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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장 위대한 예술은 미래의 순수 미술
이 작은 땅에서 편안한 생활을 만드는 편안한 
거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땅에서."

아브라함 링컨 

Abe Lincoln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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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Bio - 보안 경고 보안 경고
Aquaponics 시스템의 유기체는 자연적인 물줄기로 나아갈 수 없습
니다.
야생에 도입 된 Aquaponics 시스템의 식물 또는 동물은 야생 식물, 
동물 또는 물고기에게 전염 될 수있는 질병 유기체를 운반 할 수 있
습니다.

Bio-security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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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아쿠아포닉스 



Nitrogen Cycle

수생 질소 순환에서 물고기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아질산염으로 전환하는 암모니아를 생산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박테리아가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고기는 식물에게 먹이를주고 식물은 물고기
를 위해 물을 깨끗이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와 식물을 먹습니다.



Pump

Fish Tank

Bio-filter

A basic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RAS).

Grow Bed

Fish 
Tank Irrigation

Drain

성장베드(화단)를추가하면 기본 RAS가 Aquaponics 
시스템이됩니다. 올바른 비율의 자갈 성장 베드가 바이
오 필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quaculture + hydroponics = aquaponicsaquaculture + hydroponics = aquaponics

Basic RAS

기본 재순환 양식 시스템 (RAS).

양식업 + 수경법 = aquaponics

화단 

수조 배수 

관개
수조 

수중펌프 

바이오필터 



WHY?WHY?

CleanClean

Fresh Fresh 

FoodFood

Why



•

•

•

•  

• 우수한 학습 자원 .... 온 가족을위한.

아쿠아포닉의 이점 

물 위주 .... 아쿠아 포닉은 다른 형태의 식품 생산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 유지할 수있는 ... Aquaponics 단위는 자연을 흉내냅니다.
환경 적으로 악화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더 적은 작업 .... 파기 또는 제초 및 적절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허리 굽힘을 없애준다.
편안한 작업 높이 ... aquaponics growing
시스템은 장애가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 시키도록 
설계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 아쿠아 폰 시스 시스템은 기존의 정원, 양식업 또는 
수경재배법보다 효율적입니다.



Our Aquaponics Our Aquaponics 
SystemsSystems

이 섹션에서는 Creek Street Micro Farm
에서 사용중인 Urban Aquaponics 시스
템을 살펴 봅니다.

우리의 아쿠아포닉 시스템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은 색 둥근 욕조는 어
항이었고 빨간 드럼은 우리가 처음으로 살수구 역할을했던 바이
오 필터였습니다. 불소 피팅 아래에있는 흰색 쟁반은 우리의 첫 번
째 aquaponic 묘목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First System



Satellite 
Pots

Grow Bed and Growing Trays

Fingerling 
Tank

Fish Tank

Bio-filters

Sedimentation 
Tank Pressure 

Filter

Pump

Pump

Valve

Nutrient Supply

Drain System

이 시스템은 32 주 동안 44 개의 제이드 퍼치를 접시 크기로 성장 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약 1,000 리터의 총 물 용량으로 66 마리의 제이드  퍼치를 확
보했습니다. 어항, 자갈화단  위성 포트 10 개와 쟁반 18 개로 구성된이 시스템
은 45 와트의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시간당 4.500 리터의 속도로 물을 이동시킵
니다. 수질은 두 개의 작은 바이오 필터, 침전조와 압력 필터에 의해 유지됩니다.

First Full-size System

밸브 

영양분 공급 

배수 시스템 

화단및 재배포트 

수중펌프 

보조포트 

침전탱크  

압력필터 

바이오필터 

수조 

치어탱크 



The Aquaculture Unit…

이것은 동일한 시스템의  물고기 양식 양상이다. 물고기 탱크를 내부에두면 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발생할 수있는 조류 번식을 피할 수 있습
니다 ....



The Growing Systems

재배 시스템 

... 그리고 창고 벽의 다른쪽에는 쟁
반, 위성 냄비 및 작은 자갈 화단  
등 다양한 재배 시스템이 있었습니
다.



Urban Aquaponics Tidal System은 연간 50kg ~  60kg의 민물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킬로그램의 깨끗하고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생산할 것입니
다. 오리 젖꼭지 탱크는 수질 관리에 도움이되며 어류에 고품질의 식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duckweed tank는 taro, kangkong 또는 water chestnuts와 같은 
식물을위한 떠있는 뗏목 성장 탱크 또는 물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AP Tidal System



Lower Tier
Duckweed 

Tank

Float Valve

Upper Tier Grow Beds

Irrigation Supply from Tank

Water Return to Tank

이 도시 Aquaponics 조력 단위 물고기, 식물 및 duckweed가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영양가있는 풍부한 물이 2 개의 500 리터의 홍수로 펌핑되고 드레인 자갈화단을 자라
게하는 혁신적인 조수 장치가 특징입니다. 화단이 채워지면서 1200 리터 어항과 500 리
터 duckweed pond의 수위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화단이 미리 결정된 수준으로 채워지
면 부유 스위치는 펌프를 차단하고 물은 수조로 다시 배수됩니다. 수조의 수위가 올라감
에 따라 개구리밥 수조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 조치는 조석 하구의 썰물과 흐름을 모방
합니다.

Top 
Up

Tank

AUP Tidal System Diagram AUP 갯벌 시스템 다이어그램

상위 계층 화단 

낮은 층 Duckweed Tank

부기밸브 

상층탱크 

수조로부터 관개 

수조로 돌아오는 물 

개구리밥 



이 aquaponics 시스템은 수족관, 2 개의 작은 바이오 필터 및 duckweed 탱크
로 구성됩니다. 소형 부품의 사용으로 우리는 필터와 탱크를 우리의 선호도와 
지배적인 조건에 맞게 움직일 수있게되었습니다.

Duckweed System 개구리밥 시스템 



2 개의 작은 재순환 양식 체계. 이들은 또한 우리가 뒤뜰 양식업에 
선호하는 작고 휴대 가능한 시스템을 대표합니다.

Small RAS



이 치어 시스템은 230 리터 수조 (탱크에서 뛰어 내리고 열 손실을 줄이기위한 
덮개가있는)와 2 개의 65 리터 바이오 필터로 구성됩니다. 200 리터 플라스틱 
드럼 (이 시스템의 일부가 아님)은 침전조로 사용됩니다.

Fingerling System 치어시스템



950 Litre microFish Farm

이것은 우리의 950 리터 마이크로 양식장입니다 ... 오버 헤드 바이오 필터 / 성장 화단 
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유닛은 물고기가 실내외에서 자랍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최소한의 배관 공사, 낮은 전력량의 모터 및 접근 장벽 (어항에서 어
린이와 애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이 있습니다. 펌핑주기는 오토 사이펀 
(autosyphon)에 의해 제어됩니다.



Building an Urban Building an Urban 
Aquaponics SystemAquaponics System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UAP 설계 기준 재검토
- 다양한 시스템 레이아웃 고려
- 두 개의 microFish Farms 조립
- 저비용 핑거 링 시스템 구축

도시 아구아포닉 제작 



Design CriteriaDesign Criteria
• 수량화 가능한 생산성이 가능합니다.
• 생산 매개 변수를 쉽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뒷마당 또는 이와 유사한 좁은 지역에 맞게 확장됩니다.
•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입니다.
• 주요 부품은 내구성이 있어야합니다.
• 시스템 설치가 쉽습니다.
다기능 - 시스템 구성 요소를 혼합 및 일치시키는 기능.
• 공간 절약 - 수직 스태킹으로 공간 절약.
• 운영비가 저렴합니다.
• 경제성
• 확장 성 - 한 번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 - 이동 가능
• 안전 - 익사 및 감전 위험을 제거합니다.
• 깔끔하고 깔끔함 - 이웃을 기억하십시오.
• 불필요한
• 현명한

설계 기준



System LayoutSystem Layout
Aquaponics 시스템의 레이아웃은 다음을 포함한 많
은 것들의 영향을받습니다 :

site 사이트의 지형.
growing 재배하는 시스템의 선택.
operator 운영자의 기본 설정.

다음 슬라이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시스템 터잡기 



Fish Tank Grow Bed

Pump

기본 홍수 및 드레인 Aquaponics 장치는 연속적인 물 공급 또는 흘수와 흐름 관개를 
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시스템은 자갈 또는 LECA (light expanded clay 
aggregate) 매체를 사용합니다. LECA는 화단이 썰물과 흐름 사용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위에 자갈 층을 두십시오.

 

Flood and Drain SystemFlood and Drain System

화단 수조 

수중펌프 

Ebb 및 Flow 시스템은 전기 타이머 및 / 또는 플로트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 ... 또는 
펌프는 자동 사이펀으로 조정 된 흐름 및 흐름 사이클과 함께 계속 실행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생물 여과 용 성장 화단을  
사용합니다.



Fish
Tank

Grow Beds

Sump 
Tank

Pumps

Supply Lines
Drain Lines

Water Supply
Grid

위와 아래에 표시된 평면도와
측면도는 전형적인 집수 탱크
배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재배용 침대가 어
항보다 낮게 설정되거나 여러
번 성장 침대에서 홍수를 촉
진하고 펌핑주기를 배수할 때
사용됩니다.
수조의 펌프는 플로트 스위치
또는 전기 타이머로 제어되고
다른 플 로트 스위치는 섬프
탱크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Sump Tank Grow Beds

Fish 
Tank

Sump Tank Sump Tank 
SystemSystem

오수탱크 시스템 

화단 

오수탱크

수조 



 

Duckweed Tank

Fish
Tank

Pump

Duckweed Tank

Duckweed SystemDuckweed System 개구리밥 시스템

개구리밥 탱크 

수조  

이 시스템은 바이오 필터가없는 경우에 두드러집니다. 물고기는 암모니아를 물 속으로 
배출하며,이 암모니아는 덕크위드  탱크로 펌핑됩니다. Duckweed는 암모니아를 직접 
대사 할 수 있으며 물고기 음식으로 수확 할 때 암모니아가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물
고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 깨끗한 물과 신선한 식물 단백질. 이 시스
템 배치의 트릭은 암모니아 생산량과 duckweed 용량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서는 살짝 움직이는 바이오 필터가 권장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일입니다.

Duckweed System Photo



Grow Bed
Fish Tank

Pump

경 사진 사이트는 도전뿐만 아니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중력에 의
해 물을 움직일 수있게 해주고 화단 지지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 
해줍니다.

Sloping SitesSloping Sites 경사지 이용 

화단 



이것은 가파른 경 사진 곳이 덕양 재배 탱크를위한 지지대의 필요성을 
피할 수있게 한 사례입니다.

Sloping Site System



1

Rainwater
Tank

Fish Tank

3

2

4

Raised Sheet Mulch Garden

Bio-Filter

Integrated Aquaculture SystemIntegrated Aquaculture System
통합 양식 체계 시스템

시트 멀치 가든

바이오필터 

수조 

빗물탱크 

이와 같은 Aquaponics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레이아웃은 토양 기반의 원예 시스템에서 식물에 영양이 풍
부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조를 사용하여 통합 된 양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물을 자
라기 위해 사용하는 물과 같은 양의 물고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식물성 영양분을 얻습니다. 빗물 
탱크를 추가하면 시스템의 수질 특성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언급 한 나의 이유는 물고
기와 식물의 관계가 Aquaponics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Floating Raft

WaterWater--filled Grow Tankfilled Grow Tank
물로 가득 찬 성장 탱크 

물이 채워진 성장 탱크는 물 가든, 떠 다니는 뗏목 시스템 또는 덕키 워터 탱
크처럼 작동 할 수 있습니다.



950 Litre 950 Litre 
micromicroFish Farm Fish Farm 

AssemblyAssembly
950 리터 마이크로  피쉬 팜 조립 어셈블리



우리는 어항에 대한 부지를 수평으로 잡아서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
서는 거친 모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트는 가파르게 경사지므로 
우리는 자갈과 소나무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Levelling the Site 바닥 평준화 



탱크는 플랫폼에 위치합니다.

Positioning the Tank
수조 위치 잡기 



Autosyphon과 물 공급 장치를 삽입하면 바이오 필터 / 화단이 탱크
에 배치됩니다.

Setting up the 
Bio-filter

바이오필터 갖추기 



워터 펌프와 공급 파이프 작업은 
바이오 필터 / 성장 베드에 연결됩
니다.
어항은 팽창 된 점토 매체를 바이
오 필터에 로딩하기 전에 채워진다.

Connecting the Plumbing

수중펌프 연결하기 



오토 사이펀 배출은 230 리터 바이오 
필터 / 성장 베드가 약 90 초 내에 배
출되도록합니다

미디어 가드는 하이드로볼이 자
동 싸이펀 위로 끼어 들지 못하게
합니다.

Setting up the Autosyphon

오토사이펀 설치하기 



확장 된 점토 미디어는 microfish Farm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자갈보다 훨씬 
가볍고 손에 훨씬 편합니다.

Expanded Clay Media
매개물 

거의 끝났습니다 ...... 우리가 다른 어항에서 끌어 낸 물이 
가득한 탱크와 바이오 필터는 팽창 된 점토 매체로 가득 채
워져 있습니다.



Expanded 
Clay Media

확장 된 점토 미디어의 단점은 초기에 떠 다니는 것입니다. ... 바위가 자동 사이펀 
미디어 가드를 내리 누르는 것입니다.



완성 된 마이크로 농장은 접근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와 애완 동물 (그리
고 바람에 의한 파편)이 탱크에 들어 가지 못하게 막을뿐만 아니라 바이오 필터와 
함께 탱크를 덮어서 조류와 온도 조절을 용이하게합니다.

The 
Completed 

System

완성된 시스템 



1200 Litre 1200 Litre 
micromicroFish Farm Fish Farm 

AssemblyAssembly
1200 리터 마이크로 마이크로 소프트 물고기 농장 조립



우리는 화단의 기초로서 콘크리트 패드 (원래 빗물 탱크 용으로 깔아 놓은 것)를 사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바닥이 뒤뜰에있는 유일한 장소 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00 리터 수조를 약 300mm 정도 묻었습니다.

Setting Up the Site 장소 마련 



우리는 화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 높이가 두 
단계입니다.

Grow Bed Supports
화단 지지대 



처리 된 소나무 침목은 화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멘트 블록에 배치
되었습니다. 이지지 스탠드는 각 성장 침대가 약 750kg이기 때문에 견고해야했습니
다.

Building Grow Bed Supports 지지대 설치 



500리터 화이버글라스 화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Position the Grow Beds 화단 위치 잡기 



우리는 자갈을 사용하여 미디어 가드를 배치했습니다 ......

Placing the Media Guards 미디어 가드 배치



... duckweed 탱크를 수평으로 지지하기 전에.

Setting the Duckweed Tank Levels Duckweed 탱크 레벨 설정하기



개구리밥 탱크가 설치 됬습니다 .

Positioning the Duckweed Tank Duckweed 탱크 배치



우리는 일몰경에  설치의 주요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The Completed System 완성된 시스템 



며칠 후,이 시스템은 다양한 온도 제어 장치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A Few Bells and Whistles



Side View of Completed System 완성 된 시스템의 측면도



End View of Completed System 완성 된 시스템의 최종 뷰



Too complicated perhaps?Too complicated perhaps?
아마 너무 복잡해?



YouYou’’ll needll need……....

A tank…..about 200 –
250 litres will be fine.

필요 하실 겁니다.

200-250리터 탱크가 좋습니다.

몇 가지 작은 물방울 바이오 필터 .... 욕조 
콘센트 몇 개와 굴 껍질 몇 개

... 그리고 당신은 기본 재순환 양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중 연못 펌프 ... 약 1500 리터 / 시간



Add a growing systemAdd a growing system……....

A few trays…..

…..or some satellite pots…..

…..or a small gravel grow bed…

…..and you have an 
aquaponics system.

재배 시스템 추가 

몇개의 트레이 

그리고 작은 자갈 화단 



This system may be small….

이 작은 시스템은 생후 3 개월에서 6 개월 사
이에 생선을 뒤집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
에 따라 다름). 더 큰 Aquaponics 시스템을 구
축하기로 결정하면 큰 물고기와 함께 새끼를 
키우면서 성장 시즌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스템일 것입니다.



주요 요점이 섹션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이 섹션에
서 Aquaponics는 탱크에 관한 것이며, 
Aquaponics는 탱크, 펌프 및 성장 펌프 및 성장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물 시
스템 바이오 필터). 워터 필터를 추가하면됩니다. 
당신은 물과 생선과 생선을 더할뿐입니다 ...... 그
리고 그것은 그것입니다.

The Main Point 주요 포인트



Selecting Aquaculture  Selecting Aquaculture  
System ComponentsSystem Components

이 섹션에서는 Urban Aquaponics 시
스템 제작에 사용 된 구성 요소를 살펴 
봅니다.

구성 요소 시스템 선택 



어항은 산업용 벌크 용기 (IBC)와 같은 재활용 용기 또는 작은 원형 욕조와 같은 다
른 플라스틱 용기 일 수 있습니다. 250 리터의 용량으로이 욕조는 최초의 치어 탱
크 역할을했습니다. IBC가 어항으로 선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

TANKSTANKS



 … .. 빅토리아 출신의 밀른은 그의 뒤뜰 식품 생산 시설에서 이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뛰어난 재활용자인 그는 결코 많은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크'에 가치를 더하는 그의 능력은 우리 모
두에게 영감을줍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IBC로 구성되며, 일부는 
NFT 여물통과 재활용 센터에서 얻은 다른 여러 가지 비트와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Recycled 

System
재순환 시스템 



메가 빈은 원예 산업에서 과일과 채소
의 운송을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뒤뜰 양식 시스템에서 
이들 중 4 개를 어항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약 650 리터의 물을 보유하고 있
으며 내구성이 강한 폴리에틸렌으로 만
들어졌으며 어항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Mega Bins
큰쓰레기통(재활용)



뉴 사우스 웨일즈의 베로 라 (Berowra)에있는 Martin A1은 어항과 자갈 재
배 층 모두에 빗물 탱크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일렬로 세워
진 목재 프레임 연못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탱크와 연못에서 접
근 장벽을 사용해야합니다.

Galvanised 
Tanks

아연 도금 탱크 



이 950 리터 유리 섬유 탱크 (및 비슷한 1200 리터 옵션)는 microFish Farm 
개념의 초석입니다. 이 견고한 장치는 공간 효율적이고 다목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950 Litre microFish Farm 950 리터 microFish 농장



생물학적 필터는 양생 시스템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군집을 촉진합니다.

간단한 바이오 필터 – 적절한 매체로 채워진 플라
스틱 드럼. 굴 껍질을 사용하지만 다른 옵션으로는 
스티렌 비드, 코스 자갈, 팽창 점토 및 제조 된 플라
스틱 미디어가 있습니다.

BioBio--FiltersFilters 생물학적 여과기 



굴을 깐 굴껍질 바이오 필터는 질산화 박테리아의 집락을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
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소형 장치는 굴 껍질로 채워진 65 리터 피클 배럴로 
재활용됩니다. 물은 상단에서 바이오 필터로 들어가고 하단의 벌크 헤드 피팅을 통해 배
출됩니다.

굴 껍질 – 저렴하고 효과적인 바이
오 필터 미디어.

Bio-filter media
생물학적 필터 매개물



이것은 작은 바이오 필터 테마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쌓아 올린 플라스틱 상자에는 
굴 껍질이 채워져 물이 상단에서 흘러 들어가고 벌크 헤드 피팅을 통해 어항으로 배
수됩니다.

Stacking 

Crate Bio-
filter

적재 상자 바이오 필터



홍수 및 배수구 화단은 살수용 바이
오 여과 테마에 대한 변형입니다. 
…… 또한 효과적인 식물 재배 시스
템이라는 특징이 추가되었습니다. 

자갈은 저렴하고 (주된 이점) 매우 무겁습
니다 (주요 단점).

Grow BedsGrow Beds
화단



무빙 베드 필터 기술은 Anox Kaldnes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필터의 물에 떠 다니는 
Kaldnes K1 또는 K3 플라스틱 매체를 사용합니다. 생물막은 배지에 부착되어 질산화 박테
리아의 기질로 작용합니다. 많은 양의 공기가 필터로 펌핑되어 용지가 휘게됩니다. 이 휘젓
기는 지속적으로 기질을 갱신하고 새로운 질산화 박테리아의 성장을 자극하는 혁신적인자
가 청소 작용으로 박테리아를 지속적으로 제거합니다.

Moving Bed 
Filter Diagram

이동 층 필터 다이어그램



Kaldnes K1은 소량으로 가격이 비싸고 
자체 청소가 가능하며 질화 촉진에 매
우 효과적인 플라스틱 미디어를 제조했
습니다. 이동 층 바이오 필터에 사용됩
니다.

Moving Bed FilterMoving Bed Filter
이동 층 필터



물은 어류에서 모래를 유동화하기에 충분한 압력으로 모래 필터의 바닥으로 펌핑
됩니다 (현탁 물로 유지). 모래 (유익한 박테리아가 부착되는)에 의해 나타나는 넓은 
표면적 때문에이 유형의 필터는 질산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Fluidised Bed 
Sand Filter

유동층 모래 필터



MechanicalMechanical  
FiltrationFiltration

기계식 여과는 어류에서 어류 폐기
물의 일부를 걸러내어 성장 층 또는 
바이오 필터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
됩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필터 폼을 보여 주며 위의 
사진은 기계식 필터로 사용 된 일부 
Dacron의 이미지입니다.
필터 폼은 Dacron보다 내구성이 강하지 
만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어항의 배출구에 묶인 양말은 또한 어류 폐
기물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Mechanical Filtration

기계식 여과장치



바이오 필터 (홍수 및 배수관 포함)
는 어류 고형물이 과도하게 적재되
지 않으면 질화 측면에서 더 잘 작
동합니다.

이 200 리터의 플라스틱 드럼은 침
전 탱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이동상 
바이오 필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류 고형물은 간단한 사이펀으로 시
스템에서 제거 될 수 있으며 수질 개
선으로 이어집니다. 고형물을 제거하
는 더욱 편리한 방법은… 

Sedimentation Tank

침전조



어항의 물에서 고형 폐기물을 제거
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은 소용돌이 탱크로 유입되어 원 
운동 (탱크의 이름을 얻음)을 설정
합니다.
고형물은 탱크의 원뿔 모양의 바닥
에 침전되어 쉽게 뽑아낼  수 있습
니다.

Swirl TankSwirl Tank
소용돌이 탱크



세 가지 여과 공정이 특징입니
다 :

•  기계
• 생물학적
• UV – 조류 제거

탱크의 조류를 제거하는 데 유
용합니다.

Canister FilterCanister Filter
캐니스터 필터



1000 litres per hour1000 litres per hour

6500 litres per hour6500 litres per hour

4500 litres per hour4500 litres per hour

소형 Aquaponics 시스템의 경우 저 와트 
수중 펌프가 이상적입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펌핑하고 하루에 센트(달
러)를 소비 할 수 있습니다.

Water PumpsWater Pumps
수중펌프 

6500리터/시간 

4500리터/시간 

1000리터/시간 



더 큰 양생 시스템의 경우, 수중 섬프 펌
프는 더 많은 양의 물을 더 높은 헤드로 
옮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6,000 리터에서 
시작하며 플로트 스위치는 종종 옵션입
니다.

Sump PumpsSump Pumps
웅덩이(오수)펌프 



Pump TipsPump Tips

• 불가피한 팽창을 허용하고 펌프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펌핑 용량을 항상 구입하십시오.
• 연못 펌프를 선택할 때 펌핑 헤드 높이를 고려하십시오.
• 수중 펌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등급을 매겼는지 확인하십
시오.
• 펌프를 제한하지 않고 잉여 유량을 우회하십시오.
• 폭기 추가를 위해 여분의 물을 재순환하십시오.
• 예비 펌프 유지 (장비 고장시)는 저렴한 보험입니다.

펌프 팁 



Aquaponics 시스템에서 생선 사망의 1 
위 원인은 용존 산소 수준이 낮다는 것입

니다.
에어 펌프 구매

Air PumpsAir Pumps
공기펌프 



Pump ControlPump Control

자동 사이펀 설치 (왼쪽부터)는 베드 드레인, 스탠드 파이프, 자동 사이펀 장치 및 미디어 보호 파
이프 입니다.

Float Switch
Timers

펌프 콘트롤 

• 전기 타이머
• 플로트 스위치
• 자동 사이펀

플로트 스위치 



우리는 미세 관개 피팅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작업하기 쉽고 
비교적 저렴합니다.

대규모 설치에는 PVC 파이프와 피팅
을 사용합니다.

Fittings, Hoses Fittings, Hoses 
and Pipesand Pipes

피팅, 호스 피팅, 호스 및 파이프 



벌크 헤드 피팅은 탱크를위한 방수 연결을 만들거나 베드를 성장시키
는 데 사용됩니다.

Bulkhead 

Fittings



레저 용 어선의 미끼 탱크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벤 투리 장치입니다. 
또한 어항에 많은 양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nturi

벤투리 



Risk ManagementRisk Management

 이 섹션에서 우리는 당신, 당신
의 가족 및 당신의 물고기를 유
지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 관리



수조는  무인 탕, 스파 및 수영장보다 위험하
지 않으며 유아와 애완 동물이 접근 할 수 없
도록 항상 덮어 두어야합니다.

Access Access 
BarriersBarriers
접근 장벽 



 수원에서는 파이프 벽과 부속품에 부유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바이오 필름이라고합
니다. 이 기질 (재순환 양식의 중심 인 질산화 박테리아를지지하는)은 작은 파이프와 
개구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가 허용 된 경우. 파이프와 호스를 주기적으로 
플러싱하면 대부분의 바이오 필름 문제가 해결됩니다.

Blockages and LeaksBlockages and Leaks 막힘 및 누출



벌크 헤드 피팅은 뒤뜰 양어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장치이지만, 수생 시스템의 잠재적 
고장 점이기도합니다. 격벽 피팅의 스트레이너 교체를 간과하고 핑거링이 피팅에 장착 
되었기 때문에 거의 어항을 펌핑했습니다.

Failure 

Point
실패 지점



시스템 배관에서 막힘을 개발하면 어떻게됩니까? 현재 시스템에
는 탱크 주변에 모든 파이프 작업이 포함되어있어 누출이 발생하
면 물이 탱크로 다시 유입됩니다.

Failsafe Plumbing 비상 안전 배관



240 볼트 정전 백업 스위치입니다. 정전시 
배터리 구동 펌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240 볼트가 복원 되 자마자 배터리 백
업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이 소형 휘발유 발전기는 정전 처리를
위한 또 다른 전략입니다.

Power Failure Backup 정전 백업



FISHFISH

이 섹션에서는 호주 아쿠아 포니 스트가 이
용할 수있는 광범위한 민물 고기 및 가재 
종을 살펴 봅니다.

물고기 



다양한 기후의 수질에 견딜 수있는 오메
가 -3 오일이 많이 함유 된 시원한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초보자에게 적합한 종입
니다.

Jade PerchJade Perch 옥 농



퀸즐랜드의 Barcoo 강 – 옥 농 어의 고향

Barcoo River



Jade Perch



그 이름은 모두 다 – 검은 색 표시로 인해이 물고기가 비취 농어와 혼동 될 수 있지만 
접시에 담 으면 차이를 알게됩니다.

Leathery GrunterLeathery Grunter



호주에서 뒤뜰 수생 생물을 위해 가장 널리 유
지되는 종. 그들은 넓은 온도 범위에 대처하여 

남부 주에 적합합니다.

Silver PerchSilver Perch



King of Australia’s river systems

Murray CodMurray Cod



An excellent table fish with an 
International reputation.

BarramundiBarramundi



Can be kept in most parts of Australia – unusual 
in appearance and excellent on the plate.

EelEel--tailed Catfishtailed Catfish



Known by various names 
including Callop, Murray 
perch and Yellowbelly.

Ausyfish proprietor Bruce Sambell with 
one of his Golden perch brood stock.

Golden PerchGolden Perch



Freshwater Freshwater 
CrayfishCrayfish

• Yabbies

• Redclaw

• Marron



Sleepy CodSleepy Cod

• Fast growing.

• Strictly carnivorous.

• Highly regarded eating fish



Female Sleepy cod and babies…..lots of them.
Sleepy Mum and Babies



Australian Bass Fingerlings

Honey Perch

Honey perch are showing some aquaculture 
potential.  Australian bass, already an 
established sport fish, has yet to prove itself 
in an aquaponic context.

The Jungle perch and Neosilurus catfish are 
other species of interest to local 
aquaculture researchers.

Other Species of InterestOther Species of Interest



A nice catch – six metres from our back door.
A Nice Catch



Steamed Jade perch – it may not look pretty but it sure tasted good.

Steamed Jade Perch



Grilled Jade perch and salad – high in Omega 3 oils.

Grilled Jade Perch



Managing Water              Managing Water              
Quality & TemperatureQuality & Temperature
이 섹션에서는 수질 매개 변수 중 일부
와 이러한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살펴 봅니다. 또한 빗물 포집 
및 열 보존 전략도 고려합니다.

수질 관리 수질 및 온도 관리



32Darwin

6  - 35Hobart

135  - 150Adelaide

100Brisbane

30Perth

40  - 60Sydney

10  - 25Melbourne

mg/LState

Water Hardness

Lethal with prolonged 
exposure

>30mg/L
Respiratory Distress15 to 30 mg/L
OK<15mg/L
CO2 Levels

23  - 31Yabbies

23  - 31Redclaw

23  - 25Marron

23  - 28Silver Perch

20  - 35Murray Cod

20  - 30Jade Perch

28  - 32Barramundi

Optimum Temperatures  - 0C

Water Parameters

물 경도
최적온도 

이산화탄소 수준

호흡 곤란

장기간 노출로 치명적



간단하고 저렴한 수질 테스트를 통해 수생 시스템이 
적절한 수질 매개 변수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ter Test Kit

물 테스트 키트



이 10,000 리터 탱크는 빗물 수확 노력의 중심입니다.

Aquaponics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물이 비교적 적은 어류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빗물을 포획하면 수질 효
율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Main Rainwater Tank

빗물 탱크



지역 철물점에서 구입한  500 리터의 물
을  창고 지붕에서 빗물을 모을 수있었습
니다. 우리는이 용기가 식수 등급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1000 리터 IBC는 두 개의 작은 양생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집 뒤에서 
빗물을 포착합니다.

More Rainwater Tanks 부속 빗물탱크 



아쿠아포닉  시스템 구성 요소를 덮는 것이 온도를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 것입
니다. 작은 태양을 향한 콜드 프레임과 가벼운 미니 온실은이 혁신적인 Urban 
Aquaponics 시스템 내에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동 태양 전략 중 일부입니
다.

Temperature Temperature 
ControlControl

온도조절 



 이 간단한 미니 온실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추운 날에 온화한 온도를 보장합니다.
Mini-Greenhouse



Other Types of Greenhouse

Greenhouse Film

Greenhouse film

Grow 
Beds

태양을 향한 온실은 일년 내내 야채
와 허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 온실은 건설하기에 경제적이
며 중앙 통로는 성장하는 화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Greenhouse 

Types

온실의 다른 유형

온실 필름

화단 



NFT 시스템의 단순한 그늘은 섬세한 식물이 햇볕에 타지 않도록합니다.
NFT Shade NFT 그늘



Grow Bed Grow Bed

Fan
MH or HPS Lights

Fish Tank

실내 아쿠아 포 닉스는 어류와 식물의 생산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두 가지
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물의 조명에서 나오는 폐열
을 사용하여 어항을 최적의 온도로 유지하면 조명 비용이 조명 및 난방 기능 모두에 
분산됩니다. 이 효율성은 물고기가 제공하는 영양분에 의해 더욱 활용됩니다.

Indoor GardeningIndoor Gardening
실내 원예

환풍기 
MH 또는 HPS 조명

화단 

수조



이 섹션에서는 독점적 인 배급량과 뒤뜰 양어
업자가 이용할 수있는 일부 DIY 옵션을 살펴 
봅니다.

Feeding your FishFeeding your Fish
물고기 먹이



독점 어류 펠렛은 다양한 제형 및 크기로 제공됩니다. 그들은 사용하기 편리하며 일반적
으로 제형 화 된 종에 대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또한 비싸고 많은 양
의 어분을 함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분 콘텐츠는 독점 배급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
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쿠아포닉 학자들은 점점 더 다양한 생선 양식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ish 

Pellets
펠렛먹이



Animal Protein OptionsAnimal Protein Options
•  블랙 솔저 플라이 애벌레
• 웜
• 벌레
• Blowfly / Housefly 애
벌레
• 피더 바퀴벌레
• 누에
• 피더 피쉬

검은 군인 파리  – 뒤뜰 물고기 농부의 친구 

DIY Animal ProteinDIY Animal Protein
DIY 동물성 단백질



 퇴비 통 바닥….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 
색 군인 파리를  소개합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은 가치가 낮은 음식 찌꺼기를 고단
백 유충과 벌레 침구로 바꿉니다.

솔저 플라이 애벌레는 40 % 단백질 (건조 
중량)이며 인상적인 비타민, 미네랄 및 아
미노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수확하고 냉동실로 바로 들
어갑니다. 생선과 가금류는 냉동실에서 바
로 먹을 것입니다.
BSF는 귀 하나 귀하의 집에 관심이 없으
며 BSF와 인간의 질병 사이에 입증 된 연
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량의 유기 폐기물을 토양 컨디셔
너로 변환하여 정원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유충은 메추라기, 닭 및 오리와 같은 다른 
뒷마당 가축을 위해 다른 재료 (덕 위와 같
은)와 함께 건조 및 결합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BSF BenefitsBSF Benefits
등애유충의 장점 



집에서 만든 BSF 수확기 – 우리는 애벌레가 들어있는 콤포지를 왼쪽 통에 넣었습니
다. 유충이 준비되면 경사로를 올라 오른쪽의 욕조에 떨어 뜨립니다.

BSF Harvester



집에서 만든 또 하나의 BSF 애벌레 수
확기 – 검은 쟁반의 양끝에있는 슬롯은 
유충이 쟁반에서 나와 흰색 수거함에 
떨어질 수있게합니다.
솔저 플라이 애벌레는 유전자 변형을
하기 전에 음식 소스에서 자신을 제거
하도록 유전자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
다. 그들은 45도 경사를 올릴 수 있습
니다.

Another BSF Harvester



A good harvest of larvae.

성인 BSF는 기능적인 입 부분이 없
으므로 먹지 않으며 인간 음식을 역
류 할 수 없습니다.
BSF는 알을 낳고 낳을 수있을 정도
로 5 – 8 일 동안 만 산다.
솔저 파리는 파리가 음식에 대한 접
근을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집파리 
수를 최대 95 %까지 줄일 수 있습
니다.
BSF 유충은 건조하고 냄새가 없습
니다.

Did you knowDid you know…….?.?

유충의 좋은 수확



The female BSF enters the unit The female BSF enters the unit 
through this vent.through this vent.

Collection BucketCollection Bucket

Growing Growing 
ChamberChamber

Harvesting RampsHarvesting Ramps

Leachate DrainLeachate Drain

BioPod – 번거롭지 않은 BSF 유충 생산 용. 
바이오 팟
주방 스크랩은 성장 챔버에 배치됩니다. 여
성 군인은 뚜껑의 통풍구를 통해 유닛으로 
들어가고 알을 낳습니다.
유충이 자라면, 재배 실의 경사로를 크롤링
하여 수거통으로 떨어 뜨려자가 수확합니다.

침출수 배수
암컷 BSF는 암컷 BSF가이 통풍구를 통
해 단에 들어갑니다.

집하통



Duckweed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꽃 피는 식물 – 고품질 식물 단백질.

Duckweed – plant protein Duckweed – 식물성 단백질



DuckweedDuckweed
개구리밥 

• 35 – 40 % 단백질
• 쉽고 저렴하게 성장
• 물에서 영양분을 제거합니
다
• 빨리 자랍니다
• 수확 및 보관 용이
자체적으로 먹이를 줄 수 있
습니다 ...... 또는 배급의 일부
로



잉여 유충은 냉동되어 나중에 사용하
기 위해 보관됩니다 – 생선과 닭을위
한 패스트 푸드.

Shards of frozen duckweed 

Frozen Duckweed

냉동 개구리밥

생선 샐러드…. 물고기의 관점에
서… .duckweed와 BSF 애벌레.



Growing Systems

이 섹션에서는 Aquaponicists가 사용
하는 다양한 시스템 옵션을 살펴 봅니
다.

재배 시스템 



이 견고한 장치는 자갈을 취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플라스틱, 목재, 합판 (라이너가 장착 된) 및 재활
용 욕조 및 드럼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재배 침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갈은 일반적으로 매체로 사용되지만 다른 옵션
으로는 팽창 점토, 펄라이트, 질석 및 코코 껍질이 
있습니다.

Grow BedsGrow Beds 화단 



Perlite
Coarse 

Coco Coir
Medium 

Coco Coir

Expanded 
ClayVermiculiteGravel

Growing System MediaGrowing System Media
재배 시스템의 매개물(배지)

중간크기의 야자껍질 
펄라이트 거친 코코 야자 껍질

자갈 질석
하이드로볼 



* Light Expanded Clay Aggregate ** Coco Peat is fully recyclable

ExcellentFairGoodFairExcellentLifespan

ExcellentExcellentGoodExcellentPoorEase of Handling

ExcellentExcellentPoorModestPoorWater Retention

GoodFairGoodGoodExcellentAeration

GoodGoodGoodGoodGoodDrainage

GoodGoodPoorPoorGoodPlant holding

ModestModestHighModestLowCost

ModestLightModestLightHeavyWeight

GoodLowGoodLowExcellentDurability

Coco PeatVermiculiteLECA*PerliteGravel

Growing Media Comparison

Growing Media Comparison



이 자갈 재배 화단은  NSW Berowra의 Martin A1에 속하며 아연 
도금 탱크 섹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Galvanise

d Steel 
Grow Bed

아연도금 화단 



Gravel Grow Beds Gravel Grow Beds –– at 10 daysat 10 days
자갈화단-10일경과



Gravel Grow Beds Gravel Grow Beds –– at 17 daysat 17 days
17일 경과 



Gravel Grow Beds Gravel Grow Beds –– at 28 daysat 28 days
28일 경과ㅣ



Gravel Grow Beds Gravel Grow Beds –– at 42 daysat 42 days
52일 경과



Satellite PotsSatellite Pots 위성 포트 



Satellite PotsSatellite Pots
•  연속 흐름 관개
• 큰 식물에 적합
• 재배치 가능

Satellite Pots

위성포트 



간단하고 가벼우 며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

Tray SystemTray System 트레이 시스템



The Autopot SystemThe Autopot System
오토폿 시스템 



상추와 연약한 허브 재배를 다루십시오.

Nutrient Film Technique (NFTNutrient Film Technique (NFT)



잘자란  뿌리 성장은 NFT 성장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NFT RootsNFT Roots NFT 뿌리 



Aquaponic PotatoesAquaponic Potatoes 아쿠아포닉 재배  감자 



•  비용의 50 %를 포함
• 공간의 20 % 사용
• 물 10 % 필요
• 씨앗의 5 %를 사용합니다
• 작업의 2 %가 필요합니다

…. 종래의 정원.

Square Foot GardensSquare Foot Gardens



 물 이 많이 들지 않는 
• 편안한 작업 높이
• 발굴 금지 – 잡초 제거
• 생산성이 높음

Raised Sheet Raised Sheet 
Mulch BedsMulch Beds



우리는 4 개의 시트 시트 멀치 베드를 운영합니다.

Our 4 Raised Sheet Mulch Beds



우리의 성장 시스템의 모든 편안한 
작업 높이로 설정됩니다.

Growing System SetupGrowing System Setup
재배 시스템 만들기 



PLANTSPLANTS

이 섹션에서는 Urban Aquaponics 시
스템에서 재배 할 수있는 몇 가지 식물 
만 살펴 봅니다.

식물 



토마토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아쿠아포
닉  재배 시스템에서 잘 자라는 고가의 
작물입니다.

Tomatoes



Brassica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면 수경재배 
법을 사용하여 자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쿠아포닉에서도 자랍니다 .



우리는 허브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수조 영양소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Herbs



이 2 개의 재생 섬유 유리 재배 침대는 
빅토리아의 Milne Matthews에 속합니
다. 재활용 된 재료는 Milne의 양 어류 
장치의 특징입니다.

보통 식물 간격은 보통 침대에서 무시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물이나 영양분
을 위해 서로 경쟁 할 필요가 없습니다.

Plant Spacings 식물 식재 간격



More Plants



실버 비트는 아쿠아포닉 시스템에서 잡초처럼 자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먹고 생
선, 닭 및 메추라기의 녹색 사료로 사용합니다.

Silver Beet 근대 



우리는 코코 피트에서 감
자와 당근을 재배합니다.

Carrots and Potatoes 당근과 감자 



Lettuce 상추 



Tray System Plants



NFT Lettuce



Chill



Integrated Backyard Integrated Backyard 
Food ProductionFood Production

In this section, we get an insight into the 
range of other backyard food production 
integrations that are possible. 



Integrated Backyard Food ProductionIntegrated Backyard Food Production

Integration is the secret to successful backyard food production.   In 
fact, integration is the secret to sustainable food production… period!

If you set out to emulate commercial farming (which is neither 
integrated nor sustainable), your home-grown food will always be more 
expensive than the stuff you buy at the local supermarket, largely due to 
the economies of scale. 

If, however, you can source your plant nutrients, livestock fodder, and 
water at little or no cost, you can shift the balance in your favour…..and 
therein lies the key to producing food cheaper than the big players in 
agriculture.

Integration occurs when we combine two or more food production 
systems to leverage their efficiency.

Integrated systems are always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They’re 
the agricultural equivalent of 2+2=5 (or more).



IBFP OptionsIBFP Options……..
• Freshwater Fish and Crayfish
• Plants - vegetables, herbs, soft fruits & fodder
• Trees for fruit, nuts and fodder
• Chickens for meat and eggs
• Japanese Quail for meat and eggs
• Muscovies and waterfowl
• Rabbits
• Snails
• Mushrooms and other fungi
• Other micro-livestock – goats, pigs, sheep and cattle
• Live animal protein – BSF, worms, feeder roaches
• Plant protein – duckweed and azolla



We rear our own meat chickens in this little hut.

Meat ChickensMeat Chickens



Meat chickens at about seven weeks of age – and ready for processing.

Meat Chickens – 7 weeks



Meat chickens at just two days of age.
Meat Chickens – 2 days



We keep three laying chickens which 
provide us with plenty of free range 
eggs and more than a little amusement.

Our layer chicken night quarters – keeps 
birds secure against predators and 
protects them from weather extremes.

Laying ChickensLaying Chickens



A male Japanese 
Quail cockerel.

Our fan-forced electric 
incubator loaded with 
quail eggs.

Japanese QuailJapanese Quail



The Quail Palace – used for rearing quail and meat chicks – doors on both 
sides for easy cleaning – removable internal partitions – plywood floors -
shredded paper waste for deep litter.

The 
Quail 

Palace



5 Quail eggs weigh as much as one chicken egg.  They taste the same and 
can be used for similar dishes - 10 – 12 quail eggs for an omelette.

Eggs



BioBio--Security WarningSecurity Warning
No organism from an Aquaponics system should be 
allowed to make its way into any natural watercourse. 
Plants or animals from an Aquaponics system that are 
introduced into the wild may be carrying disease 
organisms that can be transmitted to wild plants, animals 
or fish. 

Bio-security Warning



Well, that’s it!  

We hope that you enjoy your copy of The Urban Aquaponics 
Manual….and that it leads you to build your own Integrated 
Backyard Food Production systems.

We invite you to keep an eye on what we’re doing by visiting:

www.urbanaquaponics.com.au

If you’d like to communicate with a small but pleasant group 
of like-minded Aquaponics enthusiasts, you might like to visit 
our discussion forum:

www.aquaponicshq.com

www.urbanaquaponics.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