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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모 원 시설은 활용도를 최 한 높이기 해 주년재배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온실은 부분 겨울철과 같은 온기에 재배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어 보온이나 난방을 하여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온기에는 냉방에 

소요되는 에 지가 난방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온실의 활용도가 떨어

지게 된다. 여름철에는 환기창을 완 개방하고 차 망을 이용하여 온실 내부 기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외부 기온이 낮아도 일사량이 많아 온실 내부 

기온이 30～40℃ 이상의 고온으로 올라가는 , 가을과 같은 계 에는 환기창을 

하게 개폐제어하는 정 한 온도 리가 필요하다. 이 등(2000)은 자연환기창은 측창의 

경우 3Way 방식이나 권취식, 로젝트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폐하고 있으나 

천창의 경우는 길이방향으로 길게 연속형인 환기창을 랙앤피니언으로 로젝트 방식

으로 어올려 열거나 끌어내려 닫는 형태가 주로 이용된다고 하 다. 한 일본, 벨

기에 등 외국에서는 환기팬, 유동팬 등에 소비되는 에 지를 최 한 이기 해 자

연환기를 이용할 수 있는 온실 모델로 천정 부 를 개방하여 지붕면 체를 양쪽으로 

들어올려 개방하는 retractable roof 온실과 천정 부 를 힌지로 하고 지붕면 안쪽으로 

어 완 히 개방하는 cabriolet 온실 등 환기면 을 극 화시킨 형태의 온실이 개발

되기도 하 다. 

  환기창의 형태에 따른 환기효과에 해서 김 등(1996)은 환기창의 개폐각이 큰 양

지붕형 온실의 환기횟수가 11.7회/hr로 아치형 온실 환기창의 7.4회/hr보다 높게 나타

났다고 하 고, 이 등(2001)은 천창과 측창의 면 이 같을 때의 환기성능이 최 이며 

측창이 없고 천창만 설치한 경우는 환기성능이 1/3로 어든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면 의 다연동 온실에서 환기팬이나 내부 유동팬 등의 강제환기에 

소요되는 에 지를 최소화하기 해 자연환기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는 탑오  형태

의 천정 개방형 환기창 온실 모델을 개발하고 내부기온 하강효과  환기횟수 등 자

연환기효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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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천정개방형 온실 모델의 규격은 기존 유리온실 모델  가장 많이 보 되어 있는 

벤로 온실의 형태를 용하여 4.8m 더블 스팬으로 폭 9.6m, 측고 4.3m, 동고 5.45m, 

길이 48m로 하 으며, 주골조 자재는 성형 이  ø29.8×2.6×1.8t와 각  □

125×75×2.3t를 이용하 다. 한 자연환기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지붕면을 벽면과 

환기창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교 로 배치함으로써 온실 지붕면을 두 종류의 

임으로 시공하 다. 지붕 벽면을 구성하는 고정형 임의 크기는 

2,100mm×2,523mm의 규격으로 설정하고 환기창을 구성하는 개폐형 임은 1,900× 

2,523mm으로 하여 지붕 벽면에 한 환기창 면 률을 48% 정도로 하 다. 

   시험온실의 환기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환기창을 완  폐하여 내부 기온을 4

0℃이상으로 상승시킨 후 천창을 개방하여 앙부의 기온하강을 측정하 다. 한 기

온의 수직분포 변화를 측정하기 해 앙부인 4.8m 치와 좌우측인 2.4m, 7.2m 

치에서 높이 1.0m, 1.9m, 2.8m 지 에 온도측정센서(Thermo couple T-type)를 각각 

1 씩 설치하고 다  데이터 로거(SOLAC-V NP092)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Fig 1. Picture of rooftop vent greenhouse and position of temperature sensors

결과  고찰

   온실 상부에 형성되는 고온 공기층은 지붕면의 최상부인 천정부를 개방하여 환기

창의 면을 통해 빠르게 유출시키고 환기창의 측면으로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유입

시키기 해 환기창의 면부와 측면부의 유효환기면 을 최 한 확보하는 것이 자연

환기 효과를 최 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스팬의 벤

로형 다연동 온실에서 기존의 곡부물받이 쪽이 열리는 하부 개방식 환기창을 천정부

가 열리는 상부 개방식으로 개선하고 지붕 경사면 체가 개방되도록 하여 측면의 유

효환기 면 을 최 한 확보하 다. 천정개방형 환기창 면부의 유효환기면 은 그림 

1의 좌측과 같이 빗  친 부분으로 표시되며 그래 와 같이 천창이 개방되면서 열린 

각도가 커질수록 환기창 면부의 유효 환기면 이 차 증가하고 실제로 열리는 환

기면 과 환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유효환기 면 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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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ont effective vent. area and changes according to opening degree

   천정개방형 환기창 측면부의 유효환기면 은 그림 3과 같이 부채꼴 형태로 표시되

며 천창이 개방되면서 열린 각도가 커질수록 환기창 측면부의 유효환기면 은 증가하

지만 개방각도가 10˚이상 되어야 측면환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Side effective vent. area and changes according to opening degree

   온실을 완  폐하고 내부 기온을 상승시킨 다음 천정부를 개방하여 온실 앙의 

온도 하강을 측정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천정 개방 3분 후부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

했으며, 1.0m 높이 치에서 온도변화 기울기가 커 작물 식재 치까지 자연환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Temperature descent of the center according to time after roof vent.

   온실 앙부에서 좌우측, 더블 스팬 지붕의 가운데 부분의 내부 기온 하강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물 식재부인 온실 하부 1.0m 높이에서 앙부의 좌우측에서 

온도 차가 발생해 천정부에서 수직으로 자연환기가 일어나 온실의 하부의 온층에서 

활발한 공기유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단되었다. 1.9m 높이에서는 천창 개방 이 에

는 앙부의 기온이 좌우측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환기가 시작된 후 앙부의 기온이 

빠르게 하강하여 좌우측 기온과 유사하게 되었고, 2.8m 높이에서도 좌우측의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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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천정부를 우선 으로 개방하는 환기창 방식과 넓은 환기면

 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단되었다.

Fig. 5. Temperature descent of 1.0, 1.9, 2.8m height according to time after roof vent.

요약  결론

   온실의 천정부를 개방함으로써 고온 공기층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고 환기창 

면 비율을 48%로 크게 함으로써 환기창 면  측면의 유효환기면 을 최 한 확

보하여 환기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천정부 개방형 환기창의 유효환기 면 을 분석

하고 자연환기효과를 측정하 다. 천정부 개방형 환기창 면부의 유효환기면 은 천

창이 개방되면서 열린 각도가 커질수록 차 증가하고 실제 환기면 과 거의 유사하

고, 환기창 측면부의 유효환기면 은 천창 개방각도가 10˚이상 되어야 환기 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환기에 의한 온실 내부 기온하강 효과는 천정부 개방 

3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0m 높이에서 온도변화 기울기가 커 작물 식재 

치까지 자연환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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