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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히트 이  일체형 고효율 난방기는 겨울철 시설원  내 작물생육에 필수인 난방장치와 배기열 회수기를 

일체화하여 배기열이 외부로 배출되기  미사용 에 지를 재이용하는 장치이다. 시설원 , 유리온실 등 검

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용 난방기의 문제 을 악하 고, 개선방향을 찾아 시설원   하우스에 맞는 최 화

된 농업용 고효율난방기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Effluent Heat Pipe integral with the heater is a device that recreates unused thermal energy from the plant in winter, and thus reuses unused energy 

before releasing the exhaust hea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acility horticulture and glass greenhouses,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our agricultural 

heaters, and we proposed efficient agricultural efficiency and smart control systems for optimum agricultural efficiency and smar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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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온 온실의 87.5%는 유류 온풍 난방기에 의존하

여 높은 난방비 비 (경 비의 30~40%)을 차지하는데 

이는 시설농가 경 난의 주요인이다.

기존의 난방기는 난방기와 배기 열 회수기가 이원

화 되어있어, 구매  이  설치에 따른 고비용 문제

과 난방기 부하의 최 제어가 어려워 운 의 험

성이 존재한다.

 농업용 시설원  난방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 보

수는 2010년 20만 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난방기의 열효율은 80~90% 수 으로 비교  높은 수

이나 연도를 통화여 온실 밖으로 버려지는 배기열

이 10~20%에 달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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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1-2].

이에 따라 농업난방기용 배기 열 회수기가 몇몇 기

업에 의해 제작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기 열 회수장치

의 작동원리는 증발부측을 250~300℃의 뜨거운 배기

가스가 통과할 때 열 회수 장치에 의해 배기 열이 흡

수되고 이열은 다시 반 쪽의 응축 부 쪽으로 달, 

송풍 팬에 의해 흡입된 차가운 공기가 열 회수 장치

의 응축 부 쪽을 통과하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때 회수된 따뜻한 공기가 온실의 공간난방에 이용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원 용 난방기는 배기열 회수기

의 용으로 인해 난방기 가격 외에 배기열 회수기 

가격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난방기의 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배기 열 회수기의 용은 난방기의 배기 가스 

압에 의한 폭발  고장의 험성이 존재하고, 배기 

열 회수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서 시설내의 공간이 

소해지는 문제 들이 있다.

시설원  제어시스템의 효율  개발 한 필요한

데, 기존의 난방기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원  제어시

스템은 난방기의 운 과 온도 조  기능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작 단계부터 난방기의 용량을 고

려한 배기 열 회수기의 용으로 제품의 기술  완성

도를 높이며, 설치면 을 최소화한 일체형 난방기의 

개발과  난방기  배기 열 회수기 일체형 시스템의 

운 은 물론 자동화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외

에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S/W 기능을 추가하

여 시설원 의 상태확인과 다양한 제어 기능을 통해

서 농가의 효율  운 이 가능한 스마트 제어시스템

을 제안하여 가격 측면에서 시설원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고 원격 속을 통한 제어를 가능 하게 함

으로서 리의 편리성을 향진시킨다.

Ⅱ. 히트 이 를 활용한 농업용 고효율 
난방기

2.1 난방기 내부 구조 설계

그림 1은 최 화한 농업용 난방기의 설계도이다.

그림 1. 개발 난방기 최종 설계

Fig. 1 Final design of development heater

난방면 에 따른 난방기 용량 설정  설계를 하

으며 바닥면 을 최소화하는 슬림형 난방기를 설계하

다. 열교환 의 내부로부터 연장되어 외주 면에 

착되는 스트립 상 히트 이  구조로 설계하 으며 

송풍기와 공기 유입 부 사이에 설치되고, 배출부와 공

기 유입부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폐열회수

유닛 구조를 설계하 고, 외보 공기 흡기용 덕트를 설

치하고 이  필터 구조 여과장치를 설계하여 불완  

연소 해소를 할 수 있는 연소실을 설계 하 다[3].

2.2 난방기 열 교환 시스템 개발

배기 열 달 효율화를 한 히트 이  구조를 그

림 2와 같이 개발하 다.

그림 2. 히트 이  구조
Fig. 2 Heat Pip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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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이  사용 매체는 단  용  당 증기 발생량

이 많고, 열용량이 크고, 잠열이 크며, 동 성계수가 

작고 포화 증기압이 큰 매체를 사용하 다. 튜  본체

의 수열 부 측의 열 교환 매체 통로의 내면에는 진동

에 지원이 크도록 다수의 캐비티를 형성하 다. 통로 

내주 면에는 열 교환 매체의 표면 을 넓히기 한 

돌기 부를 형성 하 고 상기 수열 부는 공기의 흐름

방향과의 항을 일 수 있도록 상 으로 넓은 폭 

방향이 공기의 흐름과 나란하게 수평방향으로 설치하

다. 발열부는 공기 유입이 공기 흐름방향과 상

으로 폭이 넓은 폭 방향으로 나란하게 설치하 다. 가

이드 깃을 설치하여 배기가스가 수열부로 가이드 되

도록 제작하 다[4].

2.3 일체형 난방기의 슬림 구조 하우징 설계

열 소실, 열 교환 시스템, 외부하우징 모두 내구성

이 강하며, 부식염려가 없도록 SUS 강 을 이용해서 

난방기 하우징을 제작하 다[5]. 흡기  배기 구조의 

시설원  하우스 설치를 고려해서 연도의 부하 발생

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하 다. 한, 안정성과 효

율성을 고려하 고 난방기 청소의 편의성을 한 부

분 분해  청소 구를 설치하 다. 가이드  깃을 설치

하여 내부 흐림을 형성하고 1차 2차 연료 여과를 통

한 불순물을 제거한다.

2.4 송풍시스템

송풍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송풍 팬, 송풍 모터, 

라켓(하우징)으로 볼 수 있다. 한, 송풍기의 풍량은 

송풍모터의 회 속도(RPM)과 송풍 팬 모양, 팬 수에 

향을 미치며, 난방효율과도 한 계가 있다[6]. 

송풍기 도면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난방용량(84,000kcal/h)에 합한 모터 용량을 설정

하 으며, 유압식 송풍모터를 제작하 다.

재배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겨울철과 새벽에

는 많은 습기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시설 내 제품

들의 부식  고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방진 방습 형 모터를 제작하고, 모터 내

에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고무 패킹을 통하여 습

기로부터 보호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제작하

다. 한, 후에 서술할 스마트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송풍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 송풍기 도면
Fig. 3 Blower drawing

송풍모터의 스펙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송풍모터 스펙
Table 1. Blowing motor specifications

Classification Standard

Form Axial flow type

Revolutions per 

minute
1,640 r/min

Rated voltage 220V

Frequency 60Hz

Power Consumption 720W

Electric current 3A

Ⅲ. 스마트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3.1 폐열회수장치가 구비된 고효율난방기의 스마

트 제어

폐열열회수장치의 소비 류 센싱으로 난방기를 제

어하며, 배출 온도 감지에 따른 송풍장치(펜)를 정  

제어한다. 일사(UV) 센서를 이용해서 난방기를 제어

하며 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습도(안개분무)를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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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어업  산업용 상용 압을 고려해서 안 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3.2 시설물 제어 모듈 개발

일  감시 기능이 있으며, 송풍장치, 배기장치, 차

장치, 보온장치, 실내조명장치 등의 시설물 제어  

모니터링 기능이 있으며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시설물 

제어  모니터링 모듈 확장 기능이 있고 농어업  

산업용 상용 압을 고려해서 안 한 연동이 가능하

게 개발 하 다.

다음 그림 4는 시설물 제어 로세스이다.

그림 4. 시설물 제어 로세스
Fig. 4 Facility control process

3.3 6단 변온 제어 모듈 개발

연료비 감  식물의 성장리듬에 맞춰서 주야 시

간 별 변온 리, 열 손실 최소화  운 효율 극

화를 한 온도 제어, 실내온도에 비례한 토출 온풍 

온도를 정 조 , 설치 장의 특성과 작물의 생장을 

고려한 PID 제어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6-7].

다음 그림 5는 6단 변온 제어 로세스다.

3.4 스마트 제어시스템 개발

스마트 통합 제어 시스템의 블루투스, 무선 인터넷 

통신을 한 인터페이스를 개발 하 고, 안 한 원격 

제어 환경을 한 사용자 인증 모듈을 개발 하 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UI/UX 설계  도입 하 고, 

사용자의 오작동 방지  가독성  직 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 으며 상황발생시 사용자에게 소리 는 

진동으로 알림을 제공하며, 자동/수동 제어를 한 환

경 설정 기능이 있으며 시설물 제어가 가능하다[8].

그림 5. 6단 변온 제어 로세스
Fig 5. 6-speed variable temperature control 

process

다음 그림 6은 모바일 단말 원격 제어 로세스이

다.

 그림 6. 모바일 단말 원격 제어 로세스
Fig. 6 Mobile terminal remote control process

3.5 스마트 제어시스템 통신 환경 개발

난방기는 시설 하우스 내부에 설치되며, 스마트 제

어 시스템은 난방기가 설치된 치로부터 제어 통신

이 가능한 최 거리 범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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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부터 제어가 편리하도록 시설 하우스 입구에 

주로 설치된다.

난방기, 실내센서  실외 센서는 스마트 제어시스

템과 통신 연결 시 외부 잡음에 강하고, 인터페이스가 

규격화된 유선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RS-232 는 

RS-422)로 구성하여 속 환경에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WIFI AP, WIFI Router는 상용 통신망(SKT, KT, 

LG)에서 제공하는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스마트폰과 안정 인 통신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 다. 

무선통신 도달 가능 방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내장된 무선 인터넷(WI-FI) 통신 모듈을 이용함으로

써 상용통신망과 무선 속이 가능하다.

3.6 스마트 통합 제어 시스템, 6단 변온 모듈 

PCB 제작

설계된 제어 모듈 설계 정보를 기 로 하드웨어 회

로를 설계하고 PCB를 제작하 다. PCB 회로 설게 

시 제품 운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하여 핵심 

부품(CPU, RAM, MAND 등)을 탈착이 편리한 모듈 

식으로 설계하 다.

다음 그림 7은 완성된 PCB 시설물 제어  6단 제

어 모듈 PCB 제작이다.

그림 7. 6단 변온 모듈 회로도, PCB
Fig. 7 6-speed variable temperature circuit 

diagram, PCB

Ⅳ. 구   테스트

4.1 스마트 제어 시스템

다음 그림 8은 완성된 스마트 제어 시스템  6단 

변온 통합 제어 시스템이다.

그림 8. 스마트 제어 시스템  6단 변온 통합 
제어 시스템

Fig. 8 Smart control system and 6-speed variable 
temperature control system

완성된 스마트 시설물 자동 제어  6단 변온 통합 

제어 시스템의 스펙은 표 2와 같다. 

표 2. 스마트 시설물 자동 제어  6단 변온 통합 
제어 시스템의 스펙

Table 2. Specifications for smart facility auto control 
and control of 6 – speed transition control system

Part Scale

CPU
ARM9 Samsung S3C2440A, 

400Mhz, RISC Atmega8, 16MIPS

RAM 64MByte

NAND 256MBytes

In / Out
UART-3, ADC-8, 130 General 

Purpose

Display 7“ Touch Color LCD

PCB 

layered

CPU Core PCB – 8 Layered, 

Main PCB - Two layered

OS Embedded Wince 6.0

Size 200(H) X 300(W) X 150(D)

Power 220V/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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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격제어 테스트

테스트 방법은 자동테스트를 해 로그램을 PC

에 설치한 후 공유기를 PC와 무선으로 연결시킨 후 

제품과 무선 통신 상태로 설정한다. 그 다음 로그램

에 IP를 입력하고 ‘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 속이 

되면 로그램‘원격제어테스트’ 항목의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총 테스트를 5회 반복하여서 얻은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원격 제어 테스트 결과
Table 3. Results of remote control testing

Count Result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다음 그림 9는 원격 제어 테스트 로그램의 실행 

결과이다. 

그림 9. 원격 제어 테스트 로그램 실행 결과
Fig. 9 Results of running a remote control test 

program

V. 결  론

본 논문의 제안하는 히트 이 를 활용한 농업용 

고효율난방기  스마트 제어시스템은 획기 인 근

을 통한 열 교환 시스템 구조 설계를 하여 기존 난방

기 비 뛰어난 열효율을 제공하며, 난방기가 차지하

는 바닥 면 을 감소하여 재배면  증가로 인한 생산

량 증가, 난방기외 배기 열 회수기, 추가설치비용등 경

제  부담 감, 뛰어난 열 효율성으로 유류사용량 감

소  유류비 약, 환경유해요인(일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아황산가스 등)개선효과, 스마트폰, PC등을 이용

한 환경제어기능으로 노동력 감 효과가 발생한다.

제안하는 난방기는 난방기내 열 교환 시스템이 구

축되어있어 배기 열 회수기 추가 설치가 불필요에 따

른 생산량이 증가한다. 한, 기존 난방기는 부분 

연료부족, 기기내부온도, 버  불 착화, 과열방지 정로

만 용하는 반면에, 제안한 난방기는 문제가 발생할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농업용 난방기

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에 지를 활용하

는 방법으로, 시설원  뿐만 아니라, 축사, 공장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히트 이 를 활용한 방법은 많이 있으나 난방기에 

내장된 방법으로 미활용 에 지가 아닌 실사용 에

지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용분야를 차 넓힐 수 

있다. 매출증 , 고용창출, 수출 등 여러 방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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