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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팬이 설치된 온실 내 기류 및 기온분포 해석을 위한 CFD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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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the CFD simulation model which can quantify the distribution of the 
meteorological factors in air-heated greenhouse for chrysanthemum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capacity of air-circulation 
fan. The CFD model was also verified by experiment. It was judged that SST model was the most appropriate turbulence 
model which can properly describe the airflow by the air-circulation fa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s from 18 points at each height in the greenhouse were 0.2~0.4℃ in 
average. This showed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predicted data and the measured ones. The developed CFD model 
can be a useful tool to evaluate and design the air-circulation systems in the greenhouse with various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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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원예시설 난방면적은 2013년 현재 13,980 ha로

서 이중에서 온풍난방이 78%를 차지하고 있다(MAFRA, 

2014). 겨울철 온풍난방시 온풍기가 있는 전면에서의 온풍

온도와 덕트 끝 지점에서의 온풍온도 차이로 인해 전․후면

의 기온 편차가 4-7℃까지 생겨 기온분포가 불균일한 경우

를 흔히 볼 수 있다. 온실 내 기온편차로 인해 작물 생육이 

불균일하여 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고 재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목표 중 하나는 

온실 내 미기상 환경을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작물 생육이 온실 내 미기상 환경에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Fernandez and Bailey, 1994). 작물 생

육은 특히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화, 결실 등 특정 

생육단계에서는 더욱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De 

Koning, 1994).

공기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평팬 공기 

순환방법과 상부 플라스틱 천공튜브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수평팬 공기 순환방법은 상부 플라스틱 천공튜브 방법

에 비해 유지비,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공기 순환 또는 

열분배에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AE, 

1997). 수평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물 군락 

위에 팬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Koths, 1979). 작

물 생육을 위한 최소 기류속도는 0.2 m･s-1
이고, 적정 기류

속도는 0.3～0.5 m･s-1
이며, 1.0 m･s-1

를 초과해서는 안된

다(Kim, 1997). 따라서 팬의 선택과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팬 용량이 너무 크면 과도한 공기 유동을 

만들어 작물 생육이 억제되고 팬 운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

용이 들 수 있다. 반대로 팬 용량이 너무 작으면 원하는 

공기 유동을 만들 수 없다(Brugger et al., 1987).

유동팬의 적정 배치 및 용량과 관련하여 ASAE(1997)와 

NRAES(1990)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기준들은 온실 내부에 균일한 기류속도를 만들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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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n view of experimental greenhouse. The locations of 
fan (1 to 12) and sensor (A to R) are shown. The height of 
the fans was at 2.4 m. The arrows show the direction of airflow 
from the fans.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유동팬 관련 

실험데이터도 없다. 상업적인 온실에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유동팬 배치 및 용량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동팬이 

온실 내 환경 요인들의 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

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유동팬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치해석적 방법이 1990년대 중반

부터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다. CFD는 온실 

내부 미기상 변화의 주 메커니즘인 공기 유동을 가시적으

로 분석할 수 있어 기류의 복잡한 움직임을 해석하고 적절

한 설계안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Hong, 2008).

한편, 온실을 대상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있어

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물을 어떻게 구현하느

냐는 것이다. 작물군락의 형상은 CFD 모델로 설계하기에 

불규칙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온실 내 작물은 공기유동에 대

하여 저항체로 작용하여 유속, 운동량, 난류성 등의 특성을 

변화시키므로 실제 상황과 가깝게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작물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팬의 배치 및 용량에 따른 온실 내 

기상요인들의 분포를 정량화할 수 있는 CFD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모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형상 구현 및 격자망 구성에는 

ICEM CFD (Ver. 11.0, ANSYS, Inc. PA, USA)를 사용하

였다. 유동팬이 온실 내 기상분포 균일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치형 2연동 온실을 대상으로 CFD 모델

을 구성하였다. 유동팬이 가동되는 동안 보온커튼이 닫힌 

상태이므로 보온커튼을 wall로 가정하여 해석 대상영역을 

보온커튼 높이인 2.4 m로 설정하였다. 온실 난방에는 온풍

난방기가 이용되었으며, 2연동의 중앙부 골을 제외한 8개

의 골에 온풍덕트가 설치되었다.

온풍덕트에는 2 m 간격으로 직경 5 cm의 구멍이 뚫려있

어 이 구멍을 통해 온풍이 온실 내로 공급된다. 온실 중방 

프레임에 12개의 유동팬이 설치되었으며, 그 배치는 Fig. 

1과 같다. 유동팬은 가로 35 cm × 세로 35 cm × 두께 

15 cm의 육면체로 형상화하였다. 국화(cv. Jinba)는 8이랑

에 11 × 11 cm 재식간격으로 재배되었으며, 이랑 폭은 1 

m, 높이는 0.15 m, 국화의 초장은 0.65 m 였다. 국화군락

은 다공성 매체로 설계되었다. 실험에서 얻은 기온과 모델

에 의해 계산된 기온을 비교하기 위하여 0.6 m, 1.2 m, 

1.8 m 높이에 수평면을 만들고 각 수평면마다 Fig. 1과 같

이 18개 측점을 설정하였다.

격자망(mesh)의 구성은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격자를 구성할 때 해석 영역 내에서도 중요성

을 판단하여 격자 크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모델에서는 온실의 각 벽면과 국화군락, 온풍기, 온풍 덕트 

구멍, 유동팬 부근에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격자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온실을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였다(Fig. 2).

국화군락은 다공성 매체로 설계되었으며 6면체 셀(hex)

로 격자를 구성하였다. 군락의 상․하부와 길이방향의 양 끝

단에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 격자 간격

을 5 cm로 해서 1.5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격자 간격이 최대 

18 cm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격자수는 190,656개, 절점수

는 162,360개였다.

온실 영역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160 cm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 이상의 영역을 상부, 그 이하의 영역을 온실하부

라고 하였다. 온실 하부는 국화군락, 온풍기, 온풍 덕트가 

포함된 영역이다. ICEM CFD를 이용하여 온실 전체를 사면

체 셀과 프리즘으로 격자를 구성하면 면적이 최소인 면, 

즉 본 모델에서는 직경 5 cm의 온풍 덕트 구멍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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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view (b) Canopy of chrysanthemum

(c) Lower of greenhouse (d) Upper of greenhouse

Fig. 2. Computational region and meshes for CFD simulation.

Table 1. Basic configuration of CFD model.

Content Setting of model

Solver  coupled solver

 implicit formulation

 steady state analysis

 3D simulation

Energy equation  activated

Turbulence model  k-ε, RNG k-ε, k-ω, SST

자동으로 격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

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격자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하여 

온실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었다. 온실 하부는 4면체 셀

(tet)과 프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면 쪽에 격자를 조

밀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각 벽면마다 3층의 프리즘을 넣었

다. 격자의 최대길이는 51.2 cm로 하였으며, 격자수는 

1,158,930개, 절점수는 293,569개였다.

온실 상부는 유동팬이 포함된 영역으로 각 벽면과 유동

팬 부근에는 격자를 더욱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벽면 부근

의 첫 번째 격자간격을 2cm로 해서 1.5배씩 증가하도록 하

였으며, 격자수는 636,400개, 절점수는 594,438개였다.

2. 모델 해석을 위한 세부조건 설정

격자망 구성이 끝난 후에는 해석 모델, 경계조건, 물성치 

입력, 수치계산과 입출력을 위한 컨트롤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일정 시각에서의 온실 내 기온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상태(steady state)의 3차원 모델로 해석하였다. 지배

방정식은 유동에서 다루는 기본방정식(연속, 운동량, 에너

지보존방정식) 외에 난류모델을 추가하였다. 유동팬에 의

한 공기유동을 해석하는데 적합한 난류모델을 찾기 위하여 

4가지 난류모델(표준 k-ε, RNG k-ε, 표준 k-ω, SST)에 

대해 검토하였다. 온실 바닥면이나 보온커튼 벽면 등 벽면 

근처의 점성층, 혼합층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scalable 

wall function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벽면 근처의 유동을 

모의하였다. 열부력이 난류 유동 및 공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 buoyancy 옵션을 추가로 선택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공기 밀도변화가 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해석모델의 세부 구성 및 난류 모델의 

세부적인 설정 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공기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인 경계조건의 설정은 Table 3과 같다. 지표면, 

보온커튼, 온실 양쪽 측면 및 끝벽면은 wall로 설정하였으

며, 팬은 volume-inlet, volume-outlet으로 설정하였다. 

온풍 덕트 구멍은 velocity-inlet으로, 온풍기 팬은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하였다. 국화군락은 porous media로 설정

하였으며, 공기저항값(quadratic resistanc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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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air at 20℃.

 Content Value Unit

 Density of air 1.205 kg･m-3

 Specific heat of air 1004.4 J･kg-1･℃-1

 Thermal conductivity of air 0.0261 W･m-2･℃-1

 Viscosity of air 1.845×10-5 kg･m-1･s-1

 Scattering coefficient of air 0.0 -

 Refractive index of air 1.0 -

 Molecular mass of air 28.96 g･mol-1

 Atmospheric pressure 101,325 Pa

Table 3. Boundary conditions and constant input values of CFD model.

Content Boundary condition Value Unit

 Thermal curtain wall 15.0 ℃
 Right wall wall 12.9 ℃
 Left wall wall 12.4 ℃
 Front wall wall 17.2 ℃
 Rear wall wall 11.9 ℃
 Soil surface wall 16.1 ℃
 Heater Fan outlet (pressure) 0 Pa

 Main duct wall 36.0 ℃
 Fan inlet (volume) 32.09 m3･min-1

inlet (temperature) 20.0 ℃
outlet (volume) 32.09 m3･min-1

 Duct holes inlet (number) 128 EA

inlet (velocity) 11.24～15.53 m･s-1

inlet (temperature) 21.5～35.6 ℃
 Canopy of 
 chrysanthemum

porous (quadratic resistance coefficient) 1.81 kg･m-4

porous (bottom temperature) 16.1 ℃

(a) External view (b) Internal view

Fig. 3. Photographs of experimental greenhouse.

은 1.81 kg･m-4
을 적용하였다(Yu et al., 2008).

3. 실험온실 및 자료수집

실험은 시설원예시험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에 있

는 아치형 2연동 온실(1-2W형)에서 수행되었다(Fig. 3). 

온실의 길이는 42 m, 폭은 14 m, 측고는 2.9 m이었다(Fig 

4). 시험 작물은 국화(cv. Jinba)로 8이랑에 11 × 11 cm 

재식간격으로 재배되었다. 군락 하부의 폭은 1 m, 국화가 

완전히 자랐을 때 군락의 높이는 1.2 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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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ont view of experimental greenhouse (unit:cm).

(a) Fans (b) Internal sensor (c) External sensors

Fig. 5. Photographs of fans and sensors.

Fig. 6. Sensor locations for measurement of side curtain surface 
temperature (★) and warm air temperature (●).

온실 중방 프레임에 12개의 팬을 설치하였으며, 팬 위치

는 Fig. 1과 같다. 팬의 날개는 3개, 직경은 350 mm, 팬 

용량은 32.09 m
3･min

-1
이었다(Fig. 5(a)). 팬 상단부의 높

이는 중방 프레임 하단과 같은 높이인 2.4 m이었다. 유동

팬 가동시간은 난방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인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하였다. 온풍덕트는 온실 곡부 아래 중앙부를 

제외하고 이랑 사이에 8줄 설치되었다. 각 덕트마다 2 m 

간격으로 직경 5 cm의 구멍이 16개씩 뚫어져 있으며, 이 

구멍을 통해 온실 내로 온풍이 공급된다. 국화는 화아분화

기에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야간 난방설정온도를 

20℃로 하였다.

기상 환경의 수평분포를 보기 위해 Fig. 1과 같이 기온 

및 상대습도 센서를 온실 내 18개 지점(A～R)에 배치하였

다. 온실 길이 방향으로 온풍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개 

단면으로, 온실 폭 방향으로 6개 단면으로 나누었다. 기온

은 18개 각 측점마다 3가지 다른 높이, 즉 하부는 지면으로

부터 0.6 m, 중간은 1.2 m, 상부는 1.8 m에서 측정이 이루

어졌으며, 상대습도는 지면으로부터 1.2 m 높이에서만 측

정이 이루어졌다. 기온은 써미스터, 상대습도는 반도체 센

서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다점 기록계(LT8300, 

로거테크사, 한국)를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저장하였다.

피복재 표면의 온도 및 온풍덕트 구멍(직경 5 cm)으로부

터 나오는 온풍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6에 나와 있는 

위치에 K-type 열전대를 부착하고 데이터로거(CR10X, 

Campbell사, 미국)를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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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k-ε (b) RNG k-ε

(c) Standard k-ω (d) SST

RM S P-M ass in  flu id RM S U -M om  in  flu id RM S V-M om  in  flu id  RM S W -M om  in  flu id

RM S  P-M ass in  po rou s RM S  U -M om  in  po rou s RM S  V -M om  in  po rou s RM S  W -M om  in  po rou s

Fig. 7. Convergence of the simulation.

하였다. 온풍덕트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풍속은 열선풍속계

(FVA935TH5K2, Almemo사, 독일)를 이용하여 모든 구멍

에 대해 1분 동안의 평균풍속을 측정하였다. 외부기상 데이터

는 온실 측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 기둥을 세우고 1.8  

m 높이에서 기온 및 상대습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모델의 타당성 검토

유동팬 가동에 따른 온실 내 기온분포를 예측하기 위하

여 CF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CFD 모델을 설계하였

다. 실험온실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경계조건은 Table 3

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모델의 타당성은 

실험을 통해 측정된 기온과 시뮬레이션에 의해 계산된 기

온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난류모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표준 k-ε모
델이지만 해석 대상에 따라 최적의 난류모델은 달라질 수 

있다(LaFrance and Brugger, 2006). 본 CFD 모델에 적합

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4가지 

난류모델(표준 k-ε, RNG k-ε, 표준 k-ω, SST)에 대하여 

해의 수렴성, 정확도 등을 비교하였다. Fig. 7은 각 난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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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easured and computed air temperature by turbulent model at 0.6 m height (unit:℃).

Sampling
points

Coordinate Measured
(A)

Standard
k-ε (B)

RNG
k-ε (B)

Standard
k-ω (B)

SST
(B)X (m) Z (m)

A 13 6 18.6 18.8 19.3 19.0 18.9

B 11 6 19.0 19.2 19.5 19.3 19.1

C 8 6 19.9 19.8 20.2 19.8 19.6

D 13 21 18.2 17.9 18.2 18.1 17.9

E 11 21 19.6 19.8 20.0 20.2 19.5

F 8 21 19.6 19.9 20.2 19.9 19.8

G 13 36 19.0 18.8 19.0 18.9 19.0

H 11 36 18.9 19.1 19.0 19.3 19.3

I 8 36 19.6 19.7 19.2 19.8 19.4

J 6 6 19.8 19.6 19.9 19.7 19.7

K 3 6 19.2 19.7 19.3 19.5 19.7

L 1 6 18.5 19.7 19.2 19.2 19.4

M 6 21 19.7 20.0 20.2 20.1 20.0

N 3 21 19.2 20.0 19.2 20.1 20.2

O 1 21 18.0 17.8 17.9 18.0 17.8

P 6 36 19.6 19.7 19.7 19.9 19.6

Q 3 36 19.0 19.4 19.6 19.5 19.3

R 1 36 18.9 19.0 19.1 19.3 18.9

Max. temp. 19.9 20.0 20.2 20.2 20.2

Min. temp. 18.0 17.8 17.9 18.0 17.8

Mean temp. 19.1 19.3 19.4 19.4 19.3

Mean of |A-B| - 0.304 0.305 0.344 0.287

Std dev. of
|A-B|

- 0.285 0.249 0.241 0.266

델별로 해가 수렴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 모델은 

유동장이 온실 내부(fluid)영역과 국화군락(porous)영역으

로 나뉘어져 있다. 연속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압력(P-Mass)

은 그 잔차가 두 영역 모두에서 반복 50번 이내에서 1.0 × 
10

-4
 이하로 수렴하였다. 운동량방정식(Momentum)으로

부터 계산된 x, y, z 방향의 유속은 그 잔차가 fluid영역에

서는 반복 100번 이내에서 1.0 × 10-4
이하까지 수렴하였으

며, 수렴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porous영역

에서는 그 잔차가 1.0 × 10-4
까지 수렴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x, z 방향의 수렴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의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4가지 모델 모두 계산 초기(반

복 50번)에는 잔차가 급격하게 수렴되다가 반복 300번까지

는 수렴속도가 완만해지고 그 이후에는 진동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4가지 난류모델 중 RNG k-ε모델을 제외하고는 

해의 수렴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난류모델

을 사용해도 좋지만, porous영역에서의 수렴성과 fluid영

역에서의 수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SST모델이 가

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온실 내 0.6 m 높이 18개 지점에서의 기온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정된 값과 CFD 시뮬레이션에 의해 계산

된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4가지 난류모델별 18개 

지점에서의 계산값은 실측값과 평균적으로 0.3℃ 정도의 

오차를 보여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류

모델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작물이 없는 측벽 부근과 연동 곡부에서는 작물이 있는 

각 동의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을 나타냈다

(Table 5). 온실 네 모서리 영역에서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풍기 가까운 영역에서는 풍속이 1 m･s-1
 이상

으로 강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실 

내 공기를 강하게 흡입하여 온풍덕트로 바람을 내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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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ir velocity by location in greenhouse.

          X(m)
 Y(m)

0.6 3.35 7.0

0.6 0.29 0.24 0.47

1.2 0.44 0.37 0.48

1.8 0.54 0.42 0.51
X : the distance from side wall, Y : height.
Air velocity (m･s-1) : average value along the length of greenhouse.

(a) 0.6 m

  

(b) 1.2 m

  

(c) 1.8 m

Fig. 8. Air velocity distribution by height (SST model).

(a) 0.6 m

  

(b) 1.2 m

  

(c) 1.8 m

Fig. 9.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by height (SST model).

온풍기 팬(90 m
3･min

-1 × 2개)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은 SST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높이별 풍속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0.6 m 높이에서는 풍속이 0.3 m･s-1
 

이내로 낮아 유동팬의 영향이 적었으며, 온풍덕트 구멍에

서의 풍속이 2.0 m･s-1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Table 5), 

이는 팬 축에 가까워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는 SST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높이별 풍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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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0

  

(b) 1.81

  

(c) 2.00

Fig. 10. Air velocity distribution by KQ at 0.6 m height.

(a) 1.6

  

(b) 1.81

  

(c) 2.0

Fig. 11.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by KQ at 0.6 m height.

포를 나타내고 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유동팬의 영향을 받

아 풍속이 증가하고 정체영역은 줄어들어 온실 폭방향으로의 

기온차가 줄어들지만 온실 네 모서리 부근에서는 와류가 발

생하여 공기가 정체됨으로써 여전히 낮은 기온을 나타냈다.

2. 모델의 예민도 분석

가) 공기저항값(KQ)

온실 내 작물은 공기유동에 대하여 저항체로 작용하여 

유속, 운동량, 난류성 등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제

와 가깝게 CFD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물을 

고려해야 한다. 작물은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상을 갖고 있

기 때문에 형상을 구현하고 격자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

어 CFD 모델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작물을 주로 6면체의 

다공성 매체로 가정한다. 작물이 고려된 CFD 모델을 해석

하기 위해서는 작물군락의 공기저항값을 우선 결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풍동실험을 통하여 재식간격 11 × 11 
cm 일 때 국화군락의 공기저항값 1.81 kg･m-4

을 구하였다. 

KQ값에 대한 CFD 모델의 예민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KQ값

을 1.60 kg･m-4
과 2.00 kg･m-4

으로 조정하여 CFD 모델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Fig. 10은 KQ값에 따른 온실 내 0.6 m 높이에서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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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

  

(b) 1.81

  

(c) 2.0

Fig. 12. Pressure distribution by KQ at 0.6 m height.

(a) 13℃

  

(b) 15℃

  

(c) 17℃

Fig. 13. Air velocity distribution by wall temperature at 0.6 m height.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KQ

값에 대한 기류양상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작물이 없

는 측벽 부근과 연동 곡부에서의 풍속은 작물이 있는 각 

동의 중앙에서의 풍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

냈다. 세 가지 KQ값에 대한 온실 내 기온분포 역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Fig. 11).

Fig. 12는 KQ값에 따른 온실 내 0.6 m 높이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KQ값이 2.00 

kg･m-4
인 경우 나머지 두 경우에 비해 온실 내 전반적으로 

압력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은 압력을 강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Roy 등(2000)과 Boulard 등(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작물이 없는 양 끝벽 부근에서의 

압력은 작물이 있는 각 동의 중앙에서의 압력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나) 벽면온도

온실 벽면온도에 따른 CFD 모델의 예민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벽면(양쪽 측벽, 끝벽 및 보온커튼) 온도를 13℃, 

15℃, 17℃로 조정하여 CFD 모델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였다.

Fig. 13은 벽면온도에 따른 온실 내 0.6 m 높이에서의 

풍속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류양상은 세 경우 모두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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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

  

(b) 15℃

  

(c) 17℃

Fig. 14.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by wall temperature at 0.6 m height.

Table 6.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by wall temperature (unit:℃).

         Case
 Height (m)

13℃ 15℃ 17℃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0.6 19.2 20.5 17.5 19.4 20.8 17.9 20.0 21.1 18.5

1.2 19.3 20.5 17.7 19.5 20.7 17.8 20.1 21.2 18.5

1.8 19.6 20.9 17.7 19.7 20.9 18.0 20.2 21.5 18.8

하게 나타났으며, 작물이 없는 측벽 부근과 연동 곡부에서

의 풍속은 작물이 있는 각 동의 중앙에서의 풍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벽면온도가 높아질수록 

벽면 근처의 저온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Fig. 

14), 온실 내 평균 기온, 최고․최저 기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풍난방 국화재배 온실 내 기상분포의 

균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동팬

의 배치 및 용량에 따른 온실 내 기상요인들의 분포를 정량

화할 수 있는 CFD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실험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CFD 모델에 적합한 난류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4가지 난류모델(표준 

k-ε, RNG k-ε, 표준 k-ω, SST)에 대하여 해의 수렴성, 

정확도 등을 비교하였다. RNG k-ε모델을 제외하고는 해

의 수렴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떤 난류모델을 사용해

도 좋지만, porous영역에서의 수렴성과 fluid영역에서의 

수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SST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실 내 높이별 18개 측점에서의 기온

에 대하여 현장실험에서 측정된 값과 CFD 시뮬레이션에 

의해 계산된 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0.2-0.4℃ 정
도의 오차를 보여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군락의 공기저항값 증가에 따른 모델의 예민도를 분석

한 결과 기류 및 기온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압력

분포는 공기저항값이 2.00 kg･m-4
인 경우가 낮은 두 경우

에 비해 온실 내 압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벽면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류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벽면 근처의 저온영역이 줄어들었다. 개발된 CFD 모델은 

유동팬에 의한 온실내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

어서 유동팬 설계와 평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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