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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
하였고 양돈업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양돈가, .
수는 환경규제 등과 사료 원료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줄어들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업은 양돈가당 사육두.
수가 증가하여 점차 대형화 및 기업화 되고 있다1).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돈사를 신축하기 보다는

돈방당 사육두수를 증가시킨 집약적인 생산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무창돈사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
생산체제는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혹서기의 고열,
악취 병원성 미생물 및 부유 물질 등이 돈사 내에 집적될 수,
있어 재래돈사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창돈사가 위험 부담

을 안고 있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약적 생산 시설.

인 무창돈사에서는 반드시 돼지가 생육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은 강제환기,
기술이다 돼지의 적정 환경온도에 대한 최저 임계온도 설정.
이론식의 정립과 무창돈사의 입기 및 환기 효율 등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현장 계측을 통한 환기 효율.
검증뿐만 아니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

뮬레이션을 이용한 환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는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수치 계산 및 시뮬레CFD

이션을 수행하여 공기 유동 등에 대한 결과를 예측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실험은 자연환경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
렵고 비용과 시간 등이 많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보완한 시뮬

레이션 방법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를 통하. CFD
여 공기흐름의 패턴을 연구실에서 가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 온실의 환기해석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축산

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보급률이 높은 강제환기식 무창이유

자돈사의 공기유동에 대하여 겨울철 최소 환기량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무창이유자돈사의 겨울철CFD
최적 환기를 위한 입 배기구의 위치와 개수 및 적정 공기 유･
입 속도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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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돈사

본 연구에 사용된 무창이유자돈사는 과 에서Fig. 1 Fig. 2
보는 바와 같이 돈방이 개 있는 폭 길이4 2.90 m, 9.90 m,

높이 의 크기로 된 돈사였다 이 무창이유자돈사의 적2.80 m .
정 수용두수는 두였고 돈방 사이에 설치된 펜스140 , (fence)
의 높이는 틈바닥부터 였으며 배기구와 접한 펜스의0.60 m
반은 파이프로 되어 있어 공기 유동이 자유로웠고 나머지 반,
은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어 공기 유동이 불가능한 상태였

다 돈사 측면 상단부에 크기의 입기 덕트. 0.50×0.50 m
와 크기의 배기 덕트가 설치되었으며(duct) 0.50×0.25 m ,

배기 덕트 한쪽 끝 부분에 배기팬 이 설치되었다 배기팬(fan) .
에 의해 발생되는 음압에 의해 돈사 전면 입기구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음압환기방식이었다 실험돈사는 개선하기 전. (Fig.
에는 입기구 개가 입기 덕트에 설치된 상태였고 플라스3) 11 ,

틱 배기구 폭 깊이 높이 는 틈바닥 하단( 0.32× 0.05× 1.50 m)
부부터 배기 덕트까지 연결되어 개가 설치된 상태였다9 .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기팬과 가깝게 위치한 입 배기구에3 ･

는 배기팬과 상대적으로 멀게 위치한 입 배기･ 구보다 음압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공기 유동량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따라서 배기팬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없이 돈방별로 균.
일하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서Fig. 4

Inlet

Outlet

Fence

Outlet duct

Inlet duct

Fig. 1. Photograph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weaning
piglet house.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weaning piglet house.

Fig. 3. Side view of the experimental weaning piglet house before modification.



이승주 ․ W. M. Gutierrez ․ 김봉식 ․ 한진영 ․ 장동일 ․ 장홍희152

보는 바와 같이 동일선상에 있는 입기구 개 의4 (Fig. 3 ,ⓐ
를 밀폐하여 총 개의 입기창을 배치하였으며 배, , ) 7 ,ⓒ ⓓ ⓕ

기구의 경우 개 의 는 완전 폐쇄하였고 개1 (Fig. 3 ) , 2 (Fig.①
의 와 는 을 폐쇄 배기구 깊이를 기존 에3 ) 2/3 ( 0.05 m④ ⑥

서 로 조정 하여 배기구를 축소하였다 다른 돈사 시0.03 m ) .
설의 경우 개선 전 돈사 시설과 동일하였다.

시뮬레이션CFD

실험돈사의 제원과 동일하게 돈사의 구조를 Gambit(Ver.
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2.2, Fluent Inc., U.S.A.) .

초기 모델은 개선 전 무창이유자돈사와 동일하게 모델링 입( ･
배기 덕트 입 배기구 펜스 등 하였으며 틈바닥의 경우 공, , ) ,･
기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로 판단하여 모델링하

는데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개선 후 모델의 경우 입 배기구. ･
의 조건을 변경하여 개선 후 이유자돈사과 동일하게 모델링

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자망 의 구성이. Fig. 5 (mesh)
시뮬레이션 시 계산시간 및 계산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CFD

치기 때문에 천장부근 공기 유입구 에서는 더욱 더 조밀하게( )
차원으로 격자망을 구성하였다3 .

겨울철 권장 두당 최소환기량(0.0566 m3 min-1 에/head)
근거하여 두를 위한 총 최소 환기량을 계산한 결과140 7.924
m3 min-1 이었으며 이를 입기 덕트 면적으로 나누어 입기,
덕트에서의 입기 속도를 계산한 결과 0.53 m sec-1이었다 이.
와 같이 계산한 입기 덕트 속도로 외부 공기가 실험돈사 내

부로 유입되는 조건 하에서 실험돈사의 공기 유동을 분석하

고자 로 차원Fluent(Ver. 6.2, Fluent Inc., U.S.A.) 3 CF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의 모델개발을 위한 사양은. CFD

과 같다 분석된 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하Table 1 . 3
여 개선 전 후의 틈바닥 위 와 높이에서의 공기0.1 m 1.5 m･
유동을 분석하여 입 배기구의 위치와 개수가 환기 효율에 미･
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또한 입기구로 유입되는 공기의 속.
도를 최초 1.2 m sec-1로 시작하여 0.1 m sec-1씩 변경하여

이유자돈사 내에서 공기 유동을 분석 최적 유입 공기속도 구,
명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CFD

무창이유자돈사의 공기 유동 해석을 위해 시뮬레이션 한

모델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돈사CFD
에서 개선 전 후 돈사 입기 덕트의 입기구 유속 입 배기구,･ ･
유속 및 돈방내 틈바닥 위 와 위치에서의 유속0.1 m 1.5 m
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풍속계는 선영시스텍. SY-MPM( ,
한국 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측정 결과를 비) . CFD
교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CFD .

Fig. 4. Side view of the experimental weaning piglet house after modification.

Fig. 5. Mesh made using Gambit.

Table 1. Input values of the CFD model for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Property Valus (s)

Density (kg m-3) 1.225

Cp (Specific heat, J kg K･ -1) 1006.43

Thermal conductivity (W m K･ -1) 0.0242

Viscosity (kg m sec･ -1) 1.7894e-05

Molecular weight 28.966

L-J Characteristic length 3.711

L-J Energy parameter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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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를 이용하여 개선 전 후의 무창이유자돈사에 대한CFD ･
공기 유동 형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Fig. 6, 7, 8, 9, 10
과 같았다 개선 전 무창이유자돈사에서는 에서 보는. Fig. 6
바와 같이 배기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입기구에

음압이 형성되어 각 입기구를 통하여 입기되는 공기량이 달

라 각각의 돈방에 균일하게 들어오지 못하여 신선한 공기가

돈방 전체에 균일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배기팬과 가까운 돈

방에 편중되어 유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추운 겨울.
에 최소 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기 유입이 많은 돈방

은 오염된 공기가 많이 배출되어 공기질은 좋을 수 있지만

차가운 외부 공기의 유입이 많아 온도가 낮고 풍속이 높게

형성되어 추위 스트레스에 민감한 어린 이유자돈에게 추위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반대,
로 배기팬과 거리가 먼 돈방은 신선한 외부 공기가 잘 유입

되지 않아 공기질이 나쁘게 유지되어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

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
나 입기구 개 중 배기팬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입기구 개11 4
를 폐쇄한 개선 후의 무창이유자돈사에서의 공기 유동은 개

선 전에 비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공기가 배기팬Fig. 7
에 가까운 돈방에 편중되지 않고 유입되어 각 돈방에 균일하

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제어함에 있어서 불균일한

환기에 의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한 유입 공기로 인하여 돈사내의 공기가 원활히 혼합되어 환

기효율을 증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유자돈에게 발생,
될 수 있는 추위 스트레스와 호흡기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론적인 최소 환기량과 입.
기 덕트 입기구 면적을 고려하여 입기 덕트 입기구의 풍속을

0.53 m sec-1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실측한 입기 덕트 입기구 풍속은 0.52 m sec-1 정도였다.

또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선 전 무창이유자돈사Fig. 8
틈바닥 위에서의 공기 유동은 입기구 높이에서의 공0.1 m
기 유동형태 와 같이 배기팬에 가깝게 위치한 돈방에(Fig. 6)
서만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뿐 나머지 돈방에서는 환기가,
거의 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개선 후 무창이유자돈.Fig. 6.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X-Z plane at air inlet

hight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before modification.

Fig. 7.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X-Z plane at air inlet
hight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after
modification.

Fig. 8.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X-Z plane at 0.1 m
above floor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before modification.

Fig. 9.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X-Z plane at 0.1 m
above floor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after modification.

Fig. 10.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Y-Z plane at the
center of an air inlet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when inlet velocity is about 1.20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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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사 전체에서 균일하Fig. 9
게 환기됨을 알 수 있었다 추운 환경에서 어린 이유자돈이.
풍속에 의하여 추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속이 0.15 m sec-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4) 틈바닥 밑으,
로 배기함으로써 환기시키는 음압환기방식에 있어서 효율적

으로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키 위해서는 공기 유속이 최소

0.08 m sec-1 이상되어야 한다5) 개선 전 무창이유자돈사의.
경우 배기팬 부근 돈방의 공기 유속은, 0.07 0.09 m sec～ -1

수준이었고 나머지 돈방에서는 0.00 0.06 m sec～ -1 수준이었

기 때문에 배기팬 부근 돈방은 적절하게 환기가 되지만 나머,
지 돈방은 공기의 정체구역이 존재하고 환기가 부족하게 되

어 오염된 공기가 원활히 배기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배기팬으로부터 먼 돈방에서 사육되는 이유자돈들은

공기질이 극도로 좋지 않아 증체율과 사료효율의 저하 및 호

흡기 질병 등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개선 후.
무창이유자돈사의 공기 유속은 0.06 0.08 m sec～ -1 정도로

각 돈방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따라서 개선 후 무창이유자돈.
사의 경우 돈방 간에 거의 차이없이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환

기가 되기 때문에 공기질의 저하에 의한 증체율과 사료효율

의 저하 및 호흡기 질병의 발생등과 같은 문제는 거의 나타

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CFD
결과를 돈방별로 정리하여 보면 와 같다Table 2 .

폭이 이상인 무창돈사의 공기 유입 속도는6 m 3.0 5.1～
m sec-1로 권장되고 있다6) 그러나 폭이 인 실험돈사. 2.9 m
에대한 시뮬레이션결과에의하면 입기구에서CFD , 1.2 m sec-1

정도로 유입될 경우 과 같이 공기가 반대편 벽에 부Fig. 10
딪혀 틈바닥으로 급격히 강하하여 풍속 0.35 m sec-1 정도로

와류를 생성 배기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
럼 입기구 반대편 틈바닥 위의 풍속이 0.35 m sec-1로 높을

경우 추위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기구 중앙 풍속이. 0.50 m sec-1 정도

일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기구 반대쪽 벽에 유Fig. 11
입 공기가 부딪혀 틈바닥 쪽으로 하강하여 0.04 m sec-1 정

도로 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선한 공기의 유입으.
로 공기 혼합률을 높이고 벽에 부딪힌 후, 0.15 m sec-1 이하

의 풍속으로 배기구 쪽으로 유동함에 따라 찬공기와의 접촉

으로 인한 이유자돈의 추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틈,
바닥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오염 공기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무창돈사의 폭이. 3 m
내외일 경우에는 입공기 속도 0.5 m sec-1에 근거하여 입기

구의 개방면적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다.

요 약

본 연구는 입기구가 개이고 배기구가 개인 무창이유자11 9
돈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겨울철 최CFD
적 환기를 위한 입 배기구의 위치와 개수 및 최적 공기 유입･
속도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배기팬에 가까운 돈방의 경우에는 나머지 돈방에 비해 상

대적으로 음압이 크기 때문에 환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나머지 돈방의 경우에는 음압이 작아 환기가 적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동일 면적의 입기구를 설치함.
에 있어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면 환기가 불균일하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배기팬에 가깝게 위치한 돈방에서는 입 배기, ･
구를 나머지 돈방에 비해 적게 만들어 주거나 간격을 넓게

만들어 줌으로써 균일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입기구가 개이고 배기구가 개인 무창돈사의 경. 11 9
우에는 동일 선상에 있는 입기구 개를 폐쇄하며 배기구 개4 1
는 완전 폐쇄하고 개는 를 폐쇄하였을 때 환기가 균일2 2/3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돈사와 같이 돈사의 폭이.

정도일 경우에는 입기구의 입공기 속도가3 m 0.5 m sec-1 정

도로 유지될 때 틈바닥 위 높이 위치의 풍속이 적정0.1 m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let and outlet velocity in piglet rooms

Velocity
room number

   
Inlet velocity

(m sec-1)
before 0.3 0.4～ 0.1 0.3～ 0.0 0.1～ 0.4 0.7～
after 0.1 0.2～ 0.1 0.2～ 0.1 0.2～ 0.1 0.2～

outlet velocity
(m sec-1)

before 0.07 0.09～ 0.00 0.06～ 0.00 0.06～ 0.00 0.06～
after 0.07 0.08～ 0.07 0.08～ 0.07 0.08～ 0.07 0.08～

Fig. 11. Predicted air flow pattern in Y-Z plane at the
center of an air inlet of the experimental windowless
piglet house when inlet velocity is about 0.50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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