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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네 회원수(2021.05.3 기준)

카페 회원수: 265명
밴드 회원수: 332명
카카오톡 회원수: 69명

4월 결과

1. 공동체 텃밭

(1) 공동체텃밭 이전(4/1)

  구민회관 시설보수 때문에 옥상에 있던 수경재배텃밭을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으로 

옮겼습니다.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

(2) 재배기 수선(4/21)

그림 1 수경재배기 틀을 수리하는 모습. 남궁연정, 조

남강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2021.04.21.)
  그림 2 수리를 끝내고 정리해 둔 수경재배기 부품 

(2021.04.21.)

  4/1에 푸르메스마트팜으로 옮겨놓았던 수경재배기 부품 중 수경재배기 틀을 수선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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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화 옮겨심기(4/29)

그림 3 비닐포트에 옮겨심기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놓

은 홍화(2021.04.29.) 18그루
  그림 4 비닐포트가 부족하여 흙에 심은 홍화 

(2021.04.29.) 수량 파악 필요

  홍화 모종이 너무 많이 자라서 홍화부터 옮겨심기했습니다. 모종이 38그루 정도였는데, 

비닐포트에 18그루 심고 밭에는 2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비닐포트에 심은 것은 수경법

으로 키웁니다.

2.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4/5)

  4/5 10시에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 모임이 있었습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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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른마당 옥상 수경재배 텃밭 조성

(1) 수경재배 교육(4/9-4/30)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옥상에 수경재배 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너른마당 선생님께 수경재배 교육을 했습니다. 4/9-4/30 매주 금요일 10:30-12:30

(2) 수경재배 교육과 옥상텃밭 만들기를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함(4/23)

  원래는 수경재배 교육 중 선생님들이 수경재배기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부품

구입 시기를 놓쳐서 교육을 마무리한 후 텃밭만들기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성수네 수익사업

(1) 푸르메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 만들기 강의(4/14)

그림 7 강의모습 (2021.04.14.)   그림 8 신발장을 틀로 사용한 DWC 방식의 재배기

(2021.04.14.)

  성수네 수익사업 모임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4/14 오후 1-5시 동안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신발장을 이용한 DWC방식의 재배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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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 중화동에 수경재배 전용 교육장 마련 중

그림 9 공간 방문 (2021.04.19.)
  

그림 10 빔프로젝터 부착 (2021.04.26.)

  수경재배 강의할 때 재배기를 갖추어놓고 하기 위해 수경재배 전용 강의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9에 공간을 방문하였고, 4/26에 빔프로젝터를 부착했습니다. 

5. 서울도시농업박람회용 성수네 소개 촬영(4/28)

그림 11 서울도시농업박람회용으

로 성수네를 소개하는 촬영을 했

다. (2021.04.28.)

  4/28에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서 방영될 성수네 소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1. 어떻게 도시농업에 수경재배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2. 도시에서 수경재배가 좋은 이유
3. 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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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계획

1. 푸르메스마트팜

(1) 5/6: 쪽 옮겨심기

(2) 5/12: 홍화와 쪽을 재배틀에 올리기. 자동화 작업 시작

(3) 5/20: 자동화 작업 끝

(4) 5/26: 전시용 수경재배기에 식물 옮겨심기

2. 중화동 수경재배 강의

(1) 5/10: 전선 연결

(2) 5/17: 강사용 탁자, 의자 배치

(3) 5/24-6/7: 강의 준비(홍보, 접수, 재료 준비)

5/13 10시 동북4구 도시농업테이블: 노원나비정원 내 정원지원센터

5/18 10:00-13:00 도시농업경진대회

5/20 3:00-5:00 성북구 도시농부학교 수경재배 강의-1

5/27-5/30 서울도시농업박람회: http://www.agro-cityseoul.co.kr/

- 마을을 푸르게, 마음도 푸르게 -

성북수경재배네트워크
http://cafe.naver.com/sbhydroponics.cafe

https://band.us/@sbhydroponics

T.010-8650-1058
st4008@naver.com

http://www.agro-cityseoul.co.kr/
http://cafe.naver.com/sbhydroponics.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