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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에서 광원, 광량, 점멸주기에 따른 구기자의 광합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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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식물공장은 최적 환경 제어로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구기자나무의 열매는 높은 효능으

로 약제로 쓰이며, 잎은 페결핵, 당뇨병 등의 약제로 쓰이고 있다. 구기자나무는 농가에서

주로 노지 재배를 하여,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본

실험은 식물공장의 LE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공적인 제어조건에서 구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식물공장 LED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충청남도 청양의 특산 작물인 구기자를 청양 구기자 시험장에서 받아 검은 화분(직경

25cm, 높이 30cm)에 상토를 이용하여 이식하였다. 이식 하여 잎이 난 후에 식물공장에서

LED 광원을 처리하였다.

◦ 실험방법

LED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공장에서 광원인 적색광(R), 청색광(B), 백색광(W)과 광량 그

리고 점멸주기(100, 99, 97%)를 처리하여 구기자의 생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실험결과

광합성률은 R:B의 비가 5:1이며 Duty ratio가 100%, R:B:W의 비가 1:1이며 100%인 광조건에서

높았다. 증산률은 R:BW의 비가 1:1이며 97%인 광조건에서 높았다. 수분이용효율은 R:B가 1:1이

고 Duty ratio가 97%인 조건에서 가장 높은 반면, 기공전도도는 R:B:W의 비가 1:1이며 Duty

ratio가 99%와 97%인 곳에서 높았다. 충남의 특산 식물인 구가지의 최적 광환경 조건은 적색광,

청색광 그리고 백색광을 혼합한 광조건에서 100∼130μmolm-2s-1의 광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

요하다. 그리고 적색광의 비율을 높게 처리해 주는 것은 구기자의 광합성률과 수분이용효율을 감

소시켜 생장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식물공장에서는 기

후조건에 관계없이 적절한 광조건을 처리하면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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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 1. Photosynthetic rate, transpiration rate, water use efficiency and stomatal

conductance of Lycium chinense under the nine lighting treatments.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fer to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