이 있습니다.





태산목
태산목

캐나다 솔송나무
캐나다 솔송

큰 나무, 씨앗포자가
80’ x 40’

m



m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70’ x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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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잘라서 산울타리로
만들 수 있음.







스파르타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스파르탄'

자이언트측백나무
자이언트측백나무

스트로브스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15' x 5'

s/m



d

60' x 20'

m



d-mw-w

60' x 40'

f



d-mw

성장률

내광성
.

내습성

f



d-mw

팬 배출영역은 피함.
자체 가지치기 경향

관목
명칭
















맨해튼 화살나무
벌사철나무 '맨해튼'

블랙쵸크베리
아로니아 멜라노카르파

불두화
Viburnum dentum

블랙베리
서양산딸기

홍가시나무
Photinia x fraseri

빨강 말채나무
노랑말채나무

단추꽃
체팔란투스 옥시덴탈리스

스티즈 홀리
꽝꽝나무 '스티즈'



베이베리



쪽제비싸리



Myrica pensylvanica

Amphora fruticosa

개나리
Forsythia x intermedia

크기
(H x W)

의견
배수가 안되는 땅을

6' x 6'

제외하고 다양한
토양에 잘 견딤

6’ x 4’

f



d-mw

매우 강함

10’ x 6’

f



d-mw

토종

6’ x 6’

f



d

15’ x 8’

f



d-mw

12’ x 10’

f



mw-w

선홍색 나뭇껍질

12’ x 6’

f



mw-w

습한 토양에서 잘

전파 가능
상록수 밝은 붉은색
나뭇잎

토종; 수분 속 또는
자람.
8' x 4'

m



d-mw

10' x 10'

m



d-mw

빛과 배수가 잘된
토양 선호
대부분의 조림지
조건에 적응
열약한 토양에 잘

15' x 10'

m



d-mw

견딤, 씨로 쉽게 잘
퍼짐.

10' x 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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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가뭄에 견딤, 폭넓은
적응성















잉크베리 홀리

8' x 10'

Ilex glabra

s/m



mw-w
포기나누기로 퍼져

라일락

15' x 10'

라일락

m



mw

빽빽한 산울타리
형성

넬리 스티븐스 홀리
Ilex cornuta x 'Nellie R. Stevens'

과일을 생산하기
20' x 15'

f



d-mw

위해 꽃가루
매개자가 필요
과일을 생산하기

포썸호 홀리

15' x 10'

미국 낙상홍

s/m



mw-w

위해 꽃가루
매개자가 필요

시베리아 골담초
Caragana arborescens

15' x 15'

m/f



d-mw

10' x 10'

f



d-mw-w

열악한 토양에 매우
잘 적응
대부분의 조림지

남부 소귀나무
미국 소귀나무

조건에 적응, 홍수에
견딤

여폰 홀리

20' x 15'

Ilex vomitora

m/f



d-mw-w

성장률

내광성
.

내습성
.

vf



d-mw-w

대부분의 조림지
조건에 적응

낙엽수
명칭





Austree® Hybrid Willow
Salix matsudana x alba

낙엽송
낙우송

 배롱나무

Lagerstomia



스태그혼 수맥



미국 피나무



튤립나무

Rhus hirta

Tilia americana

Liriodendron tulipifera

크기
(H x W)

의견
터널 팬 방출에 견딤,

60' x 15'

조성하는 동안
적절한 물 필요

70' x 20'

s/m



d-mw-w

25’ x 10’

F



d-mw

30’ x 5’

f



d-mw

80’ x 40’

m



d-mw

80’ x 40’

F



d-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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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계가 안정적인
토종묘
8 피트 ~ 10 피트
간격을 두고 식수

급속히 퍼질 수 있음
꿀벌이 좋아하는
나무
매우 키가 커질 수
있음



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yraciflua



아무르 맥키아



블랙검

Maackia amurensis

Nyssa sylvatica

둥글고 가시로 덮인
60' x 40'

m/f



d-mw-w

과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 x 30'

s



d-mw

40' x 25'

s/m



d-mw-w

과도한 홍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젖고 다져진
토양에서 좋습니다
대형 나무, 건조하고,



버르 오크
Quercus macrocarpa

70' x 70'

s



d-mw-w

배수가 잘 안되며,
점질토에 매우 잘
견딤
열악하고 모래가



체스넛 오크
Quercus prinus

많은 토양에 견디며,
90' x 90'

m



d-mw

배수가 잘 안되는
토양에 잘 자라지
않음



카먼 핵베리



돈 레드우드



이스턴 레드버드

Celtis occidentalis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Cercis canadensis

50' x 50'

m/f



d-mw

80' x 25'

f



d-mw-w

25' x 25'

m



d-mw

대부분의 토양
조건에 적응
진흙 땅에 적응

광범위한 토양
유형에 적응
베리는 젤리와



초크체리
Prunus virginiana

20’ x 10’

F



d-mw

와인에 사용됩니다.
가축들에게는 독성이
있음



프리맨 단풍나무
Acer rubrum x saccharinum

50' x 40'

f



d-mw-w

대부분의 조림지
조건에 적응
습한 토양을



은행나무
Gingko biloba

70' x 30'

s/m



d-mw

제외하고 광범위한
토양에 적응,
수나무만 식수
잘 다진 토양에는 잘



헤지 단풍나무
Acer campestre

25' x 35'

s



d-mw

견디지 못함.
권고품종은 'Queen
Elizabeth’입니다.



켄터키 커피나무
Gymncladus diocus

대형 토종나무,
60' x 40'

s/m



d-mw

대부분의 조림지
조건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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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적참나무
루브라 참나무

오세이지 오렌지
오세이지 오렌지

퍼플블로우 단풍나무
Acer truncatum hybrid

대형 나무, 중간 염분
60' x 60’

f



d-mw

분무와 다진 토양을
잘 견딤.

30' x 30’

f



d-mw

35' x 25'

s



d-mw

열매 없는 수나무가
권고됨.

습한 토양에서



아메리카 꽃단풍
서양 단풍나무

25' x 12'

m/f



d-mw-w

최적의 성장, 하지만
대부분의 토양
조건에 매우 잘 적응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회화 나무
회화 나무



스파이크 하이브리드 폴라



스트림코 윌로우







Populus deltoides x nigra 'Spike'

Salix purpurea 'Streamco'

내자작나무
흑자작

늪지 백참나무
비콜로르참나무

시카모어
양버즘 나무



가시 없는 주엽나무



중국단풍



버들참나무

Gleditisia triacanthos var. inermis

Acer buergerianum

Quercus phellos

50' x 50'

m



d-mw

60' x 60'

m/f



d-mw

햇빛이 잘 드는 토양
선호, 염분 분무에 잘
견딤.
20' x 30’

f



d-mw

15' x 15’

f



mw-w

80’ x 40’

f



w

50' x 50'

s/m



mw-w

가뭄에 잘 견디지
못함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
홍수와 흙다짐에 잘
견디는 오래 사는
나무

90' x 90'

m/f



d-mw-w

50' x 50'

f



d-mw

30' x 25'

m



d-mw

50' x 35'

m



d-mw-w

매우 큰 나무, 다진
토양에 잘 견딤
열악한, 다진 토양에
잘 견딤
염분과 바람,
흙다짐에 잘 견딤
염분과 흙다짐,
열악한 배수에 잘
견딤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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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써머스위트
Clethra alnifolia

메도스위트
조팝나무

위치하젤
버지니아풍년화

미국 개암나무
미국 개암

마가목의 열매
아메란치어 카나덴시스

체리 월계수
Prunus carolinius

크기

성장

(H x W)

률

내광성
.

내습성
.

8’ x 5’

m



d-mw-w

4’ x 4’

f



mw-w

8’ x 15’

f



d-mw

15’ x 10’

f



d-mw

식용 너트 생산

15’ x 8’

m



d-mw

식용 베리 생산

20’ x 15’

f



d-mw

상록수

크기

성장

(H x W)

률

내광성
.

내습성
.

f



d-mw-w

f



d-mw-w

의견

꿀벌이 좋아함

습지에서 잘 자람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꽃

난지형 잔디
명칭
억새
억새 x 딱정벌레

프레어리 코드 그래스
Spartina pectinata

10’12’ x
3’
높이 6’8’

의견
터널 팬 영역 내
선호되는 수종
빠르게 퍼짐, 염분에
잘 견딤
‘Kanlow,’ ‘Timber’ 및

스위치그래스
Panicum virgatum

3’-6’ x 3’

f



d-mw-w

‘Shelter’는 선호되는
변종입니다. 염분에
잘 견딤

동부 감마글래스
포아풀과

8’ x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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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w-w

매우 강함

부록 – B

산출묘 출처
지역의 원예농장과 조경사로부터 식목 재료를 구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재고가 없는 경우, 도매 공급업체로부터 식목 재료를 구합니다.
인가된 식목 딜러 목록은 주 농무부 또는 지역 조경협회에 문의하십시오.

델라웨어 조경협회 (DNLA)
P.O. Box 897
Hockessin, DE 19707
(888) 448-1203
: http://www.dnlaonline.org
메릴랜드 조경협회(MNLA)
P.O. Box 726
Brooklandville, MD 21022
(410) 823-8684
: http://www.mnlaonline.org
버지니아 조경협회(VNLA)
383 Coal Hollow Road
Christiansburg, VA 24073
(800) 476- 0055
: http://www.vnla.org
지역 전화 번호부를 참조하거나, 그린 산업 옐로우 페이지 (www.giyp.com)와 같은
인터넷 전화번호부에서 지역 공급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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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ussex Landscaping LLC
22380 Bunting Road
Georgetown, DE 19947
302-236-0470
John S. Ayton State Forest Tree Nursery
(메릴랜드 천연자원부)
3424 Gallagher Road
Preston, MD 21655
(800) 873-3763
: http://www.easycartsecure.com/MarylandDepartmentofNaturalResources
**베어 루트 실생대목 공급. 델라웨어 주민은
Delaware Forestry Service 를 통해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거스타 삼림센터
(버지니아 삼림부)
P.O. Box 160
Crimora, VA 24431
(540) 363-7000
: http://www.dof.virginia.gov
**베어 루트 실생대목 공급. 묘목은 또한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주민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Rocky Mountain Austree, Inc.
212 W. Buchanan Street
Colorado Springs, CO 80907
(800) 783-3335
: http://www.austree.com
** Austree® hybrid willows 의 공식 출처.

Musser Forests Inc.
1880 Route 119 HWY N
Indiana, PA 15701
(800) 643-8319
: http://www.musserforests.com
VEB 툴 킷

–48–

**베어 루트와 일부 작은 용기묘 판매
National Arbor Day Foundation
100 Arbor Avenue
Nebraska City, NE 68410
(888) 448-7337
: http://www.arborday.org
**베어 루트 묘목 판매.

Autumn Ridge Nursery
Caller Box 750-Dept PL
McMinnville, TN 37110
(931) 474-3386
: http://www.autumnridgenursery.com
**베어 루트 묘목 판매.

Carino Nurseries
P.O. Box 538
Indiana, PA 15701
(800) 223-7075
: http://www.carinonurseries.com
**주로 묘목 또는 작은 접목묘 판매. 사용 가능한

제한적 변종.

Pikes Peak Nurseries
8289 Route 422 Highway East
Penn Run, PA 15765
(800) 787-6730
: http://www.pikespeaknurseries.net
**주로 묘목 또는 작은 접목묘 판매. 수량 한정 도매

뿌리감기굴취목 역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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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C

유용한 연락처
각 주별 유용한 연락처 목록은 아래에서 제공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델라웨어 농무부

(302) 698-4500

식목 산업국

(800) 282-8685 (델라웨어 전용)
: http://dda.delaware.gov

Delaware 산림청

(302) 856-2893 [남부 지역 사무소]
(302) 653-6505 [북부 지역 사무소]
: http://dda.delaware.gov/forestry

NRCS 서비스 센터

주 사무소
(302) 678-4160
: http://www.de.nrcs.usda.gov
Sussex County
Kent County
New Castle County

(302) 856-3990
(302) 741-2600
(302) 832-3100

토양 보존국
켄트 보존국
: http://www.kent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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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741-2600

Sussex Conservation District (302) 856-3990
: http://www.sussexconservation.org
New Castle Conservation District
(302) 832-3100
: http://www.newcastleconservationdistri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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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대학 협동 확장
Kent County
(302) 730-4000
: http://ag.udel.edu/extension/kent
Sussex County
(302) 856-7303
: http://www.rec.udel.edu
New Castle County
(302) 856-7303
: http://www.extension.udel.edu/ncc

메릴랜드
메릴랜드 농무부
Office of Plant Industries

(410) 841-5700
: http://www.mda.state.md.us

메릴랜드 산림청

(410) 713-3862 [동부 지역 사무소]
: http://www.dnr.state.md.us/forests

NRCS 서비스 센터

주 사무소
(410) 757-0861
: http://www.md.nrcs.usda.gov
Caroline County
Cecil County
Dorchester County
Kent County
Queen Anne’s County
Somerset County
Talbot County
Wicomico County
Worcester County

(410) 479-1202
(410) 398-4411
(410) 228-5640
(410) 778-5353
(410) 758-1671
(410) 651-0370
(410) 822-1577
(410) 546-4777
(410) 632-5439

Caroline Conservation District
Cecil Conservation District
Dorchester Conservation District
Kent Conservation District

(410) 479-1202
(410) 398-4411
(410) 228-5640
(410) 778-5150

Soil Conserva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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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Anne’s Conservation District
Somerset Conservation District
Talbot Conservation District
Wicomico Conservation District
Worcester Conservation District

메릴랜드 협동 확장

(410) 758-3136
(410) 651-1575
(410) 822-1344
(410) 546-4777
(410) 632-5439

(410) 827-8056 [동부 지역 사무소]
: http://extension.umd.edu
Caroline County
Cecil County
Dorchester County
Kent County

(410) 479-4030
(410) 996-5280
(410) 228-8800
(410) 778-1661

Queen Anne’s County
Somerset County
Talbot County
Wicomico County
Worcester County

(410) 758-0166
(410) 651-1350
(410) 822-1244
(410) 749-6141
(410) 632-1972

버지니아

버지니아 농무부
식목 산업 서비스 및

(804) 786-2373
: http://www.vdacs.virginia.gov

소비자 서비스
버지니아 삼림부

NRCS 서비스 센터

(757) 787-5812 [어코맥 사무소]
: http://www.dof.virginia.gov
어코맥 서비스 센터
(757) 787-0918
: http://www.va.nrcs.usda.gov

동부 해안 보존국

(757) 787-0918
: http://www.esswcd.org

버지니아 협동 확장

어코맥 카운티

VEB 툴 킷

–53–

(757) 787-1361

: http://offices.ext.vt.edu/accom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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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D

더 자세한 정보
VEB 참고사항
Belt, S.V., M. van der Grinten, G. Malone, P. Patterson and R. Shockey. 가금류

생산시설 주위 냄새관리를 위한 방풍림 수종. 메릴랜드 식목 재료 테크니컬
노트 No. 1. USDA-NRCS National Plant Materials Center, Beltsville, MD. 21p.
(March 2007)
Malone, G. and D. Abbott-Donnelly. 가금류 농장 주위 나무 식수의 혜택. PO159. Delaware 대학 협동 확장, Newark, DE. 6p.
(November 2004)
: http://ag.udel.edu/extension/agnr/pdf/po-159.pdf

일반 자료
국립산간농업센터 (USDA)
: http://www.unl.edu/nac
NRCS 방풍림 리소스 (USDA)
: http://www.nrcs.usda.gov/TECHNICAL/ECS/forest/wind/windbreaks.html
PFRA 방풍대 센터 (캐나다)
: http://www.agr.gc.ca/pfra/shelterbelt_e.htm
National Arbor Day Foundation
: http://www.arbor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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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목관리협회
: http://www.treesare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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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지 완충대 (메릴랜드 협동 확장)
: http://www.riparianbuffers.umd.edu

식물 정보 자료
NC 주 대학교 식목 팩트 시트
: http://www.ces.ncsu.edu/depts/hort/consumer/factsheets/index.html
플로리다 대학교 식목 팩트 시트
: http://hort.ifas.ufl.edu/trees
: http://hort.ifas.ufl.edu/shrubs
USDA-NRCS 식목 데이터베이스
: http://www.plants.usda.gov

조림지 및 토양 문제
습식 및 건식 조림지
(버지니아 협동 확장, Pub. 430-026)
: http://www.ext.vt.edu/pubs/nursery/430-026/430-026.pdf
Soil Drainage
(Bartlett Tree Research Laboratories)
: http://www.mygardenguide.com/care/Soil%20drainage.pdf

나무 식수 및 관리
나무 TLC
: http://www.tlcfortrees.info
보편적 나무 식수 관련 실수
(Kelly Tree Farm, Iowa)
: http://www.windbreaktrees.com/nottodo.html
베어루트 나무 및 관목을 위한 식수 가이드라인
VEB 툴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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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S 식목 재료 프로그램, 몬타나)
: http://plant-materials.nrcs.usda.gov/pubs/mtpmcar5149.pdf
용기묘와 뿌리감기굴취목를 위한 식수 가이드라인
(NRCS 식목 재료 프로그램, 몬타나)
: http://plant-materials.nrcs.usda.gov/pubs/mtpmcar2625.pdf
나무와 관목의 적절한 식수
(네브래스카 주 수목원)
: http://arboretum.unl.edu/poppages/treeplanting.html
나무 및 관목 식수 가이드라인
(버지니아 협동 확장, Pub. 430-295)
: http://www.ext.vt.edu/pubs/trees/430-295/430-295.html

식물 건강 자료
온라인 식물 해충 핸드북
(커네티컷 농업 실험실)
: http://www.ct.gov/caes/cwp/view.asp?a=2823&q=378182
Woody Ornamental IPM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 http://woodypests.cas.psu.edu/

완충대 설계 툴
CanVis - 완충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USDA 국립산간농업센터)
: http://www.unl.edu/nac/simulation/products.htm
TreeSelector - 온라인 식생 선택 툴
(University of Florida)
: http://orb.at.ufl.edu/TRE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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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Spec - 온라인 식생 결정 소프트웨어
(NRCS/US Army Corps of Engineers)
: http://vegspec.nrcs.usda.gov/vegSpec/index.jsp

완충대 수립 및 관리
방풍림 수립
(University of Nebraska Extension, EC91-1764-B)
: http://www.unl.edu/nac/morepublications/ec1764.pdf
방풍림 관리
(University of Nebraska Extension, EC96-1768-X)
: http://www.unl.edu/nac/morepublications/ec17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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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완충대의 혜택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나무
(USDA 국립산간농업센터)
: http://www.unl.edu/nac/workingtrees/wtwq.pdf
탄소 순환 균형에 도움이 되는 나무
(USDA 산간농업센터)
: http://www.unl.edu/nac/workingtrees/wtccb.pdf

이웃 관계
좋은 이웃 관계를 위한 모범 관리사례
(Delmarva Chicken Association, June 2015)
: https://www.dcachicken.com/resources/good-neighbor-policy.cfm
냄새: 나무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Inside Agroforestry, 2002 년 봄)
: http://www.unl.edu/nac/insideagroforestry/2002spring.pdf
이웃과 공존: 가금류 농부의 가이드
(University of Georgia CAES, Bulletin 1263)
: http://www.pubs.caes.uga.edu/caespubs/pubs/PDF/B1263.pdf

펀딩 정보
USDA, 자연자원 보호 서비스
: http://www.nrcs.usda.gov/programs/
USDA, 농업진흥청
: http://www.fsa.usda.gov/FSA (“보존 프로그램” 클릭)
메릴랜드 농사 비용 분담 프로그램
: http://www.mda.state.md.us/resource_conservation/financial_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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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marva Chicken Association
16686 County Seat Highway
Georgetown, Delaware 19947-4881
(302) 856-9037
www.dcachicken.com
dca@dcachicken.com

이 프로젝트는 원래
USDA, 자연자원 보호 서비스의 보조금 일부를 후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