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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velop a smart cultivation facility based on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 cultivation
house was selected. Sensor devices were installed to monitor any changes in the cultivation environment. A control panel was
constructed to monitor and control the data on environmental changes collected by the sensors. To efficiently manage the
proceedings of the cultivation environment, the cultiva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4 stages. We designed an environmental
control module using these processes. PC and mobile phone software were designed for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to
develop a smart cultivation system that can conveniently manage the cultivation environment and produce mushrooms in a more
st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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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업선진국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편리성과 농업인의 수익성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

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관리, 생산비용 절감, 농작물

의 품질향상 및 작업 효율 향상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

해 첨단기술(IT, ICT, IOT)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Yeo et al, 2016).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

마트팜은 측정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으로 정밀한 생산관리가 가능한 농장으로 인터넷이 연결

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스마트팜은 품질과 생산성 그리고 편리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농업의 세계적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Yoon et al, 2017). 최근 우리나라의 표고재배

는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장이 빠르게 증가되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배하우스 시설구조와 재배환경

제어설비 개선으로 사계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안정

적인 연중재배시스템의 실현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고 톱밥재배는 원목을 이용한 재배보다 짧은 재배기간내

집중적인 버섯생산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외부 환경변화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재배기술과 시설의

변화로 표고재배도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ICT 기술을 융합한 표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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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재배시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Fig. 1.)

표고 톱밥재배를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 구성

재배하우스 시설은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중 톱밥5형을 선정하여 180 m
2
 규모로 설치하

였다. 재배하우스 골격은 3중 구조이며, 피복은 외부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중을 비닐, 부직포, 차광망으

로 하고, 2중은 비닐, 3중은 비닐, 다겹보온재, 차광망으로

구성하여 차광 및 보온의 효과가 우수하게 하였다. 피복

의 개폐는 측면 및 지붕 모두 전동식 개폐기를 설치하여

제어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

경제어는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제어기능의 제어반과 재

배사 내외부 환경변화를 측정하는 센서, 냉방(15HP) 및

난방(20KW) 장치와 내부 공기순환팬으로 구성하였다.

(Fig. 2.) 

환경변화 조사용 센서장치
재배사 내외부의 환경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는

재배사 내부의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변화를 조사하는

복합센서(SH-VT250, 소하테크), 외부의 온도, 습도, 풍

향, 풍속, 강우량, 일사량의 변화를 조사하는 기상관측기

(Vantage KW, DAVIS-KORINS 사), 톱밥배지 내부의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배지센서, 재배사 내부 높이에 따라

30 cm 간격으로 공간의 온도를 조사하는 온도센서(TLSP,

소암컨설턴트) 및 각각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

(TERS, 소암컨설턴트)로 구성하였다. (Fig. 3.) 

재배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임베디드 컴퓨터(HNS IEC667)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

어 있는 제어반은 표고버섯재배 환경인자에 대하여 실시

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계측 데이터에 대한 수

집 및 서버로의 자료전송, 환경인자 변화감지에 대한 실시

Fig. 2. Mushroom cultivation facility and cross section.

Fig. 3. Sensor device for cultivation environment survey.

Fig. 1. Smart model for Lentinula edodes cultivation based
on ICT.



ICT 기반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시설 모델개발 127

간 피드백 기능 및 계측된 환경인자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이 가능하다. 또한 냉난방기, 순환팬, 가습기와 같은 환경

조절 구동장치와 연동하여 최적의 재배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제어반 내부에 제어

보드가 있으며, 전면에는 7인치 또는 10인치 터치스크린

이 있어 작동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4.)

재배과정별 관리모듈 개발
표고 톱밥재배는 톱밥배지 생산, 배양 및 재배의 3단계

로 진행되며, 본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재배단계 환경관리

위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배단계를 더 세분화하면

후숙관리, 발이관리, 생육관리 및 휴양관리 4과정으로 나

누어진다.(Fig. 5.)

재배과정에 따라 환경제어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기본적

으로 각 과정별 온도관리, 살수관리, 내부 공기순환관리

및 피복개폐 관리가 가능하다. 발이관리에서는 버섯발생

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온도편차관리 기능을 적

용하였으며, 생육관리에서는 재배사 외부 일사량 변화에

따른 개폐장치 자동제어로 보다 좋은 품질의 버섯을 생육

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였다.(Fig. 6.)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PC 기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표고재배 통합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재배

현장의 계측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

Fig. 4.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for cultivation
environment.

Fig. 5. Process of shiitake sawdust cultivaion

Fig. 6. Design of control module for culti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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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그리고 장비제어를 PC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실시간

으로 계측된 환경인자 데이터 및 제어설비 가동정보를 시

각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재배시설내의 환경을 보다 편리

하게 모니터링 가능하며, 설치된 여러 센서들을 통해 계

측된 데이터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냄으로 사용자

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수치화하여 정확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재배시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 데이터 관리 및 분

석 모듈은 계측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및 이력조회의 기능

을 내포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에 대해 분석이 가능

하다.(Fig. 7.) 

모바일 기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원격으로 모니터링, 설비제어, 카

메라 영상보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 재배지를

선택하여 계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상

하 스크롤을 통해 전체 재배사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재배사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기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

터 보기에는 각 재배사별 계측 모니터링 및 외부기상대

계측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Fig. 8.) 

재배시설 내외부의 환경변화 정보수집
표고 재배시설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조사한 결과 각각

의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러한 ICT를 활용하는 과학영농은 재배기간 환경변화 데

이터의 수집, 저장 및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더 효

과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Fig. 9.) 

적 요

ICT 기반의 표고 스마트 재배시설 모델을 개발하기 위

하여 외부환경 영향을 감소시킨 재배하우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재배사 내외부에는 재배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센서에 의해 수집되는 환경변

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

능한 제어반을 제작하였다. 표고재배 환경관리를 효율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재배과정 분석을 통해 4가지 과정

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라 환경제어 모듈을 설계하였

다.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PC, 모바일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여 재배자가 편리하게 재배환경을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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