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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 광원의 색조합에 따른 광합성활성화에 관한 연구

홍지완
신라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Photosynthesis Accelerate by Light Color Composition 
in Plant Factory

Ji-Wan Hong
Division of Architecture, Si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식물에 한 LED 색별 성장을 실험하여 효율 인 식물공장 원에 한 기 을 제시하기 하여 수행되

었다. 실험은 Red-LED와 Blue-LED, White-LED 환경에서 식물의 성장과 이산화탄소 감소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식물의 

성장은 Red-LED에서 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White-LED는 Red-LED와 유사한 경향을 보 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Red-LED의 성장이 높은 경향을 보 다. Blue-LED는 가장 낮은 성장을 보 다. 그리고 혼합 과 단색 의 합성정도를 확

인한 결과 Red-LED와 Blue-LED를 조합한 원에서 이산화탄소 감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색 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감소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토 로 혼합 과 백색 에서의 성장을 비교 측정한 결과, 색 4개, 청색 2개의 

비율의 원에서 식물의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식물공장에서 식물의 효율을 높이고 성장을 진하기 해서는 백색

의 단색 을 사용하는 것 보다 색 을 사용하거나, 색과 청색을 혼합하여 사용하여 이토크롬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백색 만 사용하는 경우 성장 기에는 한해서 사용해야 하며 성장이 잎이 커짐에 따라 

생 이 강한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riteria for efficient LEDs used throughout the experiment of an LED with another
light color growth to be used in a plant factory. The experiment was confirmed by measuring the Red-LED, 
Blue-LED, plant growth, and amount of carbon reduction in a White-LED environment. The white-LED showed a
similar growth trend to the Red-LED. Blue-LED showed the lowest growth. Measurements of the carbon dioxide 
levels, showed that the Red-LED and blue LED produced the lowest levels. The combination of the ratio of the LED
showed four Red-LEDs and one blue LED to be the higher of the two. In addition, three Red-LED and one Blue-LED
produced equal growth to that of the white-LED. In addition, as much as possible, red is the light color that obtains 
the result suitable for plant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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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정보통신

과 바이오, 환경, 나노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된 농업

생산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이  식물공장은 차세

 농업을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1]. 국내에서는 구미

의 ‘수직형 식물공장’과 농업진흥청의 ‘국립과학원 수원 

식물공장’, 제주 학교의 ‘완 제어형 식물공장’이 시범

으로 운 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이 상용화를 목표

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 
식물공장은 식물 합성 환경을 인공 으로 유지하여 

연 재배와 수확을 가능하게 한 재배방식이다.
주요기술은 원, 수경재배 기술, 환경제어 기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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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원격제어기술, 에 지 감기술, 부산물 이용기술 

등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기술  융복합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
년 5개 스마트 주요정책과 16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

는 3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물공장을 심으

로 하는 스마트 농업에 한 지원을 높이고 있다[3]. 
식물공장에서는 식물성장에 직  련된 합성의 24

시간 진을 하여 원의 선택과 사용시간, 재배환경 

내의 이산화탄소농도 등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재 

식물공장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사용한 원격제어와 단순한 모니터링 로그램 

개발인 소 트웨어 개발이 심이 되고 있다. 특히, 생산

에 직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부분이 외국의 수경재배

용 제품을 모방한 것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그에 

한 명확한 표 이 없는 실정이다[4, 5]. 
이와 같은 식물공장의 시스템 개발 황을 기 로본 

연구는 식물공장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LED에 

하여 식물 합성이 활성화되는 색 구성 비율을 실험

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기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1.2 선행연구

국내의 식물공장 련 연구는 1990년도 반부터 시

작되어 1990년  후반부터 일부 기업에서 LED, 녹색기

술, 융복합 기술 등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외에서

는 일본과 유럽을 심으로 입체형 식물공장과 공정 자

동화, 로 시스템과의 융합, 고 도 LED 원 등의 개발

로 진행되고 있다. 
식물공장에 한 기 인 연구는 다카츠지 마사모토

의 연구[6, 7, 8, 9]와 손정익의 연구[10, 11, 12]의 연구

가 표 이다. 다카츠지 마사모토의 연구는 완 폐형 

식물공장과 태양 형 식물공장의 기본  연구와 기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식물공장의 개선에 

한 근은 없으며,  채소 이외의 다양한 작물 재배에 

한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정익의 연

구는 식물재배에 따른 다양한 변수와 식물의 합성 효

율에 한 수치  근을 이루고 있는 연구이지만, 다양

한 작물에 해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의 식물공장의 주요한 연구로서 김보경 외 2의 

연구[13]의 연구는 인공 에 의한 식물의 생장특성을 고

System Configuration

Temperature 20℃ (Room)
20∼25℃ (Test Model Inside)

Light System
(LED)

Red: 660nm
Blue:450nm

White:450nm
Brightness (PPE) 70~80μmol·m-2·s-1

Nutrient Solution Normal
Cultivation Method DFT*1

Air Flow 0.5m/s
Density of Carbon Dioxide Normal Condition Air

Type Full Control
*1. Deep Flow Technique
*2. Nutrient Film Technique

Table 1. Test Model System Configuration 

찰하고 있지만, 원별 특성과 색상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차미경 외 2의 연구[14]와 엄 철 외 4의 연

구[15]의 연구는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성장률을 검

토하고 있지만, 식물이 합성 주요 인자인 이산화탄소

의 농도에 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재수 외 1의 연구[16], 서 규 외 2의 연구[17], 임

계제의 연구[18], 이용웅 외 5의 연구의 연구[19]는 식물

공장의 효율 인 리와 운 에 필요한 CCTV와 센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식물공장의 환경  성장에 한 

정보와 시스템 제어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이다. 그
러나 식물 성장에 한 기본 인 환경유지보다는 CCTV
를 사용하여 식물공장 내부를 감시에 국한된 연구이다.

윤지환 외 2[20]의 연구, 박동윤 외 2[21]의 연구 이

외의 부분의 연구는 식물공장 온열 환경  공기순환

에 한 시뮬 이션에 한 연구로서 공기 유동 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용한 연구로서 반드시 실증  검증이 

필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성과와 연구 황을 토

로 식물공장의 표 인 원인 LED의 색상에 따른 

합성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색의 조합비율

을 제시한 식물공장에 한 기 인 연구이다.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공 을 사용하는 ‘완 제어형 식물공장’
을 상으로 식물 합성에 한 색의 향과 합한 

색을 확인하기 한 연구이다. 실험을 하여 색 이

외의 식물 합성에 향을  수 있는 기기 인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식물공장의 표 인 연구인 다카츠

지 마사모토의 연구[6]를 참고하여 Table. 1의 성능을 가

지는 Fig. 1과 같은 모델을 구성하 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2016

370

Fan

Insert Carbon dioxide
    (from Dryice)

Water rearing Spong

Growth of Plant

LED
    (White, Red, Blue, Red+blue)

Thermo-hygrometer 
    (BSP-2)

Carbon dioxide detector
   (SN-100C)

Fig. 1. Plant Factory Test Model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225×225×286mm의 크기로 상

부에는 환기용 팬과 원용 LED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
부에는 식물재배용 트 이가 설치되어 있다. 한, 이산

화탄소 도입을 한 1개소의 유입구를 설치하 다. 모델

은 3D 린터를 사용하여 상부분과 하부 부분을 제작하

고 외벽은 투명아크릴로 주문 제작하 다. 원으로 사

용되는 LED는 Red-LED, Blue-LED와 Red-LED + 
Blue-LED의 조합, White-LED로 구성하여 실험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험

에는 형 등을 설치할 공간이 소하므로 실험에서 배제

하 다. 량은 원의 변환값으로 1W=4.59μmol·s-1를 

사용하여 최  량자속 도 70μmol·m-2·s-1를 기 으로 

LED 42개, 총 17W로 구성하 다. 
식물에 양을 공 하는 양액공 방식은 장치가 간단

한 ‘담액수경 방식’을 사용하 다. 재배트 이의 크기는 

210×210×80mm, 양액통의 크기는 200×200×70mm로 

양액 2L를 담을 수 있도록 3D 린터로 제작하 다. 재
배트 이 상부덮개는 크기 28×28×30mm의 식물정치용 

스펀지를 설치할 수 있는 28mm 크기의 구멍 9개소를 

두었다. 양액은 농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수경재배 양액

제조법에 의하여 시 인 A액(성분은 질소 2%, 칼리 

3.5%, 석회2%, 철 0.05%), B액(성분은 질소 1.3%, 인산 

1.5%, 칼리 5%, 고토 0.7%, 붕소 0.05%, 망간 0.01%, 
아연 0.002%, 루타민산, 구연산, 아미노산, 당류, 효력

증진제)을 각 40ml씩 20L의 물에 희석한 양액 2,000ml
를 사용하 다[22].

실험은 Fig 2.와 같은 순서로 실험을 하 다. 첫 번째 

실험은 LED 색상에 한 식물의 성장을 확인하기 하

여 Red-LED, Blue-LED, White-LED를 사용하여 색

에 한 식물성장 정도를 원별로 1개월 동안 찰하

다. 이 실험 결과를 토 로 빛의 교변조사에 따른 이토

크롬(Phytochrome)의 효과 인 발생을 확인하기 하여 

합성 증가에 따른 24시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감소가 

빠른 원의 조합을 태양 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소와 비

교하 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로 혼합 

의 효과 인 성장이 가능한 원의 비율을 10일 동안 

성장을 찰하여 측정하 다. 실험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식물은 비

교  재배가 쉽고 외부환경의 향을 은 청경채를 사

용하 다. 실험모델의 내부는 식물재배에 합한 습도 

40∼60%, 온도 20℃∼25℃의 환경을 유지하 다. 그리

고 온도  습도의 측정은 온도 0∼60℃, 습도 5∼95%, 
이산화탄소 0∼5,000ppm까지 복합 으로 측정 가능한 

SN-100C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실 내의 습

도는 40∼60%를 유지하 고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측

정 가능한 BSP-2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식물의 

성장 측정은 식물의 특성상 잎의 크기가 다양하므로 제

일 큰 잎의 길이만을 측정하 다. 식물의 합성 측정은 

공기  이산화탄소 농도변화를 측정하여 합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19]. 실험을 한 이산화탄

소 공 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여 고무 을 통하여 공

 하 다. 측정의 드라이아이스에서 공 한 이산화탄소

의 농도가 2,000ppm인 것을 확인한 후 시작하 다. 측
정 종료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조성인 400ppm을 상한, 
300ppm을 하한으로 설정하여 실험하 다.

Existing Research of Plant Factory Test Model System 
Configuration

1. Test

Measurement of Plant Growth by the LED Color
(Red-LED, Blue-LED, White-LED)
Carbon Dioxide Reduction Measured by the LED Color
(Test Carbon Dioxide Reduction 300∼ 2000ppm)_

Experimental result

2. Test

Test Plant Growth by the LED Color 
(White-LED, Red-LED, Blue-LED, Red+Blue-LED) 

Standard Performance Determination of the Plant Farm

Fig. 2. Test flow of Plant Factory Model 



식물공장 광원의 색조합에 따른 광합성활성화에 관한 연구

371

2. 실험 결과 및 고찰

2.1 LED 색상에 따른 성장 변화 

LED 색에 따른 식물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하

여 실내온도는 20℃, 재배공간은 25℃로 유지하고, Red-LED, 
Blue-LED, White-LED를 사용하여 청경채의 성장을 

찰하 다. 재배용 스펀지에 씨앗을 넣고 발아가 확인된 

후, 잎이 10mm까지 성장한 것을 확인한 후에 실험모델 

내에 정치하고 30일 동안 성장을 찰하 다. 그 결과는 

Fig 3.과 Fig 4.와 같다.

Blue LED

Red LED

White LED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Measurement Time [Day]

Fig. 3. Measurements Results of Plant Growth by the 
LED Color

(a) Red-LED (b) White-LED (c) Blue-LED

Fig. 4. Measurements Results of Leaf Size by the LED 
Color

Table 2.와 같이 LED 색상에 따른 30일 동안 청경채

의 성장은 Blue-LED 96mm(하루 평균 3.2mm), Red-LED 
193mm(하루 평균 6.4mm), White-LED 155mm(하루 평

균 5.17mm의 성장을 보 다. LED 색상  가장 성장이 

큰 것은 Red-LED로 확인되었다. 최  실험 시작일 10일

에 Red-LED는 51mm(+41mm), White-LED 46mm(+31mm), 
Blue-LED 17mm(+13mm)로 Red-LED > White-LED > 
Blue-LED 순으로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15일 시 에서

는 Red-LED는 78mm(+27mm), White-LED 87mm(+41mm), 
Blue-LED 32mm(+15mm)로 White-LED > Red-LED > 
Blue-LED 순으로 White-LED가 높게 조사되었다. 20일
이 지난 시 에 는 15일 시 과의 차이는 Red-LED 
35mm와 White-LED 35mm로 유사한 성장을 보 다. 
25일 이후부터는 Red-LED 153mm(+45mm), White-LED 
140mm(+18mm), Blue-LED 80mm(+17mm)로 Red-LED > 
White-LED > Blue-LED 순의 성장을 보 다. 30일 시

에서는 Red-LED 193mm(+40mm), White-LED 155mm(+15mm), 
Blue-LED 96mm(+16mm)로 Red-LED > Blue-LED > 
White-LED 순의 성장을 보 다. 체 인 성장은 

Red-LED > White-LED > Blue-LED 순으로 성장을 보

이며, Red-LED와 White-LED의 성장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 Blue-LED는 Red-LED와 Whit-LED보다 

30%에서 60%까지 성장이 낮은 결과를 보 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식물공장에서 식물의 성장이 빠

른 원은 색계열의 이며,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백

색 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이후에는 Red-LED가 성장에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2.2 식물 광합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식물의 합성 정도를 가장 쉽게 확인하기 해서는 

탄소화합물 발생량 측정,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산소의 

발생량 측정이 일반 이다[23, 24, 25]. 선행실험에서 얻

어진 결과를 토 로 식물성장에 유효한 결과를 보이는 

Blue-LED 3개와 Red-LED 3개 비율로 조합한 원의 

이산화탄소 제거 정도를 측정하 다.

LED-Type Day
5

Day
10

Day
15

Day
20

Day
25

Day
30

Red-LED 10
(+0)

51
(+41)

78
(+27)

113
(+35)

153
(+45)

193
(+40)

White-LED 15
(+0)

46
(+31)

87
(+41)

122
(+35)

140
(+18)

155
(+15)

Blue-LED 4
(+0)

17
(+13)

32
(+15)

63
(+48)

80
(+17)

96
(+16)

Table 2. Growth Test Composition of LED Light Color
(Unit : mm)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2016

37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0

Time [Hour]

[Day Time] [Night 

Time]

Fig. 5. Day of Carbon Dioxide Change in Natural Light

실험결과 비교를 하여 실험모델 내에 이산화탄소를 

2,000ppm 주입하여 일반 인 환경에서 24시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감소를 측정하 다. 그 결과는 Fig 5.와 같이 

주간에서는 명반응에 의하여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인 

600ppm까지 9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시간

당 155.6ppm 정도가 제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암반응에 의하여 12시간 동안 600ppm에서 

1,000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상기의 실험결과를 토 로 각 LED 색상에 따른 이산

화탄소 제거 정도를 24시간 동안 측정하 다. 실험에 사

용한 LED는 Blue-LED와 Red-LED + Blue-LED, Red-LED, 
White-LED를 사용하 다. Red-LED + Blue-LED의 조

합은 Blue-LED 3개와 Red-LED 3개를 조합하여 사용하

다. 실험 결과는 Fig 6.와 같이 Blue-LED의 이산화탄

소 감소가 가장 낮았으며, 최  2,000ppm에서 24시간 

측정한 결과 1,200ppm 역까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 이외의 LED 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지만, 조합 의 이산화탄소 감소는 빛에 노출되는 시간

이 길어질수록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Red-LED와 

White-LED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동일한 감소 경향

을 보이지만, 노출시간이 길수록 Red-LED 쪽이 이산화

탄소 감소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ite-LED
의 경우는 950ppm 역에서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900ppm
를 유지하 다. 그러나 Red-LED의 경우 2,000ppm에

서 지속 으로 감소하고 720ppm정도를 유지하 다. 따
라서 식물공장의 원으로는 Blue-LED와 Red-LED를 

3:3 정도로 조합한 색이 강한 원에서 이산화탄소의 

감소효과가 높으며, 색 만 사용하는 것보다 합성에 

주요한 작용인 피아토크롬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해 청

색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그리고 White-LED

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에 불필요한 장이 체 장

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 인 면에서 장 가 

450nm 역인 Blue-LED와 650nm 역인 Red-LED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성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Blue LED
Blue + Red LED
Red LED
Whit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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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y of Carbon Dioxide Change in LED Color

Test1
(Blue:Red)

Test2
(White)

Composition
of

LED
Light Color

5:1

White
Only

4:2
3:3
2:4
1:5

Table 3. Growth Test Composition of LED Light Color 

2.3 광색조합에 따른 식물성장의 변화

의 실험결과로부터 LED 색상 조합에 따른 식물의 

성장을 확인하기 하여 Red-LED와 Blue-LED의 조합

을 Table 3.과같이 조합하여 2주간 동안의 성장을 찰

하고 White-LED와 비교하 다. 그 결과는 FIg. 7, Fig 8
과 같다. 

청경채의 성장은 Blue-LED 개수가 많은 ①은 38mm, 
②는 51mm, Red-LED가 많은 ④는 95mm, ⑤는 82mm, 
Blue-LED와 Red-LED의 개수가 동일한 ③은 78mm로 

측정되었다. 앞의 실험과 같이 청색 이 강할수록 식물

의 성장이 낮으며 색 이 강할수록 성장이 높다는 것

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①과 ②의 성장에 하여 

White-LED의 경우는 ①과 ②에 비하여 189%, 141.2% 
높으며, Red-LED인 ③, ④, ⑤는 White-LED에 비하여 

108.3%, 132%, 114%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Fig 9와 같이 리토크롬의 환 과정에서 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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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이 활성화되는 색 과 비활성화 되는 청색 을 동

일한 3:3의 비율로 하거나 4:2, 는 5:1의 비율로 색

을 강하게 유지 하는 것이 식물성장에 효과 인 것이 

확인되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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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ments of Plant Growth by Combine L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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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lue+Red=2:4, ⑤ Blue+Red=1:5, ⑥ White-LED

Fig. 8. Plant Growth by Combine L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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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ytochrome Photoreversibility System

따라서 식물의 성장에 향을 주는 합성과 피아토

크롬 효과를 높이기 하여 원의 장을 450nm와 

650nm 역에서 선택 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색과 색을 같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 과 청색 을 4:2비율로 구성

하여 사용하는 것이 식물공장에서는 효과 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인공 을 사용하는 ‘완 제어형 식물공장’
을 상으로 식물 합성에 한 색의 향과 식물

합성에 합한 색을 복수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첫 번째 실험은 LED 색별 성장을 확인하여 식물

성장에 효과 인 색을 확인하 다. 두 번째 실험은 

색의 조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정도를 확인하여 

합성 활성화를 확인하 다. 세 번째 실험은 선행한 실험

의 결과로부터 각 색의 조합비율에 따른 식물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 다. 상기의 실험 결과로부터 식물공장에 

합한 색은 색계열의 LED가 가장 성장이 높았으

며,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백색 은 색 보다는 성장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색 은 가장 낮은 성장을 보

다. 색의 조합에 따른 공기  이산화탄소 의 감소 정

도를 비교하면 Red-LED + Blue-LED를 혼합한 에서 

이산화탄소의 감소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Red-LED + Blue-LED의 조합 비율을 5:1, 
4:2, 3:3, 2:4, 1:5로 하여 식물의 성장을 확인한 결과, 
Red-LED + Blue-LED 비율이 4:2 > 5:1 > 3:3 > 2:4 > 
1: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식물의 성장을 한 색은 색계열의 원

을 사용하여 피아토크롬 효과를 증가시키는 장 인 

650nm인 색 과 암반응을 유도하는 450nm의 청색

의 비율이 3:3 는 4:2 정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매

우 효과 이다. 그리고 모든 장 를 가지는 백색 을 

사용하는 경우, 성장 기에 사용하고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혼합 을 사용하는 것이 식물공장의 효율 

향상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LED는 에 지 효율이 높지만 형 등보다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단 이 있으므로 사용공간의 열 제거와 냉방

이 필수 이다. 따라서 LED사용에 한 재배공간의 열 

분포  열 유동을 실증 인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야한

다. 특히, 향후 식물공장의 기술 표 화와 보  확산을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재배 면 에 따른 한 

재배 수량을 추가 인 실험을 통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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