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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orldwide presents a new vision for
agriculture. Time and place, as well as the high-tech industry, to overcome barriers to the fusion of the so-called "smart
agriculture," are changing the agricultural landscape. Core container production in precision agriculture for mushroom cultivation,
optimal temperature, humidity, irradiation, self-regulation of factors such as carbon dioxide, and environment for mushroom
cultivation were adopted. Lentinula edodes (shiitake) is an edible mushroom native to East Asia, cultivated and consumed in
many Asian countries. It is considered to be medicinal in certain practices of traditional medicine. We used different controlled
light sources (Blue-Red-White-combined LED, blue LED, red LED, and fluorescent light) with different LED radiation intensities
(1.5, 10.5, and 20.5 µmol/m2s for LEDs) to compare growth and development. Mushrooms were treated with light in a 12-hour-
on/12-hour-off cycle, and maintained in a controlled room at 19~21°C, with 80~90% humidity, and an atmospheric CO

2

concentration of 1,000 ppm for 30 days. Growth and development differed with the LED source color and LED radiation
intensity. Growth and development were the highest at 10.5 µmol/m2s of blue LED light. After harvesting the fruit bodies, we
measured their weight and length, thickness of pileus and stipe, chromaticity, and hardness. The 10.5 µmol/m2s blue-LED-
irradiated group showed the best harvest results with an average individual weight of 39.82 g and length of 64.03 mm, pileus
thickness of 30.85 mm and pileus length of 43.22 mm, and stipe thickness of 16.96 mm with fine chromaticity and hardness.
These results showed that blue LED light at 10.5 µmol/m2s exerted the best effect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L. edodes

(shiitake) mushroom in the ICT-system container-typ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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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폭설,

가뭄 그리고 저온 등의 피해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품가격의 변동 폭이

급변하여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et al., 2004).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부환경요

인에 관계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큰 관

심을 받고,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1). 식

물공장이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광, 온·습도, 이산

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연중 연속 생산이 가능하며 작

물의 수량과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공장형 식물생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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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뜻한다(Kang 2008, Lee and Choi 2010). 이러한 식

물공장은 Green IT 기술과 융합된 식물공장 관련 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연

구, 인공광원 시스템 도입, 환경 제어용 센서모듈의 개발,

식물공장 자동화 설계, 멀티미디어의 활용, 고품질 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고(Lim, 2015), 그 특성상 실내에 많은

센서와 설비장치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설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물공장내의 상황 정보

의 수집 및 교환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 및 추론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에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Schilit et al., 1994, Covington et al., 2002). 버섯의 생

육환경조건에 미치는 광의 영향에 대한 연구 중 표고버섯

원기형성 시 청색광이 색소형성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

으며(Gary et al., 1987), Richard 등 (1999)은 흰가루먹물

버섯(Coprinus stercorarius)의 원기형성 및 담자과

(Basidiocarp)의 성장에 청색광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암조건에서 생육한 느타리버섯은 착색이 되지 않고 갓이

거의 형성되지 않지만, 30~100 Lux의 광을 조사했을 때

는 대가 길고 크기도 일정한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

할 수 있다(Inatomi et al., 2000). 계절, 장소 등과 관계없

이 자동화를 통한 생산방식이 가능한 식물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생육

에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버섯재배용 컨테이너 선정 및 내부 설계

버섯재배용 컨테이너는 40ft HQ 수출용 일반 컨테이너

(freight Container)로 해외 수출시 현지 기후 가변성을 고

려하여 영하 30
o
C~영상 40

o
C 외부환경에서 온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내부 우레탄/EPS 단열 패널을(단열 두께:

Roof 120 mm, Side 65 mm, Base 80~110 mm) 시공하

였다. 운송품 반입용 단부문짝의 내부에 2 mm 철판 용접

후 출입용 방화문 및 단열패널을 설치하였고, 선박 수출

이후 현장 설치 시에 2기의 대형 단부문짝은 절단 제거

가능하도록 시공하였다. 컨테이너 바닥은 단열패널 상부

에 용융아연도금 처리한 C형강 프레임을 격자로 용접 시

공하여 버섯 재배시 고습 상태에서 발생되는 내부 결로는

컨테이너 후미 바닥의 배수장치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도

록 시공되었고, 외부 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장

치는 U자관 타입 및 고무막 개폐 처리하였다. 내부 단열

패널은 고습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처리하였다.(Fig. 1).

컨테이너 재배실내 외부 공기 유입 및 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어실 도어를 구분 설치하였고, 단열/결로 방

지를 위해 페어 글라스(Pair Glass) 슬라이딩 도어로 설

치하였다.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한 재배실 온도 변화를

최소화와 대기보다 무거운 CO2의 특성을 고려하여 CO2

배출이 우선되도록 재배실 상단부(공기유입용) 및 하단

부(배출용)에 비대칭으로 HEPA Filter 4기를 설치하였다

(Fig. 2). 

내부 용적 및 단열 정도/온도 제어범위를 합산하여 재배

실 냉난방 부하 산출(약 5 kW), 내부 설비 및 조명 설비

발열량(1.2 kW)을 포함한 냉난방 공조설비(HVAC)의 용

량(6.2 kW)을 선정하였고, CO2제어를 위한 흡기휀 가동

시 외부 공기 순환률을 고려하여 소요 용량대비 150 %인

9 kW를 설치하였다. 공조설비(HVAC) 온도제어는 17
o
C~

31
o
C까지 온도 설정 시 균상대 상단에서 2기의 Air Circulator

를 사용해 6 m 균상대에 균일하게 송풍이 가능하도록 하

며, 공조설비의 송풍구와 인접한 균상대 측면은 재배 버

섯이 직접 냉해를 입거나 건조되는 것을 막도록 패널로

차단, 제어용 PC내 통합 운용프로그램에서 온도환경설정

을 통해 최대오차 ±2
o
C 내외로 제어 가능하다(Fig. 3). 

습도제어는 재배실 내부 용적 (약 45.5 CMB) 및 버섯

Fig. 1. Specification of mushroom cultivation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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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적정습도 (90% RH 내외)를 고려하여 5분 이내에

설정 습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메인 원심식 가습기(15~

20 L/h)를 재배사 입구쪽에 설치하고, 보조 초음파 가습기

(10 L/h)를 온도제어 냉난방기 옆쪽에 설치하였다. 습도

설정은 PC 통합 운영프로그램에서 설정가능하다(습도제

어 설계범위 : 내부 설정 온도 17~31
o
C에서 60~95 RH).

환기휀 공기 배출 방식으로 버섯의 호흡으로 인해 배출되

는 CO2농도를 제어하였다. 외부 배출용 휀은 대기보다 무

거운 CO2가 우선 배출될 수 있도록 재배실 내부 하단에

설치하였다. CO2가 적정수준으로 배출될 때 까지 유입되

는 공기는 HEPA Filter를 거치게 되며, 배출용 휀과 동시

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CO2 제어 범위는 400 ppm

(대기수준) ~ 1,500 ppm(밀폐상태로 지속 가동시), 환기휀

2 set의 최대배출량은 4.2 m
3
/min로 재배실(45.5 CBM)

내부 공기의 분당 외부공기 순환률은 9.2%이었다. 외부

공기 유입시 내부 온도 변화에 따른 추이를 단위시간별로

체크하여, 보조 냉난방 장치 가동시간의 편차와 지연시간

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광환경제어용 컨트롤러 제작은 3기의 실험용 컨트롤러

를 통해 4개 그룹의 LED광실험 환경별 광량 조정이 가능

하였다(Red/Blue/White조합광 제어 1기, Red LED 제어

1기, Blue LED 제어 1기, 형광등은 별도 광량조절 기능

없음). 각 실험 환경별 광량 조절방식은 해당 컨트롤러의

전원공급 SMPS의 출력전압을 가변저항으로 조절되었으

며, 균상대의 1~3단 선택시 Select Switch를 이용하여 선

택한 상태에서 Digital Ampere Meter의 합산 전류 수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컨트롤러의 구동시간은 PC

통합 운용프로그램에서 12개 실험군의 on/off시간 설정을

통해 가능하며, 컨트롤러 자체 Daily 타이머 부착으로 PC

없이 15분 단위/24시간 제어가 가능하다. LED파장 및 광

량 제어 실험 환경 설계는 버섯재배시 최적 광원 실험을

위해 5개 실험군(Red, Blue, Red/Blue/White 조합, 형광

Fig. 2. Interior design plan of container.

Fig. 3. Auxiliary temperature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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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조명)으로 실험베드를 구성하고 LED실험베드는 파

장별 비교 실험 및 컨트롤러에서 조정한 광량에 따른 비

교 실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각 실험베드에는 버섯

품종별 크기나 성장에 따라 광조사 거리 및 광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 장치를 별도로 부착하여 추가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 4).

수출 지역의 전력공급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재

배 시설 구축시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 실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상부에 태양광 모듈(250W × 6기)을 설

치하였다. 태양광 발전 모듈로부터 DC 60V 출력이 가능

하도록 회로 구성한 접속반을 설치하였고, 220V 일반전

기와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egulator 및 Mixer 장치와 추가 비용 및 설치 없이 LED

조명용을 사용하는 DC출력전원(DC48V)과 병용으로 직

접 연결 기능이 탑재된 LED 전원공급컨트롤러를 적용하

였다. 주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시간동안은 태양광 발

전기기를 사용하고 발전량이 부족하면 220V 일반전기를

혼용하여 LED조명을 점등하도록 하는 태양광 발전병용

LED 전원공급컨트롤러를 적용하였다(Fig. 5).

표고버섯 생육시험

표고버섯은 담자균아문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이다.

표고버섯을 분류하는데 있어 singer는 구멍장이버섯과,

Pegler는 송이과에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분류 체계가

또 바뀌어 낙엽버섯과(Marasmiaceae) 표고속(Lentinula)

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고버섯 발생시험을 위해 ‘산조

701호’(L. edodes)를 공시균주로 사용하였으며 참나무톱

밥 85%와 미강 15%를 부피비로 혼합하고, 수분량을

60%로 조정하여 1.4 kg 씩 입봉하였다. 온도 25±1
o
C에서

60일간 암배양 후, 온도 20±1
o
C에서 30일간 명배양하였

다. 70% 이상 갈변이 진행된 배지를 상면절개와 침수 후,

컨테이너형 버섯재배사로 이동하여 온도 20±1
o
C, 습도

80~90%, CO2 1,000 ppm 조건에서 생육시험을 실시하였

다. 표고버섯의 초발이소요일수는 청색 LED광에서 5~6

Fig. 4. Light source installation specification.

Fig. 5. Connection of LED powersupply controller(Solar cell usab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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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적색 LED광, 혼합 LED광, 형광등에서 6~7일로 유사

하였고 생체중은 10.5 µmol/m
2
s의 청색 LED광에서

39.82 g으로 타처리구에 비해 우수하였다(Table 1). 이는

느티만가닥버섯 생육시 청색 LED광 조사시 갓이 커지며,

갓색이 짙어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Kengi et

al., 2002).

 

적 요

하이테크 산업은 이른바 스마트 농업의 융합에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의 경관을 바꾸고있다. 정밀 농업의

핵심인 온도, 습도, 위치 정보 및 실시간 요약 정보 등의

중요한 ICT제어기술을 적용하여 버섯재배온도, 습도, 조

명, 이산화탄소 등의 제어가 가능한 컨테이너형 버섯재배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였으며, 버섯 재배에 활용가능성을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고버섯의 초

발이소요일수는 청색 LED광에서 5~6일, 적색 LED광, 청

색-적색-흰색 혼합 LED광, 형광등에서 6~7일로 유사하였

고 생체중은 청색 LED광에서 39.82 g으로 타처리구에 비

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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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LED mixed light on the properties of fruit body and yield of Letinula edodes

Light source
Primordia
formation

(days)

Weight of fresh 
fruitbody(g)

Dry weight of 
fruitbody(g)

Length of
pileus(mm)

Thickness of
pileus(mm)

Length of 
stipe(mm)

Thickness of 
stipe(mm)

Blue 5~6 39.82 ± 13.52 6.94 ± 3.30 64.09 ± 3.48 30.85 ± 5.35 43.22 ± 7.65 16.96 ± 4.14
Red 6~7 37.98 ± 9.66 6.67 ± 2.38 61.89 ± 3.41 26.89 ± 1.06 40.15 ± 7.30 16.36 ± 3.05

Red+Blue+White 6~7 25.76 ± 4.25 2.91 ± 0.54 51.67 ± 3.44 25.73 ± 1.60 36.63 ± 8.79 15.43 ± 1.18
fluorescent lamp 6~7 27.53 ± 16.52 4.86 ± 3.41 67.93 ± 15.67 29.00 ± 5.07 35.28 ± 7.46 16.62 ± 3.07

a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