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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네 번째 버전 인 How-To Hydroponics는 지금까지 수경법에 
대해 제가 수행 한 가장 크고 간결한 작업을 나타냅니다. 기술
과 과학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수년에 걸쳐 발전함에 따라 너
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경 재배를 시도하도록 영감을주기 위해이 
새로운 판을 제작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How-To 
Hydroponics는 수경법 과학의 기본적이면서도 포괄적 인 배경
과 학습을 즐겁게하는 실습 경험을 결합한 따라하기 쉬운 스
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미, 음식 또는 수익을 위해 성장하
든이 완전히 개정 된 버전은 기술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개발하
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책에 자세히 설명 된 모든 수경 재배 및 에어로 포닉 시스템

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배웁니다. 농업 산업
에 혁명을 일으키고있는이 흥미로운 기술을 통해 좋아하는
꽃, 허브 및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How-To 
Hydroponics Fourth Edition은 수경 재배 분야에서 10 년 이상
의 연구와 개발을 포함합니다. 수경 재배로 빠르고 성공적으
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아
끼지 않았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이전 버전의 알려진 모든 질
문과 불일치에 대한 답변 및 수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물론 나는 인간 일 뿐이니 놓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 이메일이이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결과의 품질을 떨어 뜨릴 수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이 책을 작성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이나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내어이 
책을 완전히 읽으십시오. 내부의 중요한 정보는 무엇을, 어디
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며 궁
극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Best Regards,
Keith Roberto

http://www.howtohydroponics.com/
mailto:grow@futuregarden.com
http://www.futuregar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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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약용 식물
식물은 대자연의 궁극적 인 공장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구동되는 식물은 지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화학 원소와 공
기 중의 물 및 가스를 결합하여 성장을위한 음식과 에너지
를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을 먹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
하여 먹이 사슬에있는 다른 모든 생물체를 먹습니다. 현대 
의학의 대부분은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식물 추출물과 화합
물을 기반으로합니다. 사실, 식물 화학과 약리학의 과학은 
모두 식물에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및 미용 
사업의 거의 모든 제조업체는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여 제
품이 피부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수경 재배            경력 전반에 걸쳐 이것은 항상 저에게 남아있는 메시지입니
다. 저는 제가 씨앗을 심고 과일을 수확 할 때마다이 문구가 제 앞에 펼쳐지
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식물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는 그 식물에
서 나오는 것에 반영되므로, 특히 식물을 먹을 계획이라면 식물을 잘 먹이
고 돌보아야합니다! 나 같은 컴퓨터 괴짜라면 "쓰레기 들어가고, 쓰레
기 버리기"를 의미하는 "GIGO"라는 옛말을 떠 올릴 것입니다. 종을 울리
다? 식물을 재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래된 격언으로 수경법에 관한 책을 시작해야할까요? 

단순히 성장과 관련하여 배우게 될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며 아마도 자신
의 삶의 질까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공장으로서 식물은 성장
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줄기, 잎, 꽃 및 과일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 양질의 원
료를 끝없이 공급해야합니다. 필요한 원자재 중 하나라도 소진되면 전체 
제조 공정이 영향을 받거나 완전히 중단됩니다. GIGO! 문제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드는 것은 성장함에 따라 인간의 식욕이 변하는 것처럼 식물의 식
욕도 변합니다. 식물은 인간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식욕
을 충족시키는 것은 모든 구석에 시장이있는 우리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결과적으로 식물은 그들이 사는 환경과 기후에 적응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에는 붉은 색을 담당하는 천연 카로티노이

드 인 리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 및 기타 항

산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 손상 및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방지합니

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수확 (5 월 15 일!)이었

습니다. 나중에 지을 수있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

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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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렇게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유전 적 잠재력을 희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그 풍
미에 감탄하고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면 스트레스로 인해 
식물이 풍미를 일으키는 기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식물이 번식함에 따라 미래 세대의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적응할 것이며, 이러한 적
응은 건강하지만 맛이없는 변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ydroponics To The Rescue

모든 식물이 아름다운 단풍, 꽃 또는 과일을 생산할 수있는 
완전한 유전 적 잠재력에 도달하려면 적절한 비율로 적절한시
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합니다. 수경법의 과학을 통
해 적절한 물 공급 및 급이 요법, 환경 제어 및 충분한 품질의 
조명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수경 재배의 문자적인 의미
는 관개하는 동안 식물에 먹이를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미
국 농민들은이를 "비료"라고 부릅니다), 그 정의는 완벽한 식
물 재배에 적용 할 때 위에서 언급 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수경 재배의 정의가 확장되었지만 잘못된 정
보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경 재
배 식물에 "스테로이드"또는 기타 위험한 화학 물질을 공급하
여 잘 자라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수경 재배자들은 자연이 때때로 할 수없는 것처럼 그
들의 필요를 신중하게 공급함으로써 식물이 완전한 유전 적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단순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식물을 키운다는 생각은 사람마다 의미가 다릅니
다. 예를 들어, 난초 광신자는 완벽한 식물을 특정 희귀 품종, 
색상 또는 대칭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토마토 재배
자에게 완벽한 식물은 빠르게 자라며 질병에 저항하며 유통 
기한이 긴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품종 일 수 있습니다. 난초 
재배자는 토마토 재배자와 같은 방식으로 난초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이 책에서 배울 원리를 적
용하면 수경 재배를 사용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경법은 각 재배자에게 자신의 식물이 완전한 성장 잠재

력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모든 재배
자가 통제 할 수없는 한 가지 측면 인 유전학을 인식해야합니
다. 밭에서 자랐을 때 맛이없는 형편없는 토마토는 수경 재배
시에도 맛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자 용어
Open Pollinated는 유리하거나 불
리한 유전학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식물에서 생산 된 종자를 의미합니
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채소와 꽃
은 개화 수분이됩니다. 품종은 일
반적으로 그들이 재배되고 잘 번성
하는 지역에 토착되기 때문입니다.
F1 잡종 종자는 두 명의 순수한 자
란 부모를 교배하여 신중하게 생산
합니다. 증가 된 활력, 동일한 높
이, 모양 색상 및 수확량은 잡종 식
물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업 
생산자에게 하이브리드는 수확 효
율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숙성하는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재배 한 씨앗은 일반적으로 
씨앗이 저장되는 과일과 꽃을 생산 
한 지역 정원에서 수집합니다. F1 
잡종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번
식하지 않아 기껏해야 예측할 수없
는 작물을 남깁니다.

알로에 베라 식물은 모 식물 주위에 방사형 방식으로 
묘목을 생산합니다. 이 묘목은 각각 다시 심을 수 있
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알로에 식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의 인간 피부에 대한 입증 된 이
점 때문에 알로에 베라의 수경 재배 생산에 많은 상
업적 관심이 있습니다.

구조에 수경재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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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나 빨리 자라고 무게가 세 배나 될 수 있지만, 맛이 마
음에 든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고 품질
의 씨앗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조사를 통해 
수경 재배 정원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을 수있는 품
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특정 긴장을 가
지고 있거나 근처에있는 친구 또는 친척 집에서 자랄 수 있
습니다.

It Starts With A Seed

식물을 영화 대본이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고 생각하면 
미리 정해진 일련의 사건에 따라 식물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
는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이 일련의 사건을 "성장 단
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각 단계는 내부 또는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모든 것이 종자에서 시작하
는데, 싹이 트면 묘목이되고 결국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스스
로 번식 할 수있는 성숙한 식물이됩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식물이 절단을 통해 번식 할 수 있지만, 대부
분의 재배자는 씨앗을 심고 성숙한 식물로 펼쳐지면서 경이로움을 시작합니다. 이 다이
어그램은지면 바로 아래에 심은 씨앗이 먼저 물을 흡수 할 때 케이스를 분할하고, 중력
에 의해 아래로 자라는 뿌리를 떨어 뜨린 다음 껍질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잎 세트를 
앞으로 밀어내는 표면을 부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씨앗에 대한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을 두렵게하지 
마십시오. "복제"를 통해 현재 좋아하는 식물에서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복
제"는 새싹을 촬영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 이상입니
다.
독자적인 식물이됩니다.

씨앗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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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번식 단계에 도달하면 외부 유전 물질이 도입되어 
다음 세대의 "프로그램"에 아주 미미하거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야외에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육종가는 어떤 식
물이 유전 물질을 서로 교환하여 육종가에게 유익한 특정 방식
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재배자가 특정 맛을내는 토마토를 좋아하지만 너무 느
리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 더 빨리 성숙하는 품종과 교차하여 
다음 세대의 과정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번식
이라는 주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진보 
된 수경 재배법을 사용하더라도 쓰레기 유입 = 쓰레기 배출이
라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따라서 재고를 신중하게 선택하십
시오!
음식, 재미 또는 이익을 위해 성장하든, 올바른 품종을 선택

하면이 책에있는 모든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 큼 성공과 궁극적 
인 즐거움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실생활의 빠른 예를 들
어,이 장의 시작 부분에 표시된 토마토 바구니는 캘리포니아
의 동료 재배자가 나에게 준 씨앗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나는 
온실에서 잘 어울리는 달콤하고 짠 토마토를 요청했는데, 이
는자가 수분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 가족과 
이웃이 오늘날까지 열광하는 토마토 (Matusalah)를 재배했습
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 좋고 잘 자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식물
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절단을하는 어미 식물처럼 여러 계
절에 걸쳐 같은 식물을 살 렸습니다. 지난 11 월, 나는 에어로 
포니 컬 방식으로 키운 6 개의 식물에서 41 개의 토마토를 세어 
휴가를위한 완벽한 스타킹 스터 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장 진보 된 수경 

재배 방법을 사용하

더라도 쓰레기는 여

전히 쓰레기와 같으

므로 씨앗을 선택하

고 재고를 조심스럽

게 자르십시오!"

밝은 흰색 뿌리는 건강한 묘목의 표시입니다. 발
아 속도를 높이고 이식 쇼크 발생을 줄이는 데 도
움이되는 유기농 스타터 스펀지 브랜드“Perfect 
Starts”에서 발아 12 일 후의 Baby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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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란 무엇입니까?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경법은없고 그것을 실천할 문화도 훨씬 적습니다. 물은 모
든 살아있는 세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물에서는 잎이 시
들지 않도록 세포벽에 팽팽한 압력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
은 식물 전체에 용해 된 소금과 당의 형태로 영양과 에너지 저
장을 운반합니다. 이 책은 물에 관한 것으로, 물을 어떻게 분배
하고, 품질을 유지하고, 식물 생명에 필수적인 영양으로 풍부
하게 만드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자연에서는 불과 물이 함께 
작용하여 토양에 영양분을 재충전합니다. 숲이 타면 나무가 
재로 변합니다. 목재 재는 식물 왕국의 기본 식품 중 하나 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비가 오면 썩어가는 길을 따라 생명이없
는 나뭇잎과 떨어진 가지가 도움을받습니다. 동물과 곤충은 
식물 재료의 소비와 아래 토양으로 여과되는 유기 폐기물의 
배설을 통해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토양의 유기물은 식물
이 먹는 기본 영양염으로 생물학적으로 분해됩니다. 내리는 
비는 다시 한번 이러한 염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어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 할 수 있도록합니다. 식물이 균형 잡힌 식단
을 받으려면 자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합니
다. 숲은 타야하고, 동물은 먹어야하고, 비가 와야하고, 나무는 
썩어 야하고, 토양에있는 미생물이 존재하고 일할 준비가되
어 있어야합니다. 드물게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이 정기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열대 우림은 거의 
완벽한 식물 상태의 유일한 예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된다면 
방문 해보세요! 나는 확실히 계획한다.

이제 자연 재배 과정을 더 잘 이해 했으므로 수경 재배는 자
연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영양소를 사용하여 물을 풍부
하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영양 솔루션"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경 
재배 시스템은 폐쇄 시스템에 영양 용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노출되고 수정 된 토양에서 유출되는 유출 물과 마찬가지로 
증발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물 관리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 인 접근 방식은 수경 재배를 전 
세계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만들고 
그 결과 "지구 친화적 원예"로 빠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위해 존

재하지 않는 것처

럼 물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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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경법의 예술과 과
학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꽃을 자른 꽃병에 물을 넣고 약간의 
식물성 식품을 추가하여 직접 연습했습니다. 사
진 : 물에 뿌리를 내리는 바질 절단.

당신은 "물 정원 가꾸기"의 예술과 과학을 연습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역 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지역 수자원 회사에 연락하여 수질 
분석을 요청하십시오. 물이 우물에서 나온다면 분석을 위해 
직접 실험실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는

"경도"또는 "부드러움". 경수는 주로 온수 파이프에서 스
케일로 보이는 탄산 칼슘과 같은 많은 용해 된 미네랄 함량
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수는 일반적으로 매우 순수하거나
용해 된 고체가 적습니다. 증류수 (또는 탈 이온수) 또는 역
삼 투 필터를 통과 한 물은 모두 부드러운 것으로 간주됩니
다. 대부분의 시판되는 수경 재배 영양소는 연수 용으로 만
들어집니다. 그러나 경수를 가지고 있다면 경수로 만들어진
영양소도 있습니다.

A Brief History Of Hydroponics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 인 수경 재배 정원은 이제 이전에는 
성장을 지속 할 수 없었던 곳에서 과일, 채소, 곡물, 허브 및 꽃
을 풍성하게 수확합니다. 수경 재배 정원은 완벽하게 균형 잡
힌 영양 솔루션과 재배 환경 덕분에 최고의 수확량과 비타민 
함량으로 가장 건강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현대적인 수경 재
배 방법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계절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우리에게 공급합
니다.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는 때때로 수경 재
배 농산물을 경계합니다. 수년 전에는 수경 재배 제품의 품질
이좋지 않았으며이 협회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경 농산물이 우수한 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진화했기 때문에이 오래된 협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수경 재배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NASA 자체는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수있는 고급 수경 재배 방법을 고안했
습니다. 수경 재배가 최근의 발명품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
사는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경법의 과학은 식물의 기본 구성을 결정하는 실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일찍이 A.D 16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식물은 그보다 훨씬 
일찍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토양이없는 혼합물에서 재배되었습
니다. 바빌론의 매달린 정원과 멕시코 아즈텍의 떠 다니는 정
원은 모두 초기 수경 재배의 예입니다.

수경 재배의 간략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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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들은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묘사하는 이집
트 상형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수천년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Hydroponics"라는 단어는 Dr. W.F. Gericke는 1936 년에 물
과 용해 된 영양소의 용액에서 식용 및 관상용 식물의 재배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의미는 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Hydro"와 노동을 의미하는 "Ponos"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재배 방법에서 식물은 "영양 용액"에 의해 성장에 필요한 영양
소를 제공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에 용해 된 필수 요소가 풍
부한 물입니다. 수경 재배 정원에서이 양분 용액은 수동적 인 
중력 또는 전기 기계식 펌프의 능동적 인 힘에 의해 뿌리 주위
를 순환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뿌리를 영양 용액에 담
그고 공기 펌프를 사용하여 용액을 아래에서 산소를 공급하여 
정체를 방지하고 뿌리에 필요한 산소를 많이 제공합니다.

수경 재배 식물은 일반적으로 토양 재배 식물보다 건강합
니다.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하고 토양 매개 
해충 및 질병과 거의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만드는 방법과 같은 매우 효율적인 수경 재배 시스템은 증발
과 유출을 방지하여 물과 영양분을 보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물이 부족한 건조한 지역은 이제 수경 재배를 사용하여 작
물을 재배 할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은 물과 영양분을 
식물에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작물을 서로 굶주 리지 않고 더 
가깝게 재배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물도 수확량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
배함으로써 수경법은 토양 준비, 살충제, 살균제 및 가뭄과 땅 
홍수로 인한 손실 비용을 절약합니다. 토양에서 야외에서 재
배 될 때 식물은 수분과 영양분을 찾기 위해 큰 뿌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수경 재배를하
면 뿌리에 직접 목욕을하거나 물에 녹인 영양분을 뿌립니다. 
더 이상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단풍, 꽃, 과일 및 채소 생산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수경 재
배 식물은 균형 잡힌 "식이 요법"을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합니
다. 물과 영양분을 찾는 데 적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들은 더 활기차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수경 재배 농산물은 일
반적으로 토양에서 재배 한 농산물보다 더 크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토양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지
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래, 자갈, 암석, 코코 섬유 또는 암면 (또
는 각각의 조합)과 같은 깨끗하고 멸균 된 매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Hydroponic Benefits

1. 토양 매개 해충, 곰팡이 및 질병 
제거.
2. 번거로운 잡초와 흩어진 묘목을 
제거하여 제초제의 필요성을 제거
하고 노동력을 줄입니다.
3. 해충 관리 및 토양 관리와 관련된 
건강 위험 및 노동 비용 감소.
4. 토양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심기 사이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5.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작물 성
숙주기가 짧습니다.

수경 재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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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ponics의 경우 매체가 없으며 식물은 바구니에서 물리적 지
원을 받고 지붕에 매달린 전선까지도받습니다 (Disney 's Epcot 
Center 사진 참조). Epcot에서 식물은 뿌리에 물과 영양분의 미
세한 안개를 공급하는 챔버를 통해 회전합니다. 뿌리에 도달하
는 여분의 산소는 식물의 신진 대사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Current Research

투손에있는 애리조나 대학의 환경 연구 실험실 (ERL)에서 
Carl Hodges 박사와 Merle Jensen 박사는 Walt Disney 
Productions와 함께 학습을 향상시키기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대중에게 수경 재배 기술을 제공하기위한 새로운 개념을 개발
했습니다. ERL은 "Listen to The Land"와 "Tomorrow ’s 
Harvest"를 만드는 데 도움을주었습니다.이 건물은 현재 플로
리다 올랜도 근처 Epcot Center의 주요 시설입니다. 많은 사람
들이 현재 수경 재배 관행이 "미래 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미
래의 길은 인간의 농업에 대한 첫 번째 시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있는 오랜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언급 할 가치가있는 또 다
른 요점은 "수경 재배"라는 용어가 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특
정 방법을 설명하는 반면,이 용어는 재배 과정의 모든 측면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조정하여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
하는 사고 방식을 설명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과학 자원을 보유한 NASA보다 식물 재배를위한 이상
적인 환경을 만들 수있을 때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직은 없습니다.

What All Gardeners Can Learn From NASA

수경법은 우주 여행자들에게 자급 자족 한 식량 원을 제공
하는 NASA의 솔루션입니다. 행정부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
키고 미래로 나아 가기 위해 통제 된 생태 생명 지원 시스템 
(CELSS)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은 Epcot Center 명소 투어에서 본 Epcot / NASA의 Space 
Agriculture 엑스포입니다. 이 예에 사용 된 조명은 고압 나트
륨 또는 HPS이며, 이는 강력한 "와트 당 루멘"효율로 인해 대
부분의 상업용 재배자에게 선택됩니다. 

디즈니의 Epcot Center에있는 Aeroponically 재
배 스쿼시 식물은 연무 실을 통해 운반하는 오버 
헤드 케이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영양 용액을받는 곳.

Photo from Epcot Center’s “Tomorrow’s Harvest”
tour depicts how NASA envisions growing lettuce
in outer space.

진행중인 조사

모든 정원사가 NASA에서 배울 수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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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거대한 나무에 음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뿌리가 표면 바로 아래까지 퍼진 300 피트 높
이의 레드 우드 외에 포즈를 취합니다. .

(A) 유체 용기 (B) 측면 뿌리 (C) 뿌리 털 (D) 성
장 영역 (E) 뿌리 캡

HPS 및 금속 할로겐화물 (MH) 유형 램프를 포함하는 고강도 
방전 (H.I.D.) 조명은 효율성과 태양의 색과 강도를 밀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실내 정원을 가꾸거나 자연광을 보완 할 때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명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우주 여
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NASA가 이러한 자급 자
족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정원사
가 그것을 시도해 볼 수있는 큰 이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t’s All About The Roots

뿌리 계통의 크기는 아마 몇 인치 정도의 묘목에서부터 눈
에 보이는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랄 수있는 300 피트의 삼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식물의 물리적 크기에 관계없이 뿌
리는 세 가지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1) 물과 영양소 섭취; 
(2) 제조 된 재료의 보관; (3) 지상 식물에 대한 물리적 지원 제
공. 수경법은 건강한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물과 영양소의 흡
수는 작은 뿌리털을 통해 뿌리 끝 바로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뿌리털은 매우 섬세하며 보통 뿌리 끝이 배지 속으로 더 자
라면서 사라집니다.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을 
확산이라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산소는 세포벽의 막을 
통해 뿌리 구조로 전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확산이 실제로 
이온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용어로는 하전 
입자의 전기적 교환에 의해 영양 성분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
다. 이 사실은 수경법을 사용하여 재배 한 식물에 "유기 영양
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경법이 부자연스럽고 "유기 품
질"수준이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결론은 원래 출처가 무엇이든 뿌리가 순수한 요소 만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먹이를주는 과정에서 식물은 유기물
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먼저 순수한 원소로 분해되지 
않으면 유기물을 흡수 할 수 없습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퇴비화 유기 재배 환경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수경 
재배 시스템 자체가 우수한 재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수경법의 첫 번째 원칙 인 GIGO를 기억하십시오. 쓰레기가 들
어오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은 공급되는 영
양소만큼만 좋습니다.

식물 뿌리에 대해 생각할 때 산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뿌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산
소는 뿌리에 흡수되어 성장에 활용되고 그 대가로 뿌리는 이
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뿌리 영역에 산소가 없으면 질식을 
유발하여 다시 뿌리를 손상시키고 식물의 꼭대기에도 악영향
을 미칩니다.

루트 팁 세부 정보

뿌리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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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roots vs. water roots
토양에서 자란 식물과 물에 대한 높은 비율의 공기

를 유지하는 과립 또는 섬유질 재배 매체는 공기 뿌
리를 형성합니다.
(왼쪽 아래). 작은 뿌리털은 물과 음식의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합니다. 뿌리로 완전히 자
란 식물은 물에 잠기면 "물 뿌리"가 생깁니다 (오

른쪽 아래 표시).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뿌리털이 

없는지 관찰하십시오. 공기 뿌리 식물은 수경 재배 

시스템에 쉽게 이식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 

뿌리는 토양이나 건조 매체로 이동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왼쪽의 뿌리는 품질이 낮은 영양 용액에서 자란 45 
일 된 수경 오이의 뿌리입니다. 오른쪽 뿌리에는 
프리미엄 품질의 영양 용액이 공급되었습니다.

뿌리 부분의 물이 정체되면 뿌리 부패와 함께 질식이 유발됩
니다. 식물 뿌리가 죽거나 탈수되면 보통 유기체의 죽음이 임
박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뿌리 영역으로의 산소화가 식물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
다. 사실, 수경 재배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전통적 방법을 넘어
서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배 방법으로서 "Aeroponics"의 
관행이 개발되었습니다. 호 기법으로 자란 식물은 실제로 뿌
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Aeroponics는 식물이 항상 100 % 상대 습도에있는 경우 뿌
리가 빛에 노출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고 가
르칩니다. 그러나 빛에 노출되면 조류의 성장도 촉진됩니다. 
조류는 뿌리, 배관 및 용기에 녹색 또는 갈색 점액으로 나타납
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뿌리가 빛에 노출 될 때 식물이 고통을
받는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아마도 뿌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조류 성장 때문일 것입니다. 조류는 산소뿐만 아니라 물과 영
양분을 놓고 경쟁합니다. 안전을 위해 불투명 한 용기를 사용
하는 것이 좋으며 수경 재배 시스템의 튜브와 저장통에 투명
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녹색, 진한 파란
색 및 검은 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은 미광을 차단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식물 뿌리는 매우 섬세하므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수경 재배 정원에 묘목이나 꺽꽂이를  이식
해야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부드러워지고 뿌리를 적시십시
오. 뿌리가 시스템의 적절한 흐름과 배수를 방해하기 시작하
면 위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주의하지 않으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식물의 뿌리 주변에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습도가 낮 으면 탈수와 뿌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죽을 수 있으므로 뿌리
를 고정 된 물에 담그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은 건조
하고 갈색이며 때로는 부패하는 뿌리의 형태로 보입니다. 식
물의 뿌리가 죽으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심각
하면 작물이 생존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공기 뿌리 대 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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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onic Mediums

대부분의 수경 재배 정원에서 흙이없는 재배 매체는 주로 
씨앗을 시작하고 뿌리를 뽑을 때 사용됩니다. 시스템에 필요
한 매체가 적을수록 작동이 더 쉽고 저렴합니다. 이것은 수경 
재배 정원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
입니다. 오늘날 토양이없는 매체는 초기 시스템에서 강 자갈
과 모래를 사용한 이래로 먼 길을 왔습니다. 완벽한 매체는 거
의 동일한 농도의 공기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처럼 
식물은 뿌리에 도달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모두 필요로합
니다. 성장 매체의 수분 / 공기 보유 용량은 각 과립 또는 섬유 
사이의 작은 공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체의 이러한 "구멍"을 
"삽입 공간"이라고합니다.

고운 모래는 공기와 물을 많이 담을 수없는 매우 작은 틈새 
공간을 특징으로합니다. 반면에 거친 자갈에는 공기와 물을 모
두 담을 수있는 큰 틈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서 알 
수 있듯이 틈새 공간이 모세관 작용으로 물을 제자리에 고정하
기에는 너무 커지면 물이 바로 통과합니다. 시스템이 지속적으
로 영양 용액을 재순환하는 경우 빠른 배출 매체가 허용됩니
다. 하지만 분명히 거친 자갈은 식물에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지 않는 시스템에 좋은 매개체가 아닙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진은 수경 재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느슨한 매체입니다. 
코코넛 야자 껍질, 농업용 펄라이트, 팽창 된 점토 펠렛 및 일반 완두콩 자갈. 이들 매체 각
각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될 수있다. 예를 들어, 
Coco Coir는 일반적으로 Coir 단독보다 더 높은 공기 보유 비율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부피의 Perlite와 50/50을 혼합합니다.

The Perfect Medium

1. 공기와 물의 비율을 균일하게 유
지합니다.
2. 시간에 따른 pH 변화를 완충하
는 데 도움이됩니다.
3. 보관 중처럼 완전히 탈수 된 후 
쉽게 씻어 내고 다시 젖게됩니다.

3. 안전한 폐기를 위해 재사용 가
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합니다.
4.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
다.
5. 가볍고 실내외 모두 작업이 용
이해야합니다.

수경재배  매체

완벽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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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 Coir

내가 가장 좋아하는 느슨하게 자라는 매체는 코코넛 야자 
껍질이며, 그렇지 않으면 Ultrapeat, Cocopeat 및 Coco-tek과 같
은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co coir는 토양이없는 유
기농 재배 매체의 주요 발전을 나타냅니다. 질석의 수분 보유
력과 펄라이트의 공기 보유력을 결합하지만, 잘게 썬 코코넛 
껍질로 만든 완전 유기 매체입니다. 코코넛 껍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코코넛 껍질은 씨앗의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바다에 떠있는 동안 태양과 소금으로부터 보호; (2) 발아 
속도를 높이고 상륙시 뿌리를 내리는 호르몬이 풍부하고 곰
팡이가없는 배지. 잘게 썰고 증기로 살균 한 코코넛 야자 껍질
은 식물에게 뿌리 질병과 곰팡이로부터 보호하는 이상적인 
뿌리 배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과용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이탄 이끼와는 달리 코 이어는 완전히 재생 가능한 자원
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야자 껍질을 찾을 수 있습
니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압축 된 연탄 형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1 갤런의 물에 담가야합니다. 담그는 동안 코 이어는 재
수 화되어 원래 연탄 크기의 6 배까지 확장되어 약 1/3 cu가됩
니다. 신선한 분쇄 커피와 가장 유사한 일관성과 색상을 가진 
느슨한 코 이어 피트. 추가 이점으로 야자 껍질은 손, 옷 또는 
카펫을 더럽 히지 않습니다. 잔여 물없이 쉽게 닦입니다.

Perlite

펄라이트는 토양이없는 다른 재배 매체보다 오래되었습
니다. 공기가 가득한 유리 알갱이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와 거
의 비슷하게 가벼운 펄라이트는 산소 보유력이 뛰어납니다. 
산소를 유지하는 능력은 토양 및 토양이없는 혼합물의 보충
제로 사용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펄라이트의 가장 큰 단점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씻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
으로 인해 펄라이트는 홍수 및 수세식 수경 재배 시스템이나 
실외에있을 경우 강한 바람과 비에 노출되는 시스템에서 부
적절한 매개체가됩니다.

LECA

coco-coir와 perlite의 50/50 혼합물을 관통하는 
토마토 뿌리의 단면 모습. 바닥의 펄라이트 층은
이 수경 재배자에서 완전한 배수를 허용하기위한 
것입니다.

팽창 된 점토 골재로 자라는 어린 토마토 뿌리의 
확대 모습. 삽입은 LECA 스톤의 내부 다공성을 
보여줍니다.

코코넛 야자 껍질

펄라이트

(클레이볼)

LECA는 Lightweight Expanded Clay Aggregate의 약자로 매
우 거칠게 성장하는 매체입니다. 일반적인 상표명에는 
Geolite, Grorox 및 Hydroton이 포함됩니다. LECA는 다공
성과 표면적 덕분에 물을 보유하는 팽창 된 점토 알갱이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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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지는 pH 중성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수경 재배 시스
템에 이상적입니다. 용암 암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pH를 변경하고 장비에 손상을 줄 수있는 무거
운 침전물을 남기기 때문에 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이유로 항상 새 LECA 스톤을 헹구어 배송 중
에 이동으로 인한 먼지를 제거해야합니다.

Perfect Starts

재배 배지의 최신 혁신은 유기 퇴비와 유연하고 생분해 
성 폴리머 바인더로 만든 "성형 된"스타터 스폰지입니다. 다
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는이 혁신적인 성장 스폰지는 수
경 재배 시스템에서 유기농 배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재배자
가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이식시 떨어지거
나 부서지지 않아 연약한 뿌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식 
중에 발생하는 뿌리 손상이 이식 쇼크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
에 이것은 중요한 이점입니다. 시작 스폰지는 완벽한 공기 
대 물 보유 비율을 나타내며 플라스틱 트레이 삽입물과 함께 
사용하면 다른 많은 유형의 시작 트레이에서와 같이 뿌리가 
나선형 대신 아래로 직접 자라도록 안내합니다. 플러그가 
부서 지거나 부서 지거나 섬세한 분무기가 막히지 않기 때문
에 Perfect Starts는 모든 유형의 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잘 작
동합니다.

100 % 유기 퇴비는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 성

능의 시작 / 루팅 매체를 제공하는 편리한 모

양의 스타터 플러그.

http://www.futuregarden.com/propagation/media_perfect_starts.html
http://www.futuregarden.com/propagation/media_perfect_star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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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ckwool-rockwool은 큐브로 제공되며 느슨한 
베일을 슬랩합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물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온실 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Rockwool

Rockwool은 녹은 암석으로 만들어져 긴 유리와 같은 섬유
로 만들어집니다. 이 섬유는 벽돌과 입방체로 압축되거나 "무
리"로 판매됩니다. Rockwool은 유리 섬유의 대안으로 건물을 
단열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지난 20 년 동안 상업
용 수경 재배 분야의 주류였습니다. 그것은 쉽게 물을 흡수하
고 적절한 배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의 시작 매체
와 절단의 뿌리 매체로 널리 사용됩니다. 제 생각에 rockwool
의 첫 번째 이점은 병원균과 수경 재배 시스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의 무균 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경 재배 온
실 중 일부는 암면 슬래브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완전 성숙 상태로 키우며, 종종 농작물 사이의 슬래브를 증기 
살균하여 암면 슬래브를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최근에 저는 수경법 애호가가 암면 사용을 줄였습니다. 내
가관찰 한 바에 따르면 이는 암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환경 적
책임감이 더 넓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Rockwool을 사용하기
로 결정했다면주의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먼지가 피부
에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먼지를 흡입하면 폐에도
비슷한 효과가있을 수 있다고 믿게됩니다.

Growcube rockwool은 비교적 새롭고 rockwool 슬
라브 및 블록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느슨한 
설탕 큐브 크기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10-1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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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onic Technology

수경 재배 시스템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영양 
전달 방법으로 식물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
어야합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이 충족해야하는 세 가지 주
요 식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에 신선하고 균형 잡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2) 양액과 뿌리 사이에 높은 수준의 가스 교환을 유지하십시오.
3) 펌프 고장 또는 정전시 뿌리 탈수 및 즉각적인 작물 고장으
로부터 보호합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 일 수 있습니다. 
능동 시스템은 영양 용액을 재순환하기위한 기계적 수단을 포
함하는 반면 수동 시스템은 모세관 작용, 흡수 및 / 또는 중력에 
의존하여 뿌리에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
이고 따라서 더 생산적인 것 외에도 활성 수경 재배 시스템의 
좋은 특징은 자동화 된 온실에서 얼마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복
잡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팬을 온도 조절
기에 연결하는 것처럼 타이머를 펌프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식물에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적절
하게 설계된다면, 큰 양분 저장소는 보충이 필요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작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이 
신뢰할 수있는 한 가든은 지속적인 감독 없이도 무한정 번성 
할 것입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이 신뢰할 수있는 것으로 간주 되려면 세 
가지 주요 플랜트 요구 사항이 일관되게 충족되도록해야합니
다. 효율성은 운영 비용을 정의하고 경우에 따라 성장하는 환
경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능형 
엔지니어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과 결합되었습니
다. 오늘날 현대 엔지니어의 업적은 상당히 놀랍지 만 때로는 
복잡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솔루션으로 해결됩니다. 경험
이 입증 된 간단한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습
니다.

“경험은 간단한 솔루션이 

가장 신뢰할 수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유지하십시오! (키스)"

-미군 딕텀-

수경재배  기술



21

따라서 오래된 미군 규정 인 KISS (Keep It Simple Silly)를 따르
면 수경 재배자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이제 수경 재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 했
으므로 현재 현재 사용중인 일부 수경 재배 기술이 수백 년, 심
지어 수천 년 전에 사용 된 정원과 동일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수경 재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
장 초기 기록 중 하나는 멕시코 아즈텍 인의 떠 다니는 정원을 
설명합니다. 이 정원은 수련과 히아신스로 완성 된 자연 발생 
연못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연못에서 식물은 생물 
재배 환경의 연못에서 직접 물과 영양을 얻습니다. 생선, 새 및 
기타 동물의 폐기물은 모래와 진흙에있는 미생물이 번성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유기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미생물의 배
설물은 식물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강
수 형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선한 물은 식물에 의해 발생
하여 증발로 잃어버린 물을 보충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대 
수원의 통기 및 순환은 빗물이나 흐르는 물에 의해 제공되었
습니다. 비가 그치거나 개울이 마르면이 정원은 정체되어 결
국 말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정원 설계자들은 가
장 필요한 곳에, 때로는 먼 거리에 물을 공급할 수있는 골짜기
로 구성된 정교한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and And Gravel Culture

This gravel culture system is an easy and
inexpensive way to grow plants hydroponically.
The large ring around these basil plants feeds
them with a constant dripping action that’s
powered by a small air pump.  General
Hydroponics Power Grower shown.

모래와 자갈 문화
모래는 성공적으로 성장 매체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곡물 사
이의 작은 틈새 공간으로 인해 폭기 품질이 떨어집니다. 수
경 재배를 위해 흙이없는 배지를 선택할 때 좋은 배수 품질
과 결합 된 좋은 물 보유 능력을 찾으십시오. 이 조합은 여러
분이 선택한 배지를 통해 뿌리가 CO2를 공급하고 배출하며 
산소를 적절하게 섭취 할 수 있도록합니다. 적절한 영양분
과 물 순환이 이루어지면 식물을 재배 할 수있는 매체에 놀
랄 것입니다. 저는 한때 땅콩을 포장하는 스티로폼에서 식
물을 키웠고 시멘트 보도의 균열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뿌리 영역에서 산소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소는 식물
이 호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물과 영양 이온 흡수
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뿌리에 의한 산
소 흡수가 증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크고 더 빨리 자라는 작
물이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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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Bucket 방법은 포도 나무 토마토, 오이 
및 장미와 같은 크고 장기적인 작물에 적합합니
다. 펄라이트, 코코넛 야자 껍질, 자갈 및 팽창 
된 점토 알갱이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재배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러한 발견을 적용하고 생
산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 방법이 설계되고 있
습니다.

The Dutch Bucket Method

이 방법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도입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
게 이름이 붙여졌고 현재는 장미, 토마토 및 오이를 위해 그곳
의 상업적 재배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Dutch 
Bucket 방법을 사용하면 재배자가 코 코코아, 펄라이트, LECA 
돌,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재배 매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utch Bucket은 기본적으로 2.5입니다.

특수 배수 피팅이있는 갤런 버킷
소량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예방 조치로 하단에
법안.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포도 나무와 같은 크고 장기적인 
작물 토마토, 오이, 장미. 마다
양동이에 영양 용액을 공급
단일 또는 이중으로 독립적으로
드리퍼, 그리고 그것은 양동이를 
통해 배수 1.5파이프로 만든 일반적
인 배수관에 인치 PVC 파이프. 시스템의 저수지는
배수관 높이 아래에 위치하며 중력은 용액을 다시 배수관

으로 운반합니다. 그런 다음 펌프가 영양 용액을 다시 드리
퍼로 다시 순환시켜 사료 공급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삽입 
된 사진은 각 버킷의 바닥에 작은 홈이있어 배수관 위에 평
평하게 놓일 수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치 버킷은 
편리한 간격으로 배치 할 수 있지만 재배자 (및 식물!)는 중
앙에서 10 인치 이상의 간격을 선호합니다.

The Rockwool Slab Drip System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일반적인 수경 재배 방법은 점적 관개를 
사용하여 암면 슬래브에서 자란 식물에 영양이 풍부한 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업용 토마토 및 고추 재배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가 적고 유
출 물을 생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 마리아의 Nipomo Mesa 
Farms에서 찍은이 사진에서 토마토 식물 줄은 공기층 화라
는 방법으로 줄로지지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의 바
닥에서 열매를 수확 할 때, 자라는 덩굴은 마치 밧줄이 땅에 
감겨있는 것처럼 서로 감겨 있습니다.

플라스틱 슬리브 암면 석판에서 자라며 점적 관개
로 공급되는 온실 토마토.

더치 버킷 방법

Rockwool 슬래브 드립 시
스템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gardens&sCat=parts&assoc=DIY&lmenu=hydroponics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gardens&sCat=parts&assoc=DIY&lmenu=hydrop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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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층으로 인해 단일 덩굴 식물이 경우에 따라 길이가 40 피
트에이를 수 있습니다.

The Nutrient Film Technique (NFT)

Nutrient Film Technique 또는 NFT는 영국 Littlehampton에있
는 Glasshouse Crops Research Institute의 Allen Cooper가 개척했
습니다. 이 재배 기술에서는 식물을 역 'V'모양의 채널 위에 놓
고 모든면을 상자 모양의 터널로 밀봉하여 얇은 양 액막이 바
닥을 따라 통과합니다. 채널 아래에 위치한 펌프 및 저장조 조
합은 시스템을 통해 영양분을 수집하고 재활용합니다. 뿌리는 
수로를 따라 자라며, 수로 내부에서 직접 산소를 받고, 중력에 
의해 수로 바닥을 따라 운반되는 영양소 박막에서 물과 영양소
를받습니다. 밀폐 된 채널은 탈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0 % 
습도를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채널 바닥에 큰 매트를 형성하면 "영양
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물 인 웅덩이는 뿌리 영
역에 정체를 만들어 산소 뿌리와 신선한 영양소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폐쇄 채널은 증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The Raft System

뗏목 시스템은 상추 및 기타 단신 작물을 재배하는 흥미로
운 기술입니다. 이 방법에서 식물은 영양 용액의 욕조 위에 
떠있는 스티로폼 시트에 맞는 바구니에 의해지지됩니다. 양
액은 높은 수준의 용존 산소를 유지하고 정체를 방지하기 위
해 아래에서 순환되고 폭기됩니다. 뗏목 시스템은 많은 양의 
상추와 혼합 채소를 즉시 생산할 수있는 매우 경제적 인 수단
입니다.

영양막 기술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상추 재배자들 사이에 빠른 처리로 작물 재배. 사

진 여기 10 일 된 상추를 심은 하이브리드 NFT 

시스템이 있습니다.

The perfect system

1. 단순하고 저렴한 디자인입니다.
2.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적은 일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선택한 작물 재배에 적합합니다. 예
를 들어 NFT 시스템은 양상추에는 적
합하지만 토마토에는 적합하지 않습
니다.
4. 물과 영양소를 거의 낭비하지 않습
니다.
5.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에 공
기와 물의 정확한 비율을 정확하게 제
공합니다.

Shown here is the lettuce raft system at Disney Epcot Center’s “Listen to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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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 Gedi System

Ein Gedi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므로 Ein Gedi 
System (EGS)이라는 이름은 수경법에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
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밀폐 된 직사각형 성장 챔
버로 구성됩니다. 각 용기 안에는 식물이 들어있는 균일 한 간
격의 메시 바구니 아래 1 ~ 6 인치 아래 영양 용액이 순환됩니
다. 바스켓과 용액 사이의 에어 갭은 챔버의 상단 내부 가장자
리를 따라 위치한 분무기에 의해 분무됩니다. 안개 영역으로 
자라는 뿌리는 강렬한 산소 공급을 받아 활발하게 발달합니
다. 뿌리가 안개 영역을 통해 자라면 NFT와 일반적으로 관련
된 정체 문제를 제거하는 순환하는 산소 양분 용액 욕조에 의
해 환영받습니다. EGS는 묘목을 개발하고 크고 건강한 식물
로 자르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나중에이 기
술을 사용하여 빌드하는 방법을 보여줄 PVC 시스템입니다.

Aeroponics

농업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 된 기술은 식물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공중에 물을주는 방법 인 Aeroponics입니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닫힌 여물통이나 원통의 상단에있는 바구
니 (딸기가 포장 된 것과 유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
로 식물을 부유 시키면 모든 필수 영양분을 뿌리에 영양 용액
을 뿌려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
문에 가능한 최대량의 산소를받습니다. 이 방법은 식물에 필
요한만큼만 제공하면되고 흡수되지 않은 모든 영양소는 저장 
통으로 다시 배수되어 이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재활용되기 때
문에 가장 영양 효율적입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뿌리가 
자라는 대기를 100 % 상대 습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현재의 에어로 포닉 시스템의 단점은 펌프 오작동 또는 전
력 손실시 뿌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물
을 뿌리지 않으면 뿌리 시스템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마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
의 뿌리 구조에 의해받는 증가 된 산소화는 전례없는 수준의 
성장에 도움이되며 토양보다 작물 수확량을 10 배까지 증가시
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t
Aeroponics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최대 산소 
공급을 식물 뿌리에 제공합니다. Aerospring의 
매우 건강한 뿌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뿌리 밀도

와 밝은 흰색 착색에 유의하십시오.

이 건강한 바질 표본은 수평 방향의 4 인치 PVC 

파이프를 성장 챔버로 활용 한 하이브리드 Ein 

Gedi 시스템. 배경에는 여러 종류의 상추가 있습

니다. 동일한 실내 시스템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에인 게디(오아시스) 시스템 

http://www.futuregarden.com/hydroponics/systems_green_machine.html
http://www.futuregarden.com/hydroponics/systems_aerospr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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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뒷부분에서 시공 할 예정인 AeroSpring 디자인은 에
어로 포닉과 깊은 수조를 결합하여 펌프 고장시 작물 손실을
방지합니다.

The Autopot

여기 미국 시장에 비교적 새로운 것은 Autopot입니다. 전 
세계 상업용 시설에서 매우 신뢰할 수있는 것으로 입증 된 고
유한 자가 먹이 재배자입니다. 각 Autopot 이중 트레이 모듈 
내에는 필요에 따라 영양 용액으로 식물을 자동으로 하위 관
개하는 "SmartValve"가 있습니다. SmartValve는 중력 공급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설치 (트레이 20 개 이하)를위한 펌프와 
타이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utopot은 감독되지 않
은 위치 또는 전기 액세스가 제한된 곳에서 사용하기에 이상
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큰 이
점 중 하나는 SmartValve가 낭비없이 필요할 때만 공급하므
로 낭비되는 물과 영양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좋은 이점은 코코넛 야자 껍질, 펄라이트, 암면 큐브 
및 미세 자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배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삽입 된 사진은 SmartValve를 보여줍니다.

Vertical Gardening

이것은 aeroponics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응용입니다. Vertigro
가 발명했으며 온실 공간을 절약하는 훌륭한 방법을 나타냅
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만큼 많은 장치와 배수관을 공유한
다는 점을 제외하면 에어로 포닉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방식
으로 작동합니다. 성장하는 실린더 아래의 검은 색 호스를보
십시오. Vertigro는 플로리다에있는 Disney의 Epcot Center에 
여기에 표시된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경 재
배 시스템 설계는 도전과 발전을위한 동등한 기회를 나타냅
니다. DOING으로 가장 잘 습득 할 수있는 배관의 기본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사용되는 수경 재배 시스템을 실험
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뒷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수경 재배 및 에어
로 포닉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수직 방향 에어로 포닉 시스템은 디즈니의 
Epcot Center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올랜도. 발명가 인 Vertigro Systems는이 방법
으로 온실 공간을 절약 할 수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http://www.futuregarden.com/hydroponics/systems_smartgard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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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재배에 대한 탄탄한 기본 이해를 개발하려면 먼저 식
물의 유기적 구성을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하기 위해
서 우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살아있는 유기
체가 생명 과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해야합니다. 
분자는 특정 원소로 식별 할 수있는 가장 작은 원자 집합체입
니다. 당신이 들어 본 적이없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수소, 산소, 
금, 은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유기물은 적어도 네 가지 기
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사실 "유기"물질을 표시하는 과학적 자
격은 탄소, 수소, 산소 및 질소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야한다
는 것입니다. 식물의 건조 중량의 90 % 이상이이 4 가지 유기 
요소로 구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수경 재배 
식물이 "유기농"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라는 모든 것은 유
기농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지구 대기에 살고 있으며, 이는 약 78 %의 질소, 20 
%의 산소 및 2 %의 이산화탄소와 소량의 불활성 가스로 구성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하나의 탄소 분자와 두 개의 산소 분자
의 조합이기 때문에 화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
소는 순수한 형태 일 때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
에서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순수하고 불안정한 원소
는 결합되어 화합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자연의 다른 원소와 
반응합니다. 이것은 수경 재배 시스템에 사용할 영양소를 선
택할 때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을 포함하는 단일 부분 영양
소에 대해 읽을 때이를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 단일 부분이란 모든 것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내부의 원소 염이 빠
르게 결합하여 식물이 흡수 할 수없는 화합물로 빠르게 결합
되기 때문에 내부의 영양소는 매우 짧은 시간에 쓸모 없게됩
니다. 화합물 H2O (물)는 두 부분의 수소와 한 부분의 산소로 
구성됩니다. H20은 불안정한 가스 인 수소가 연소되거나 산화 
(산소와 결합) 될 때 생성됩니다. C, H, O는 공기와 물 모두에
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은 이러한 요소를 둘 중 하나
에서 추출하여 빛을 촉매로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액체 영양소는 저장소에 혼합 할 때 쉽고 균일하게 
희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농도의 철 킬레이
트로 인해 Above & Beyond Vigor의 눈금이 매겨
진 실린더는 노란색-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식물 영양

지구의 대기 구성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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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제대로 발달하려면 필요한 모든 요소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자연적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 영양에 대해 논의 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의 배제 또는 고갈은 유기체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당신이 먹
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이십시오.

(C) 탄소 :
엽록소 자체뿐만 아니라 엽록소에 의해 제조 된 당에서 세포벽에서 발생합니다. 탄소는 식물의 건조
중량의 약 50 %를 구성합니다.
(H) 수소 :
양분 양이온 교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게하는 화학 반응)과 식물-토양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수소는
또한 당과 전분의 형성에 필수적이며 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또한 팽창 압력으로 알려진
것을 통해 식물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팽창  압력을 잃고 시들기 시작합
니다.
(O) 산소 :
설탕, 전분 및 셀룰로오스를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산소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호흡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N) 질소 :
아미노산, 코엔자임 및 엽록소 형성에 필요합니다.

Macro Nutrients

매크로 영양소는 재배 매체 또는 우리의 경우 영양 용액에서 다량으로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식물성 식품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인정받는 성분이므로 식물성 식품의 효능을 식별하는 데 편리한 
가이드로 사용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물성 식품 용기에 인쇄 된 이러한 N-P-K 등급에 익
숙 할 것입니다.
(N) 질소 :
아미노산, 공동 효소 및 엽록소 형성에 필요합니다.
결핍 : 질소 (질산염과 암모늄의 형태)가 부족하면 작은 노란 잎을 가진 가시가 많은 식물이 생깁니다. 
식물의 일부가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독성 : 과도한 질소는 과도하게 성장하고 짙은 녹색 잎과 과일 숙성을 지연시킵니다. 식물은 또한 해충
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P) 인 :
당분, 인산염 및 ATP (에너지) 생산-꽃과 과일 생산-뿌리 성장.
결핍 : 인의 결핍은 식물이 기절하고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아래쪽 잎은 노랗게 변하고 새로운 성장
을 위해 인을 끌어내어 자줏빛을 띤다. 과일 생산과 뿌리 시스템이 손상되는 동안 잎이 뒤로 말리거나 
처질 수 있습니다.

식물의 유기적 구성

다량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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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 과도한 인은 구리와 아연의 가용성을 감소시킵니다.
(K) 칼륨 :
단백질 합성에는 높은 칼륨 수준이 필요합니다. 강건 함, 뿌리 
성장, 설탕과 전분 제조에도 칼륨이 필요합니다.
결핍 : 오래된 잎은 얼룩이 생기고 식물은 곰팡이에 걸리기 쉽
습니다.
독성 : 과도한 칼륨은 2 차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
다.

Micro Nutrients

미량 영양소는 소량에서 소량으로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대
부분의 식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열된 매크로 영양소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록입니다.
(Ca) 칼슘 :
세포벽 형성에 필요합니다.
결핍 : 칼슘 결핍은 잎이 뭉툭 해지고 주름지게합니다. 어린 새
싹이 죽고 꽃이 식물에서 떨어집니다. 칼슘이 부족한 토마토
는 과일 바닥에 갈색 반점이 생기며 특히 고온이 시작되면 부
패를 유발합니다. 이것을 꽃말 부패 또는 BER이라고합니다. 
독성 : 과도한 칼슘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S) 유황 :
단백질 합성, 수분 섭취, 자실 및 파종, 천연 살균제.
결핍 : 유황 결핍은 흔하지 않지만 어린 잎이 보라색 바탕에 노
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독성 : 과도한 유황은 성장을 늦추고 잎은 더 작습니다.
(Fe) 철 :
엽록소 형성은 성장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당의 호흡을 돕
습니다.
결핍 : 철분 결핍은 흔하며 새로운 성장을 창백하게 만들고 식
물에서 꽃을 피 웁니다. 처음에는 정맥 사이에 황변이 관찰되
고 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독성 : 과도한 철분은 발견하기 어렵고 매우 드뭅니다.

l

토마토의 BER (Bloom End Rot)은 성숙 과일에 
칼슘이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종종이 문제의 원인

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열파로 인해 식물이 비정상

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칼슘이 식물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과가 BER 일 수 있습니

다. 성수기 동안 온실에서 그늘 천 사용

여름 / 태양은 토마토 작물의 열을 조절하고 

BER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오이는 많은 영양소가 부족한 열등한 식물성 
식품을 먹여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물 성장에 중요한 미량 영양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철 (Fe) 부족입니다.

미량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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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마그네슘 :
엽록소 생산 및 효소 제조에 사용됩니다.
결핍 : 마그네슘 결핍은 오래된 잎을 말리 게하고 잎맥 사이에 노란색 영역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이 
오래된 잎에서 새로운 잎을 먹일 때 이동하므로 최신 성장 만이 녹색으로 유지됩니다.
독성 : 과도한 마그네슘 증상은 드뭅니다.

(B)붕소 :
칼슘과 함께 세포벽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핍 : 붕소가 결핍되면 줄기가 부서지고 성장이 나빠집니다. 줄기가 비 틀리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독성 : 붕소가 너무 많으면 잎 끝이 노랗게되고 죽게됩니다.
(Mn) 망간 :
성장 과정의 촉매, 광합성에서 산소 형성.
결핍 : 망간 결핍은 정맥 사이의 잎이 황변하고 꽃이 피지 못하게합니다. 독성 : 과도한 망간은 철분의 
가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Zn) 아연 :
엽록소 생산, 호흡 및 질소 대사에 사용됩니다.
결핍 : 아연 결핍은 가장자리가 구겨진 작은 잎을 만듭니다.
독성 : 과도한 아연은 또한 철의 가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o) 몰리브덴 :
질소 대사 및 고정.
결핍 : 결핍의 징후는 작고 노란 잎입니다.
독성 : 과도한 몰리브덴은 드물게 토마토 잎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Cu) 구리 :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결핍 : 구리 결핍은 창백하고 노란 점이있는 잎을 유발합니다.
독성 : 과도한 구리는 철의 가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Co) 코발트 :
코발트는 식물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콩과 알팔파 사료와 같은 콩과 식물을 돕는
질소 고정 유기체에는 미량의 코발트가 필요합니다. 코발트는 또한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더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
핍 : N / A
독성 : N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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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바질 재배 실-6 인치 PVC 튜브 참고-사진 제공 Sunlight Supplies, Vancouver, WA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 품종의 Brix 또는 '단맛'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클로즈업 샷

“우리가 정말로 먹는 

음식이라면 정원에 

음식을 잘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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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A Hydroponic Nutrient

대부분의 영양소는 백분율로 표시된 N-P-K의 양을 나열합
니다. 예를 들어, 10-10-10 용액은 10 % 질소, 10 % 인 및 10 % 
칼륨을 포함합니다. 수학을하면이 농도의 합이 30 %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 성분의 나머지 비율
이 일반적으로 영양 과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영양
소, 충전제 또는 킬레이트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예 
방법에 수경 영양소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경 재배용 토양 
원예 용으로 설계된 식물성 식품은이 용도에 적합한 영양소 
균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2 부 및 3 부 양분 공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단일 부분 인 범용 공식보다 성능이 뛰어 나기 때문입니
다. 2 파트 및 3 파트 제품을 사용하면 각 작물에 대한 솔루션과 
더 나은 성능을위한 성장 단계를 맞춤형으로 혼합 할 수 있습
니다.

식물의 건강 정도를 사슬의 강도와 비교하면 식물이 가장 약
한 고리만큼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양 사
슬"이 튼튼하도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결 고리가 제자리에 있
고 공급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경 
재배 식물은 음식물을 위해 물과 혼합되는 것에 완전히 의존하
고 다른 식물은 다양한 영양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
액 내의 적절한 영양소 농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
용 가능한 많은 수경 재배 영양소에는 식물 유형, 성장 단계 및 
성장 조건에 맞는 혼합 용액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고품질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을 통해 자신의 
영양분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수경 재배를 쉽게 시
작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사용할 영양소를 선택할 때 찾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양소가 수압 적용을 위해 특
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Magic Grow"와 같은 일반적
인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토양 정원에 대한 보충제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수경 환
경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 및 미량 원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영양소는 재배자에게 
편리함, 가치 및 영업 비밀을 제공하여 스스로 
만들 수있는 영양소보다 식물에 대한 영양소 가
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수경 영양소는 모든 맛이 있습니다. 분말 및 액체, 
단일 부분, 2 부분, 3 부분 및 일부. 귀하의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으
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용하기 쉽고 소
유 비용이 저렴하며 추가 보충제 나 각성제 없이
도 다양한 작물을 최대한으로 재배 할 수있는 시
스템을 선호합니다.

수경재배  영양소 선택

http://www.futuregarden.com/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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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소를 선택할 때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분말 또는 액체 포뮬
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단일 부분 분말 영양소는 o.k
입니다. 저조도에서 중등도의 조명 조건에서 수경 재배에 적
합하지만 고강도 방전 조명이나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성
장할 계획이라면 두 부분으로 된 분말 또는 액체 영양소를 사
용하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
다. 한 부분으로 다목적 영양소가 가장 광범위한 식물, 조명 조
건 및 성장 단계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작물이
나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정확히 이런
이유로 2 액형과 3 액형 액체를 선호합니다. 각 성장 단계에서
작물의 특정 성장 요건을 목표로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와 조
합으로 혼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의 성장을 최적화하
는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Making Your Own Nutrients

수년에 걸쳐 자신의 영양소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 
주목을 받아 몇 가지 요리법을 제공했습니다. Acrobat 버전을 
읽는 경우 다운로드에 포함 된 영양 계산기 스프레드 시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
십시오. 여기에는 식물, 과일 및 개화 작물에 사용하기 위해 
세 가지 수경 영양 용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분이 자세히 나
와 있습니다.
다음 표에 표시된 무게는 1 갤런의 스톡 영양 용액을 만드

는 것을 기준으로합니다. 1 갤런 이상을 만들려면 그램 무게
에 필요한 영양소 용액의 총 갤런 (예 : 2, 5 등)을 곱하십시오. 
이 공식은 모두 동일한 시스템의 다양한 식물에서 테스트되
었으며 매우 잘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원자재의 품
질과이를 결합하는 정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양 용액을 
혼합하려면 빈 용기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채 웁니다. 각 
특정 소금의 나열된 그램 무게에 용기에 담아 두는 갤런 수를 
곱하고 다음을 추가하기 전에 각 소금을 한 번에 하나씩 녹입
니다. 모든 염이 용해되면 용액을 식히기 전에 저장소에서 생
산 용으로 희석하십시오. 저수지의 각 갤런의 물에 희석해야
하는 이러한 스톡 솔루션의 양을 결정하려면 EC 또는 TDS / 
PPM 미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경 재배 
시스템에 사용되는 유기농 영양소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유기"영양소는 본질적
으로 "깨끗한"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용해되지 않거나 용액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
니다. (위 그림은 유기 영양소를 사용한 지 한 달만
에 테스트 저장소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
기 영양소는 구성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박테리아
의 작용이 필요하므로 시스템 내에 이러한 박테리
아에 대한 산소가 풍부한 "집"이없는 경우 , 영양소
가 분해되지 않고 식물에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금속염 수경 재배 영양소는 완전히 용해되어 용액
에 남아있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작물에 24 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장 사항은 사용 가능한 박테리아가있는 땅
에서 유기농 영양소를 사용하고 식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양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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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1.00 gallon(s) of VEGETATIVE NUTRIENT 9.5 - 5.67 - 11.3

Use 6.00 grams of Calcium Nitrate Ca(NO3)2
2.09 grams of Potassium Nitrate KNO3
0.46 grams of Sulfate of Potash K2SO4
1.39 grams of Monopotassium Phosphate KH2PO4
2.42 grams of Magnesium Sulfate MgSO4 * 7H2O
0.40 grams of 7% Fe Chelated Trace Elements See Trace Box

To make 1.00 gallon(s) of FRUITING NUTRIENT 8.2 - 5.9 - 13.6

Use 8.00 grams of Calcium Nitrate Ca(NO3)2
2.80 grams of Potassium Nitrate KNO3
1.70 grams of Sulfate of Potash K2SO4
1.39 grams of Monopotassium Phosphate KH2PO4
2.40 grams of Magnesium Sulfate MgSO4 * 7H2O
0.40 grams of 7% Fe Chelated Trace Elements See Trace Box

To make 1.00 gallon(s) of FLOWERING NUTRIENT 5.5 - 7.97 - 18.4

Use 4.10 grams of Calcium Nitrate Ca(NO3)2
2.80 grams of Potassium Nitrate KNO3
0.46 grams of Sulfate of Potash K2SO4
1.39 grams of Monopotassium Phosphate KH2PO4
2.40 grams of Magnesium Sulfate MgSO4 * 7H2O
0.40 grams of 7% Fe Chelated Trace Elements See Trace Box

Chelated Trace Element Mix
Iron Fe 7.00% CopperCu 0.10%
Manganese Mn 2.00% Boron B 1.30%
Zinc Zn 0.40% Molybdenum Mo 0.06%

노트 :
구입 한 각 원 소염의 라벨을 참조하여 
안전한 취급 관행에 익숙해 지십시오. 
생염은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
여 실제 무게를 상쇄하는 공기 중의 수
분을 흡수하지 않도록합니다. 부정확 한 
"주방"유형 저울을 사용하여 염분의 무
게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소량 배
치를 만들 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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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Nutrient Concentration And pH

최적의 성장이 이루어 지려면 영양소 농도와 pH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균형을 이루어 식물이 필요할 때 필요
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순환하는 수경 재배 시스
템에서는 영양분이 뿌리 시스템을 통과 할 때마다 교환이 이
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 용액의 농
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각 식물이 필수 요소를 흡수하는 능력
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용액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가장 쉬
운 방법은 PPM 또는 TDS (Parts Per Million 및 총 용존 고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측정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EC 또는 솔루션의 "전기 전도도"라고도합니
다. PPM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
장 좋아하는 것은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영양 용액에 담근 디
지털 PPM 미터입니다. 디지털 PPM 미터는 알려진 PPM 값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교정되며 자주 교정해야합니다. 그러
나 그들의 편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잦은 영양 용액 변
경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곳에 농도를 유지합니다. 나의 최선
의 조언은 사용하려는 영양소와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주의 깊
게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양소는 쉽게 흡수 할 수 없다면 식물에 아무
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식물의 영양소 흡수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그들이 공급하는 토양 또는 용액의 상대적 산도 
또는 pH (하이드로 늄 이온 농도의 음의 로그)입니다. pH는 용
액의 전압 (전위)을 측정하고 용액의 하이드로 늄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0-14의 척도로 등록하여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용
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pH 수치
가 척도에서 1을 기록하면 높은 하이드로 늄 이온 농도 (산)를 
나타냅니다. 순수한 물은 pH 7에서 중성으로 간주됩니다. 척도
의 14는 최저 농도의 하이드로 늄 이온 (염기성,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pH를 조정할 때, 조정을 시도하기 전에 신선한 영양 혼합
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몇 시간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pH 제어 제품은 매우 강력하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전체 영양 용액을 빠르게 희생시킬 수 있
습니다. 첫 번째 타이머의 경우, 1 갤런의 영양 용액을 혼합하
여 하루 동안 그대로 둔 다음 6.0 ~ 6.5 범위에 도달하는 데 필
요한 pH 조정 (위 또는 아래) DROPS 수를 세는 것이 좋습니
다. . 그런 다음 신속하고 전체 저장소를 조정하기위한 기준으
로 저장소의 부피를 카운트에 곱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미터는 959ppm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항상 
물의 시작 농도를 고려하고 최종 수치에서이를 빼
서 용액의 실제 영양소 농도를 얻습니다. 이 경우 
물을 추가하기 전에 물은 59 PPM입니다.
우리의 실제 농도는 900 PPM입니다. 오른쪽의 측
정기는 pH 6.2를 나타냅니다. 영양분을 추가하고 
완전히 섞일 때까지 1 ~ 2 시간을 기다린 후 물의 
pH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액체 pH 테스트 및 제어 키트를 사
용하면 영양 용액의 pH를 저렴하고 쉽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농도 및 pH 유지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water%20quality&lmenu=hydroponics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water%20quality&lmenu=hydrop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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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pH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6.0에서 6.5 사이 인 최적 수치에서 표류하는 경우 일부 영양소를 식
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영양소 차단"이라고합니다. pH는 리트머스 종이로 
테스트하고 저렴한 pH 제어 키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지침을 따르십시오.

2 주마다 영양 용액을 교체하는 것이 작물 손상에 대한 최상의 보험입니다. 잦은 변경은 작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pH와 PPM은 작물이 영양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만 표류합니다. 영양소를 유지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

"녹색"은 더 큰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가 용량은 완충액 역할을하며 "작업을 수행 할만큼 
충분히 큰"저장소보다 pH와 농도를 더 잘 유지합니다. 영양 요구 사항은 식물의 수명주기 동안 다
양합니다. 또한 빛의 강도, 성장 단계 (초목 또는 개화) 및 성장중인 식물의 일반적인 크기는 모두 
영양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합니다. pH와 PPM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작물이 손상되
기 전에 영양 용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양 용액의 PPM 및 pH를 테스트 할 때 찾아야 할 특정 
징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징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pH
는 철, 망간, 붕소, 구리, 아연 및 인의 가용성을 감소시킵니다. pH가 너무 낮 으면 칼륨, 황, 칼슘, 마
그네슘 및 인의 가용성이 감소합니다. 빠른 참조로 일반적인 용액의 pH는 다음과 같습니다.

Battery Acid = 1 Vinegar = 2.75 Orange juice = 4.25
Boric Acid = 5 Milk = 6.75 Pure Water = 7.0
Blood = 7.5 Sea Water = 7.75 Borax = 9.25
Ammonia = 11.25 Bleach = 12.5 Lye (caustic soda)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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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와 PPM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공유
하기 때문에 pH를 측정하면 때때로 영양 용액의 
농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추론 할 수 있습니
다. 이 차트는이 원리를 설명하기위한 것입니다.

상위 차트 :

이 예에서는 식물 요구 사항, 용액 pH 및 영양소 
농도간에 완벽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PPM과 pH 모두에서 꾸준한 
판독으로 예시됩니다. 당연히 영양 용액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만 여기에 표시되
지는 않습니다 ... 당신의 목표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더 이
상-그 이하도 아닙니다-온도와 빛의 강도가이 균
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중간 차트 :

작물은 물보다 더 많은 양분을 소비하고 있습니
다. PPM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 용액은 
pH를 낮추는 경향이있는 pH 버퍼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하면 pH가 상승합니다.

노트 :

  여러 번 영양 결핍으로 관찰 될 수있는 것, 즉 
노랗게 변하는 오래된 잎, 붉은 잎자루 및 줄기
는 실제로 영양 과다 또는 불행한 pH로 인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pH 및 PPM 테스트 키트
와 측정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단 차트 :
여기서 식물은 과도한 영양분을 남겨 둡니다. 이
러한 불균형은 PPM을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pH
를 감소시켜 영양소 차단을 유발합니다. 가능한 
원인은 식물이“땀을 흘리면서”식물의 수분 증
산을 증가시키는 고열 / 강렬한 빛입니다. 이러
한 문제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특정 작물과 재배 
환경에 대한 일상에 들어가면,해야 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요령을 개발하여이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로그를 유지하고 배
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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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Solution Microbiology

모든 수역은 미생물 활동의 동적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법에서 우리는 영양 용액을 가능한 한 멸균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용액은 본질
적으로 사물이 자라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일부 미생물은 
살기 위해 용존 산소가 필요하고 (호기성) 다른 미생물은 그
렇지 않습니다 (혐기성). 일반적으로 호기성 박테리아는 "좋
음"이고 혐기성 박테리아는 "나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혐
기성 호흡의 부산물은 영양 용액 내에서 화학적 및 생물학적 
균형을 파괴하는 산이며, 이는 다시 뿌리 시스템에 해를 끼칩
니다. 따뜻하고 정체 된 물은 용존 산소를 거의 보유하지 않
기 때문에 혐기성 박테리아의 이상적인 번식지가되며, 대부
분 (Fusarium, Pythium)은 연약한 뿌리 시스템에서 집으로 돌
아와 증식하기 때문에 작물 실패를 유발합니다. 따뜻한 정체 
된 물 (하수구, 늪)과 관련된 악취는 이러한 "나쁜"박테리아
에 의해 발생합니다. 메탄 가스 (늪 가스)는 혐기성 박테리아
의 부산물 인 고인 화성 "천연"가스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로두면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작물을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
습니까? 만연한 pH 변동, 늪 냄새, 뿌리 부패 및 궁극적으로 
작물 실패는 시스템 내에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생물학의 
징후입니다.

저렴한 수족관 형 수중 온도계는 재순환 수경 
재배 시스템의 수조와 성장 챔버 모두에서 영
양 용액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좋은 방법입니

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선,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용존 
산소가 적으므로 영양 온도를 화씨 68 ~ 75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둘째, 영양소가 순환하도록 유지하
여 산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합니다. 물이 떨어지거나 뿌려 지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면 용존 산소
가 추가되고 있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순환하는 큰 저수지가있는 경우 작은 수족관 펌프를 추가하면 
추가 산소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족관 에어 스톤이 
영양 저장소에서 불과 몇 주만에 소금으로 막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호
되는 방법은 펌프 라인에서 작은 바이 패스를 제거하여 저장소 내에 약간의
 전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우회로의 끝에서 나는 기포와 영양소 흐름이 
저수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항공사의 끝을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내에 "박테리아 번식지"를 제공하면 좋은 박테리아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혐기성 침입자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저수지에 담근 스펀지나 
다공성의 원예 용 펄라이트 백은 호기성 박테리아의 완벽한 집이 될 것입니다.
 1/2 갤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소 25 갤런마다  묶음에 펄라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Health T   Health T   Health T   Health T   Health Tips>ips>ips>ips>ips> 1.  Nutrient temperature 68-75
2. Avoid stagnation - circulate!   Signs of imbalance>>  Signs of imbalance>>  Signs of imbalance>>  Signs of imbalance>>  Signs of imbalance>> 1.  Swampy smell in reservoir and chambers
3. Supplemental oxygenation 2. Slimy brown rotten roots
4.  Provide bacterial breeding ground 3. Plants show signs of stress

영양소 솔루션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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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harge Your Garden With CO2

식물이 CO2를 "호흡"하고 O2를 "숨을 내쉬면서"이 두 가지 
중요한 가스의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이 교
환은 동물이 O2를 "숨을들이 마시고"CO2를 "내뿜는"것과 완
벽하게 맞습니다. 물론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현대 산업과 
화석 연료의 연소는이 효과가 다소 "불균형"합니다. 그러나 온
실이나 재배 실에서는 자연적으로 약 2 %의 CO2를 포함하는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이미 환기 팬과 함께 온도 조절기와 습도 조절
기를 사용했다면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신선한 공기를 잘 교환 
할 수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이 충분히 자주 
작동하지 않으면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대기 가스 인 CO2를 
굶주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재배 지역의 전체 
내용물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작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려면 저속으로 계속 실행되는 팬이나 짧은 버스트에
서 고속으로 실행되는 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팬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성장 영역의 길이에 높이를 곱한 다음 너
비를 곱하면됩니다. 이 숫자 (피트를 측정 단위로 사용)는 해당 
지역의 입방 피트가됩니다. 팬을 구매할 때 "Cubic Feet per 
Minute"또는 CFM 등급에 따라 판매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이의미하는 것은이 특정 팬이 1 분 동안 움직일 공기의 양입니
다. 따라서 온실이나 재배 실이 10 피트 x 10 피트 x 8 피트이면
총 800 입방 피트입니다. 1 분 안에 전체 온실의 공기를 교환하
려면 800 CFM 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큰 팬이며 단 1 분 안에
모든 것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100 CFM 팬을 사용하고 30
분마다 4 분 동안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 타이머로이
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CO
2 
And You

요즘 CO2는 지구 대기에 태양열을 가두는 '온실 가스'로 가
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패턴 변경 및 조수 
상승을 포함한 환경 변화의 원인이됩니다. CO2는 지구를 열 
손실로부터 절연시키고 태양의 일부 열선을 지구로 반사시켜 
이러한 문제를 일으 킵니다. 이전 정보에서 식물은 잎에서 음
식을 제조하기 위해 CO2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CO2 설정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
형 탱크, 조정 가능한 감압 조절기 및 유량계가 포
함됩니다. CO2는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연
구에 따르면 수확 시간에 보상이 최대 40 % 더 많
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보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Download A Free CO2 Calculator
Microsoft Excel이있는 경우

계획을 지원하는 무료 CO2 계산기

실내 정원에서 CO2를 구현합니다.

www.futuregarden.com/environmental/

co2_calc.xls

정원에 과도한 co2 공급 

이산화탄소와 당신

무료 CO2 계산기 다운로드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air%20quality&sCat=CO2&lmenu=environmental
http://www.futuregarden.com/environmental/co2_calc.xls
http://www.futuregarden.com/environmental/co2_calc.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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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CO2를 재배 환경에 추가하면 대부분의 식물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 % 사실입니다. 그러나 CO2 관리는이 주제를 앞선 요인으로 인해 까다 롭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이나 재배 실에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배출하고 있다면 끝없는 CO2 공급량을 어떻게 공
급 하시겠습니까? 이전 페이지에 표시된대로 레귤레이터가있는 CO2 실린더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조절기는 CO2를 성장 환경에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왕복 팬의 공기 흐름으로 천천히 "누설"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절기를 "솔레노이드"라고하는 전기 밸브에 연결 한 다음 타이머 (배기 팬이 꺼져
있을 때 켜짐)에 의해 제어되거나 X 분 동안 X 분마다 해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타이머). 솔레노이드 밸브를 최소로 설정 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CO2를 전달하는 CO2 측정 및 전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CO2를 추가하는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은 비
용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CO2는 고농도로 흡입하려는 가스가 아닙니다. 식물은 너무 
많이 질식하기 전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2는 용액의 영양소, 즉 PPM (Parts Per Million)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대부분의 정
원과 작물은 사용 가능한 CO2 농도가 1000 ~ 1600 PPM 사이로 유지 될 때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
다. 이 값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려면 CO2 테스트 키트 또는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CO2 주입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차트를 사용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측정 / 주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입방 피트 단위로 방의 크기를 결정하고이 부피를 
사용하여 CO2 주입 시스템 제조업체에 "조절기를"X로 설정 "라인을 따라 올바른 설정을 지정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PSI를 누르고 배기주기 사이에"X "분마다"X "분 동안 밸브를 엽니 다. 모든 CO2 시
스템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촉진 가스의 정확성과 적절한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의존해야합니다. 프로판 및 천연 가스 버너를 사용하여 CO2를 생성 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연소시 CO2 및 수증기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독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염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CO2 생산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작동 절차
에 따라주의해서 작동해야합니다. 천연 가스 CO2 발생기를 사용하는 이점은 낮은 운영 비용을 포함
하며 종종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추운 지역 응용 프로그램을위한 히터로 le. 실내에서 성장하는 경
우 이러한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은 일반적으로 추가 열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초보자라면 경험을 쌓고 정원을 완전히 통제 할 때까지 CO2를 남
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예 용 CO2 사용에 관한 훌륭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Do-It-Yourself CO2

내 독자 중 한 명이 저렴한 부품 몇 개를 사용하여 실내에서 CO2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간단한 방법
을 알려주었습니다. 1 갤런의 우유통, 설탕 1 파운드, 설탕을 녹일 수있는 충분한 물, 효모 한 봉지, 약
간의 튜브가 필요합니다. 1 갤런 용기의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부터 시작하여 1/4 "공기 튜브를 
충분히 통과시켜 병 안에 걸 수 있도록합니다. 다른 쪽 끝은 식물 근처에 배치해야합니다. 정원 전체
에 CO2를 고르게 분배하는 팬 뒤에 설탕 1 파운드를 채우고 따뜻한 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
어줍니다 (튜브가 잘 풀리지 않도록 용기 상단에 공기 공간을 두어야합니다). t 물속에 들어가십시오) 
효모 포를 넣고 뚜껑을 닫고 저어 주면 효모가 설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CO2가 서서히 방출되므
로 일주일에 한 번 "CO2 Generator"를 깨끗한 물, 설탕, 효모로 재충전하십시오.

DIY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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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re Be Light

자연에서 식물은 태양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햇빛은 식물의 성장을위한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설탕은 호흡이라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
라 사용되며 과도한 설탕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됩니다. 
광합성은 잎 세포 내에 포함 된 엽록소에 의해 가능합니다. 엽
록소는 식물에 독특한 녹색을 부여합니다. 빛은 엽록소에 포착
되어 광합성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엽록소 내부에서 빛 에너지
는 이산화탄소 및 물과 결합되어 산소와 설탕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설탕은 호흡 과정을 통해 산화 (또는 대사)되어 이산
화탄소, 물 및 성장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과잉 산소와 물은 잎
에 의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식물 성장은 유기체
가받는 빛의 색, 강도 및 지속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받습
니다.

High Intensity Discharge (HID) Lighting

성장과 관련하여 태양을 능가하는 것은 없지만 새로운 유
형의 고강도 방전 조명은 실내 성장을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도록 설계된 
형광등 "성장"조명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제한된 결과
가 예상되는 저조도 플랜트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좋아하는 식물의 궁극적 인 성장 잠재력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온실에 햇빛을 보충 하시겠습니까? 귀하의 
대답은 고강도 방전 조명 또는 줄여서 HID를 사용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조명 시스템은 램프, 반사기 및 전원 공급 장치로 구
성되며 소비 된 전력량에 대해 광합성 활성 복사 (PAR)의 최대 
출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ID 조명 시스템은 인상
적인 결과를 위해 적절한 품질과 양의 빛으로 정원을 비출 수 
있습니다. 원예 용 HID 조명은 기존의 형광등 및 백열등으로
는 얻을 수없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재배
자들이 사용합니다. 

두 개의 1000W HPS 램프는이 맞춤형 온실에있
는 수백 개의 이국적인 난초에 보조 조명을 제공
합니다. 램프에는 온실이 근처 나무 라인에 의해 
드리 워진 그늘에 떨어지면 켜지는 타이머가 통합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지 약 1 년 후, 저
자는 다시 방문하여 두 개의 램프가 더 설치되고 
식물 수가 거의 두 배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원예가 당신에게서 자라는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고강도 방전 (HI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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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조명을 사용하면 상업용 재배자가 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일정에 따라 작물을 시장에 출시하고, 제철이 아닐 때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시장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HID 조명은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하여 많은 실내 재배자들이 
초기 투자와 월별 전기 요금을 지불 한 후에도 건강한 수익을 
올립니다. 최근까지 원예 용 HID 조명은 제한된 시장과 생산 
비용으로 인해 일상적인 정원사에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러나 Sunlight Supply 및 Hydrofarm과 같은 제조업체의 독창적 
인 새로운 조명 제품 덕분에 조명 비용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있는 수준까지 절감되었습니다.

Intensity

빛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평방 피트 당 전력 (와트)으로 측
정됩니다. 최적의 광합성이 발생하기위한 일반적인 경험 법
칙은 평방 피트 당 20-50 와트이며, 20은 저조도 식물에 가장 
적합하고 50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에 가장 적합합니다. 식물
에서 250W HID 램프를 12 ~ 14 인치 유지하십시오. 400W 램
프는 16 ~ 24 인치에서, 1000W 램프는 식물에서 최소 24 인치 
이상이어야합니다. 단, 램프가 원형 또는 선형 광 이동기에 매
달려 있지 않으면 램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 거리를 25 ~ 
50 % 단축합니다. 빛의 효과를 높이려면 달걀 껍질 마감이라
고도하는 반 평평한 흰색 페인트로 성장 영역을 칠하십시오. 
이유형의 페인트의 최소 광택은 최대 확산을 제공하는 동시
에 시간 내에 나타날 수있는 얼룩이나 얼룩을 닦아 낼 수 있습
니다. 다른 벽 처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마일 라 90-95 % 반사평면 흰색 페
인트 75-80 % 반사 광택 흰색 페인
트 70-75 % 반사 노란색 페인트 
65-70 % 반사 알루미늄 호일
60-65 % 반사 검정색 <10 % 반사.

Duration (Photoperiod):

대부분의 식물은 하루 16-18 시간의 빛에 노출 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낮 동안 추가로 빛을 비추어도 성장을 크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낮의 길이가 개화를 유
발하는 특성 인 광주기를 나타내는 식물은 개화를 원하면 12 
~ 14 시간의 빛에 노출되어야합니다. 꽃과 과일이 올바르게 
형성 되려면 어둠주기 동안 완전한 어둠이 필요합니다.

이실내 에어로 포닉 정원은 400W 메탈 할라이드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 아래에서 번성합니다. 성장
하는 스위트 바질, 타이 페퍼, 세이지, 펀 리프 딜
및 레몬 밤.

실내 정원에 조명을 비출 때 조명이 균일 한 지역
을 설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용 조도
계는 이와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세기)

기간 (광주)

http://www.futuregarden.com/cgi-bin/shop/group-list.html?mCat=lighting&desc=Lighting%20Intensity&lmenu=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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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를 선택하여 HID 조명의 지속 시간을 제어합니다. 실
내에서 자주 재배되고“광주 기성 (photoperiodism)은 국화, 포
인세티아, 브로 멜리아 드, 팬지, Gibsofilia, Fuschi, Petunia, 
Gladiolia 및 장미입니다. 이 식물들은 그들의 광주 기가 12 시
간 일 때 꽃을 피울 것입니다. 빛의 12 시간. 어둠의. 실내 조명
과 타이머를 사용하면 시장 정점에 꽃을 피워 수확량을 늘리
고 정시 배송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Color (Photosynthetic spectrum)

광합성은 빛의 적색 (600-680nm) 및 청색 (380-480nm) 파장
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조명
으로도 알려진 원예 조명은 PAR 스펙트럼 (광합성 활성 복사)
으로 알려진 이러한 특정 파장을 커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상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두 가지 유형의 HID 램
프가 있습니다. 메탈 할라이드 램프는 흰색 / 파란색 스펙트럼
을 방출합니다. MH 램프는 기본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광이 거의 없거나 거의없는 경우). 이 유형의 램
프는 조밀 한 식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식물 성장 중에 MH 빛
을 제공 한 다음 성장의 결실 / 개화 단계를 위해 HPS로 전환 할 
수있는 MH에서 HPS 로의 변환 전구도 있습니다. 고압 나트륨 
램프는 노란색 / 주황색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보조 또는 보
조 조명 (자연광과 함께 사용)에 사용할 수있는 최고의 램프입
니다. 이러한 유형의 빛은 식물의 개화 / 싹을 촉진합니다. HPS 
램프는 온실 및 상업적 재배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Son Agro 
및 Hortilux HPS 램프는 스펙트럼에 추가로 30 % 청색 요소를 
추가하여 단독 사용을위한 직선 HPS 램프보다 더 나은 선택입
니다. 식물 성장 중에 MH 빛을 제공 할 수있는 HPS에서 MH 로
의 변환 전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결실 / 개화 단계를 위
해 HPS로 다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백색광은 실제로 모든 색상의 빛의 조합입니다. 빨간색 + 녹색 + 
파란색 (및 그 사이의 모든 색상)

청색광은 성장을 촉발하고 휴면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자
극합니다. 청색광은 광합성에 힘을 주어 팁이 광원쪽으로 자
라도록합니다 (광 방성). 메탈 할라이드 램프는 강한 수준의 
청색광을 방출하므로 잎이 많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청색광은 또한 절간 (가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
여 식물 성장을 콤팩트하고 매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합니
다.

한겨울의 토마토는 수경법과 약간의 인공 조명으

로 가능했습니다. 이 6 종의 Matusalah 품종 토마

토 식물은 39 개의 핸드볼 크기의 과일을 생산하여 
거의 8 파운드의 토마토를 추가했습니다! 여분의 
옷장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식물은 아래에서 자랐

습니다 400W MH 램프가 첫 번째 과일 트러스를 

설정합니다. 그 시점에서 램프는 고압 나트륨 전

환으로 변경되었으며 식물이 공간을 벗어나 자라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장 팁을 가지 치기

했습니다. Rutgers University 웹 사이트에서이 

방법 (단일 트러스 토마토 생산을위한 STTP라고 

함)에 대해 배웠지 만 최근 다시 확인한 결과 제

거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글 

검색을하세요!

왼쪽에는 메탈 할라이드 램프가 있습니다.
흰색 / 파란색 색조. 오른쪽에있는 램프는 고압 
나트륨이며 더 따뜻한 노란색 / 주황색 색조를 나
타냅니다.

색상 (광합성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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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빛이 반사되어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성장에는 녹색 빛이 필요합니다. HID 램프는 녹색 빛
을 많이 방출하지 않으며 고압 나트륨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빛은 또한 광합성을 촉진하고 종자 
발아를 돕고 색소를 형성하고 개화를 돕습니다.
붉은 빛은 또한 일부 식물의 휴면을 유발합니다. 고압 나트륨 전구는 붉은 빛을 내며 일반적으로 개

화 및 과일 식물에 더 좋습니다.
원적외선은 전체 태양 식물의 속도를 높이고 일부 적색광 효과를 반전시킵니다. HID 조명은 일반적

으로 일부 고압 및 저압 나트륨 전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적색을 방출하지 않으며 광합성 빛이 아닌 
열의 형태로 더 많이 방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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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ing A Grow Light

HID 조명 시스템을 선택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기
본 색상은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푸른 빛은 태양이 하늘에
서 가장 높은 봄과 여름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식물 성장을 콤
팩트하고 매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합니다. 가을 수확 기간 
동안 태양이 하늘에서 낮을 때와 같은 붉은 빛은 꽃과 과일 형
태의 식물에서 번식을 유발합니다. 메탈 할라이드 (MH) 램프
는 주로 청색광을 방출하므로 식물 성장 단계에 이상적입니
다. 고압 나트륨 (HPS) 램프는 주로 붉은 빛을 방출하여 식물
의 번식 단계에서 과장된 개화와 결실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상추 및 식물성 허브와 같은 잎이 많은 작물을 재배 할 계획이
라면 MH 조명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을 키
우려면 표준 HPS보다 파란색 스펙트럼에 약 30 % 더 추가하
므로 Son Agro 또는 Hortilux HPS에 투자하십시오.

조명은 실내 정원을 65-80도 및 50-75 % 습도로 유지하기 위
해 환기해야하는 열을 방출합니다.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원예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이점은 식물의 
성장 환경을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을
이 오면 성장기가 끝났고, 나처럼 딱딱한 정원사라면 정말 그
리워 할 거예요! 원예용 조명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식물에 태양과 거의 동일한 빛의 스펙트럼과 강도를 제공하여 
성장기를 연장 할 수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일년 내내 신선한 
꽃, 채소 및 허브를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큰 이점
입니다! HID 조명은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몇 달 전에 묘목을 
시작하여 봄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원예 조명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일광의 길이를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즌이 완전히 끝나도 좋아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
다. 식물 성장 기간은 하루에 16 ~ 18 시간입니다. 18 시간 이상 
최소한으로 유리하고 전기 비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개화 기
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0 ~ 14 시간입니다. 완벽한 식물을 키
우려면 올바른 빛의 비결은 강도, 지속 시간 및 색상입니다!

위에 표시된 조명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정원 위
에 체인으로 매달려있는 반사경과 손쉬운 높이 
조절을위한 도르래 시스템과 전원을 공급하는 
코드로 반사경에 연결된 안정기로 구성됩니다. 
안정기의 목적은 라인 전압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a. 램프 코드 및 소켓 어셈블리.

b. 전구 (400W 메탈 할라이드 표시)
c. 반사판 또는 "램프 후드"(반사 라이닝에주의)
d. 배기구 커버
e자형. 안정기 상자 (400W 메탈 할라이드 표시)
f. 키홈 장착 핸들
g. MH / HPS 스위치 (더 나은 400W 및 
1000W 조명 시스템에서 옵션으로 사용 가능)
h. 램프 코드 소켓 (코드가 표시되지 않음)

Anatomy of a grow light 빛 성장 선택
성장 빛의 해부학

http://www.futuregarden.com/lighting/


45

Hydroponics As A Business

많은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와 같이 편안하
고 스트레스없는 직업을 꿈꿉니다. 그러나 실
제로 모험을 떠나 원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이장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성
공 경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되는 통찰력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Making A Market For Your Garden

많은 미식가 식당과 시장은 양질의 수경 재배 농산물을 구매할 것입니다. 정원에서 수익을 내고 싶
다면 먼저 지역 시장을 조사하고 성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고하지 마십시오. 지역 시설의 소유주 및 운영자를 인터뷰하여 고수익 공장을위한 독특한 기회를 식
별합니다. 나는 요리 허브를 재배하는 것이 내 지역의 정원에서 여분의 수입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질의 바질은 현지 상인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인 
토마토와 고추 식물은 항상 있지만 둘 다 훨씬 더 많은 공간과 수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
선한 절화를 재배하는 것도 매우 유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투하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며 꽃이 허
브보다 자라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허브가 생산하고 판매하기에 좋은 제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
장 인기있는 요리 허브는 수경 재배 정원에서 야생처럼 자라는 잎이 많은 식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역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법적 요건을 결정해야합니
다. 이제 정원 시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Investigate Your Local Market

씨앗을 심기 전에 할 수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비공식적 인 조사를하는 것입
니다. 그들이 무엇을 판매하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신선한 허브 섹션을 살펴보고 고
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그것이 얼마나 신선한 지 확인하십시오. 열 번 중 아홉 번 당신은 그들의 "신
선한"허브가 얼마나 엉성한 지 놀랄 것입니다! 가격을보고 적어 두십시오. 또한 각 패키지에서 판매되
는 수량을 기록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신선한 허브는 "다발"로 판매되며, 대부분의 경우 손에 잡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에 사용되는 포장 및 라벨을 연구하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자신의 비즈
니스 및 제품에 대한 고유 한 ID를 만들어야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작은 시장을 방문
하십시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판매 대상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내가 
가장 잘 팔리는 허브로 결정한 것의 목록이 중요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행 한 조사에서 각각에 가
격을 지정하십시오.

비즈니스로서의 수경 재배

정원을위한 시장 만들기

지역 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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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 스프링 에어로 포닉 시스템에서 자란 딜, 오레가
노, 세이지 몇 묶음.

다음은 훌륭한 온라인 가격 참조입니다.
  http://www.ams.usda.gov/fv/mncs/

fvwires.htm 가장 인기있는 요리 허브 :
바질 : Ocimum basilicum
딜 : Anethum graveolens
프랑스어 Tarragon : Artemesia dracunculus
민트 : 박하
오레가노 : 오리가 눔
달콤한 마조람 : 마조라나 호텐 시스
프랑스 밤색 : Rumex scutatus
로즈마리 : 로즈마리 officinalis
골파 : Allium schoenoprasum
파슬리 : Petroselinum crispum
백리향 : 흉선
세이지 : Salvia officinalis

Product Quality Considerations

제품 품질은 비즈니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수경 재배를하고 있다면 이
미 게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완벽한 방법을 원할 것입니다. 수경 재
배와 원예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면 몇 달 동안 녹색 엄지 손가락을 개발하십시오. 일단 상업화되면 
제 시간에 양질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제
품 포장입니다. 작물과 생산 기술을 완성한 후에는 포장에 집중해야합니다. 제품에 시각적으로 매력
적인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제품은 다채로운 로고가있는 스크린 인쇄 된 
비닐 봉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체 접착 라벨이있는 투명 지퍼 잠금 유형의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등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포장 
방법을 시도해보십시오. 또한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멍 펀치를 사용하여 가방에 몇 개의 "호
흡"구멍을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봉지를 밀봉하기 전에 물로 극도로 미세하게 분무하십시오. 
작은 주방 저울을 사용하여 허브의 무게를 측정하여 패키지마다 균일 성을 보장합니다. 
photo courtesy Five Star 바질 & 스파이스.

라벨링, 마케팅 및 광고의 일관성은 

비즈니스를위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 할 것입

니다!

제품 품질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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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 시장의 많은 후원자들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나타
내는 건전한 라벨로 식별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라벨과 포장
의 "브랜드"이름을 만드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
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면 사람들은 귀하의 제품을 인식하
고 친구에게 귀하의 농산물이 얼마나 신선하고 멋진 지 말할 
때 참조 할 수있는 편리한 "이름"을 갖게됩니다. 자신의 브랜
드를 만들면 더 큰 시장에 진입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이미 제품의 품질에 익숙하고 "브랜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전국적
인 브랜딩을 생각하지 않고 "메가 사이즈"운영이되는 것은 아
니지만, 노력이 명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를 포지셔닝합니다.

고품질 샘플 제품을 사용할 수있게되면 첫 번째 작물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몇 묶음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자신과 
제품을 소개합니다. 샘플을 가능한 한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
해 얼음으로 가득 찬 쿨러를 가져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상인에게 제품을 소개 할 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운 기후에 살고 있고 하루 종
일길에서 상인을 방문 할 계획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제품
의 라벨과 일치하는 간단한 명함을 인쇄하는 것도 좋은 생각
입니다. 중소기업을 시작하기위한 자료를 설계하는 데 도움
이되는 현재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십시오. 시작
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템플릿과 로열티 프리 아트 워크가 포
함 된 수백 개의 타이틀이 선반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훌륭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미래의 성공을위한 훌륭한 투자
입니다. 최고의 영양소,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고 약초 생산에
살충제, 살균제 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건전한 재배자
로 자리 매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
이귀하의 브랜드를 시도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Approaching Prospective Customers

이제 훌륭한 제품, 멋진 포장,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
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므로 다음은 무엇을하고 말할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찾을 수있는 가장 작은 상점 (작을수
록 좋습니다)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표명하면 
큰 시장보다 훨씬 쉽게 소규모 작업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식당의 왕은 매우 흔한 Sweet leaf 
Basil입니다.

The infamous Habanero pepper - another
excellent specialty spice used in Thai and Cajun
cooking.

잠재 고객에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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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시작하되 항상 크게 생각하십시오. 소유자 또는 구매자와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므로 그들이 누
구인지 확인한 다음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미식가 농산물에 대해 논의 할 시간을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접근하십시오. 항상 샘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쿨러에서 갓 식힌 것). 
제품을 고객 앞에 직접두면 특히 처음에 약간 긴장된 경우 제품이 대부분의 이야기를하도록 할 수 있
습니다. 화학 살충제, 제초제 및 살균제가 완전히없는 순수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설명하십
시오. 최고의 수경 재배 영양분과 가장 순수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귀하의 작물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이 (대부분) "길 아래에 있고"자주 배달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시
키십시오.

   연락을 취한 후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바
로 앞에있는 패키지를 열고 제품의 우수한 신선한 향과 맛을 맛 보도록하세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제품을 맛 보도록하세요. 이것이 재배자로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당신
의 농산물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재배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현장에서 
재배 한 경쟁자보다 더 많은 풍미가 주입 될 것입니다. 농산물 구매자는 향기, 질감 및 깊고 강렬한 맛
에서 프리미엄 품질 제품의 차이를 즉시 인식 할 것입니다. 고객이 더 많은 것을 위해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하는 좋은 제품은 계속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품을 휴대하려는 욕구를 확
립 한 후이 첫 번째 계정의 목표는 시장에서 허브를 선보일 것에 동의하도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
신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초기 재정적 약속을하지 않으려는 경우, 위탁 판매 기회를 좋아할 것이라
고 말하십시오. 현재 공급 업체와 경쟁해야하지만 제품 품질이 훨씬 더 우수하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셀러가 돈을 두 배로 늘리려 고한다고 가정하면 바질 한 묶음이 $ 3.99에 팔리
면 패키지 당 약 $ 1.50를 지불한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제품을 위탁에 맡기고 있고 
당신의 비용 (당신이 사용하는 더 높은 품질의 농업 기술로 인해)이 밭에서 재배 한 것보다 상당히 높
기 때문에, 농산물을 판매 할 때 판매 가격의 50 %를 지불한다고 설명하십시오. . 이제 기억하십시오.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시도해보기로 동의하고 배달 
및 지불 일정을 정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정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신제품을 제공 한 후에는 제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
는지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인기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당연히 가장 인기있는 판매자를 성
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Basil이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
물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마다 다르므로 무엇을 성장시켜야하는지 스스로 배워
야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게 신선하고 공급이 풍부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리셀러에
게 새 제품을 계속 공급하십시오. 번들이 하나만 남아 있으면 선반에 놓여 있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
습니다. 반면에, 일단 말이 나오면 당신의 제품은 당신이 공급할 수있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기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는 생산을 확장하고 새 리셀러에 서명
하여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발아 및 성장 기술을 위해 종자 패킷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원을위한 시
장을 만드는 주제에 대한 가장 귀중한 정보는 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무엇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입
니다. 지역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기꺼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고객에게 제공 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가진 새로운 공급 업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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