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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researched for use by data for the improvement of ventilation system of 
optimum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The ventilation system for windowless swine housing was 
installed negative pressure system that circular pipe duct for inlet was installed on the ceiling and 
axial flow fan for exhaust was installed on the sidewall. The temperatures in the pen was 
measured using infrared thermography camera and thermocouple with data-logger. The temperature 
measurement points was selected by infrared thermography camera is alley (G), inlet (A), 
front-upper (B), front-lower (C), rear-upper (D), rear-lower (E), forward fan (F). The temperature 
measured at those selected points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28℃ that was maintained 
setting temperature in suitably. The temperature deviations of F point and A~E points in 
windowless swine housing was less then average 0.5℃. The result of air velocity of measured 
points was suitable to the breeding of pigs.
(Key words : Ventilation system, Windowless swine housing, Pig, Temperature, Air velocity)

서    론

국내 양돈시설은 규모가 커져 대형화되고 

무창돈사와 같은 고밀도사육을 통해 생산성

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시설은 여러 

가지 돈사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조절

시설이 필요하다 (Kwon et al., 2013; Lee et 

al., 2008).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무창돈사 내 환

경조절은 온, 습도뿐만 아니라 먼지나 암모

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 환경 등의 조절

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육환경과 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

고 있다 (Monreal, 1989; Jang et al, 1999;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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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lar duct and exhaust fan of ventilation systems at swine facility.

et al, 2010).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운용중

인 환경조절시설은 돈사 내부온도만을 측정

하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 설정온도와 비교 

후 배기 팬의 속도를 자동으로 변화시켜 환

기량을 조절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겨울철 돈사의 환경조절을 위해 자돈사, 
분만돈사의 경우 보일러나 온풍난방기로 가

온해주거나 가온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

며, 이는 공기 온도가 돼지의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 적절한 온도

측정에 의해 정밀한 환경제어가 필요하다

(Boon, 1981; Geers et al, 1986).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돈사 내 온도측

정은 위치에 따른 온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 점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제어가 이루지

고 있다. 또한, 온도센서를 돈사 바닥 가까이 

설치하게 되면 호기심 많은 돼지에 의해 온

도센서가 물어 뜯겨 고장이 발생되거나 관리

자의 관리 소홀에 의해 오염된 센서로 측정

된 온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 최적 환경조

절을 위한 온도측정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적 환경조절이 가능

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돈사 

내 온도를 측정, 분석하여 센서의 손실이 발생

되지 않으며, 돼지가 느끼는 온도와 가장 비슷

한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를 찾아 환기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무창돈사 

내 돈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돈방 내 돼지는 

총 130두로 50일령의 랜드레이스 × 라지화이

트 교잡종의 비육돈용 자돈 (F2, 25~28 kg)을 

사육하고 있다.

2. 시설 현황

본 시험에 공시된 무창돈사는 8.5 m × 30 m 
크기였으며, 한쪽에 복도가 있는 단열구조로 

돈방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6 m × 7.5 m로 

구성되어 있다. 돈방 내 환기시설은 측벽음

압환기시스템으로 입기는 측창과 구멍을 뚫

은 지름 300 mm 원형파이프 덕트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를 위한 시설로는 지

름 500 mm 축류팬 3개가 측벽에 설치되어 

측정온도와 설정온도 (28℃)에 따라 환기량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설치

되어 있다.



김현태와 김웅 : 돈사용 환기팬을 위한 돈사 내 온도 분포 특성

－ －157

Fig. 2. The positions for temperature sensors 
in pen.

Fig. 4. Measurement of air velocity in pen.

Fig. 3. The sensors for temperature in pen.

3. 온도 및 유속 측정

  온도측정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T450, FLIR, 
USA)를 이용하여 돈사 내 온도를 측정하였

다. 측정지점은 돼지의 체온을 측정한 후 돈

방 내 입기구, 팬, 벽면 등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지점을 선택하여 열화상을 

획득하고 비교하였다.
  열화상을 이용한 결과를 토대로 측정 위치

를 입기구 1점 (A), 돈방 입기쪽과 배기쪽 상

단 2점 (B, D), 하단 2점 (C, E), 배기팬 앞 1
점 (F), 입기되는 기온 측정을 위한 복도 1점

(G)으로 총 7지점 (A~G)을 선정하였다. 또한 

온도 측정을 위하여 지점별 써머커플 (PP- 
T24-SLE, Omega, USA)을 설치하였으며, 데

이터로거 (MX100, Yokogawa, Japan)와 컴퓨

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또한, 돼지의 체감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돈방 내 공기 유속을 알아보기 위하여 풍

속계 (VelociCalc 9555, TSI, USA)를 이용하여 

온도 측점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기 유속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열화상을 이용한 측점 선정

  열화상을 이용하여 온도측정 지점을 선정

하기 위해 획득한 열화상 결과는 Fig. 5와 같

이 나타났다. 자돈의 체온은 약 36~37℃로 

측정되었으며, 배기팬의 온도는 자돈 체온보

다 약간 낮은 약 36℃ 전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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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glets (b) Fan

(c) Surface of Wall (d) Inlet

Fig. 5. Images of Infrared thermography in pen.

Table 1.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easurement points in pen. 
(Unit: ℃)

Point A B C D E F G
Max. 25.9 28.3 28.1 28.3 28.5 28.5 25.3
Min. 23.9 27.8 27.5 27.6 28.0 28.1 24.0
Ave. 24.9 28.1 27.8 27.9 28.2 28.3 24.7

돈사 내부의 벽면은 약 29℃로 측정되었으

며, 입기창의 경우 약 27℃로 측정되었다. 
측정 시 복도 기온이 26℃인 돈사의 내부 

기온은 설정온도인 약 28℃로 유지되어 온도 

조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돈사 

내부와 외부 온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돈사 복도와 입기구, 돈사 입기지점과 배기

지점의 상부와 하부, 팬이 설치된 지점의 온

도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온도 분포

  열화상을 이용하여 선정된 측점별 돈사 내

부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복도 내 기온이 평균 24.7℃를 나타내

었을 때 입기구의 온도는 평균 24.9℃로 외

기온과 0.2℃ 차이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사 내부의 온도

는 설정온도인 28℃ 내외로 위치에 상관없이 

온도유지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별 온도는 입기지점 (B, C)의 경우 B
지점보다 C 지점 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상부에서 차가운 외기가 유

입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 배기지점

(D, E)의 경우 E 지점 보다 D 지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돼지 체온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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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of measurement points 
during a day.

Table 2. The temperature deviations of measurement points (A-E) and fan (F).
(Unit: ℃)

Point A B C D E
Max. 2.3 1.1 1.1 0.9 0.9
Min. 0.3 0 0 0 0
Ave. 1.5 0.4 0.4 0.3 0.4

Table 3. Air velocity distribution of measurement points
         (Unit: m/s)

Point A B C D E F

Ave. 0.36 0.26 0.08 0.29 0.09 0.89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되었다.
  Fig. 6은 외기온 변화에 따른 돈사 내 온도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루 동안의 온

도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외기온 편차가 

약 6℃를 나타내는 동안 돈사 내 온도변화는 

1℃ 내외로 온도조절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는 돈사 내에서 팬 (F) 지점과 기타 

지점과의 온도편차를 나타낸 결과이다. 입기

구 (A)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B, C, D, E)은 

평균 0.5℃차 이내를 나타내어 온도 측정 시 

문제가 되었던 돼지에 의한 온도측정 센서

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팬과 함께 일

체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공기 유속

  돼지의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돈방 내 

공기유속 분석 결과, 돼지의 생활공간인 C, 
E 지점이 0.08~0.09 m/s로 하절기 생활공간 

내 적정 유속인 0.13~0.18 m/s (Sainsbury and 
Mrcvs, 1995) 보다 약간 낮았으나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공기속도인 0.08 m/s 이상 (Grub 
et al, 1974)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돈사 내 유해가스 배출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최적 환경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돈사 내 온도

를 측정, 분석하여 센서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며, 돼지가 느끼는 온도와 가장 비슷한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를 찾아 환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시재료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무창돈사 

내 돈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돈방 내 환기

시설은 측벽음압환기시스템으로 입기는 원형

파이프 덕트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

기를 위한 시설은 축류팬 3개가 측벽에 설치

되고 돈방내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와 써머커플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

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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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복도와 입기구, 돈사 입기지점과 배기

지점의 상부와 하부, 팬이 설치된 지점의 온

도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선정지점을 대상으로 온도분포를 측정한 

돈사내부 온도는 모든 측점온도가 설정온도 

28℃ 내외로 나타나 온도유지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사 내에서 팬 (F) 지점과 기타 지점과의 

온도편차는 입기구 (A)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B, C, D, E)은 평균 0.5℃차 이내를 나타내

었으며, 공기 유속 분석 결과도 돼지가 지내

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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