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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layer plant production systems using a sunlight 
and LED. Nowadays most of plant produ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by plant factory using 
only LED. In case of plant factory using LED, however, the light quantity is not sufficient for vari-
ous kinds of medicinal plants. In this paper, authors have tried to apply the both the luminous sour-
ces using a natural sunlight and an appropriate LED. During the daytime, a natural sunlight was ap-
plied using the Heliostat, while in the nighttime, LED was used. The proposed mixed plant pro-
duction system was constructed under the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distribu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Through the hybrid plant prodution systems, the growth of Ginseng plants 
were recorded and demonstrated by CCD camera and monitoring program. 

 

Fig. 2 LED Lighting.

1)              1. 서  론

  최근 환경적 지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수확량

을 높일 수 있는 LED를 사용한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LED만을 사용한 경우 초

기 설비투자가 노지 재배에 비해 약 20배정도 비용

이 더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 농가들에서는 관심은 

있지만 선뜻 투자할 의사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동화 설비의 발전으로 이전에 비해,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Parus, Cell Lab 등에서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과 

소형 식물재배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LED만을 사용할 경우 광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자연광과 인공광을 병

행하여 작물재배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낮시간 동안은 헬리오스탯을 이용하여 

태양광으로 작물재배를 하고, 자연광이 적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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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식물생산 시스템을 구

성하고, 온습도,  변화에 대한 계측과 제어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식물생장을 보여준다.

2. 복합 식물생산 시스템

2.1 태양광 추적장치 및 조명 제어장치

 Fig. 1 Heliostat systems. 

  Fig. 1은 컨테이너 위에 설치된 헬리오스탯의 전

경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생장기록장치에 CAN 통

신을 통해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2는 각 

재배선반의 LED 조명에 대해, 데이터 수집 기능이 

포함된 지그비 제어보드를 통해 PWM 제어를 수행

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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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물 생장기록 및 환경 제어장치

Fig. 3 Control systems for plant growth record.

Fig. 4 Connection diagram for shelves. 

  식물 생장기록 제어장치(Fig. 3)는 NI PXI 제품

을 사용하였으며, CVI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제작하였고, 온도, 수분함유량,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계측채널과 6대의 카메라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환경제어

는 안정적인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도록 항온항습기

를 재배공간에 설치하였다. Fig. 4는 각 식물 재배선

반의 연결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식물생산 시스템 운영

3.1 제어 환경
식물생산 시스템의 운영은 , 조도, 온도, 습

도, 토양 수분센서를 통한 조건에 따른 실린더, LED

광원, 환풍기를 작동시켜 수행되었다. 또한, 각각 설

정된 프로파일에 따라 온․습도 변화를 RS285 통신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조도센서 

및 온․습도, , 수분토양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실린더, LED, 카메라를 자동 제어 되도록 구성하였다.

3.2 식물재배 기록

      

2013.05.10(16:23)  2013.05.16(18:00) 2013.05.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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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records of a Ginseng seedbed.

Table 1 Variation of a Ginseng root length with
         red and blue LED ratios (Units : cm).

L E D 

ratio

Days (Year of 2013)

05. 27 06. 05 06. 11 06. 18

1:1 8.0±2.5 11.0±2.2 11.4±1.9 12.8±0.5

1:2 9.9±1.9 9.9±2.7 12.7±2.3 13.0±0.7

1:3 11.2±1.6 12.2±0.3 12.4±0.7 13.1±0.3

1:4 11.6±3.5 12.4±0.9 13.2±0.8 14.4±1.3

  Fig. 5는 인삼 묘삼을 심은 후, 약 한달 간의 생

장기록을 나타낸 사진이고, Table 1은 LED 적색광

과 청색광의 비율에 따른 묘삼 뿌리의 길이를 관찰

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LED광의 적․청 비율에 따른 

묘삼의 뿌리길이는 다른 비율에 비해 1:4에서 조금 

더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본 논문에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뿌리 길이를 제외한 다른 부

분의 생장은 거의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1:1 비율에

서의 묘삼이 고른 성장분포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첫째, 헬리오스탯 장비가 태양의 궤도를 추적하면

서 빛을 실내로 반사시켜 작물에게 필요한 태양광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계단식의 재배선반 배치를 

함으로써, 태양광이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었다. 셋

째, LED의 적색광과 청색광의 비율이 1:4의 경우

에는 뿌리의 길이가 다른 비율에 비해 더욱 성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1:1 비율이 고르게 

성장하였다. 넷째, 모니터링과 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의 생장모습을 관찰 혹은 감독하여 식물

공장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식물의 생장

을 관찰하여 식물의 병충해 등에 민감한 외부 환경 

변화 혹은 미생물 침투 등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으며 식물공장 내부의 환경을 외부에서 제

어함으로써, 날씨 및 기온에 따른 환경변화에 직접 

사람이 식물공장 내부를 가서 제어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SMS 통보를 통하여 식

물공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시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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