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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라스틱 온실의 합성유효 량자속 변화

이 우1*․김 식2

1경북대학  농업토목공학과, 2상명대학  식물산업공학과

Variation of Photosynthetic Photon Flux in Commercial Plastic 
Greenhouses

Hyun-WooLee1*,Young-ShikKim2

1
DepartmentofAgriculturalEng.,KyungpookNationalUniv.,Daegu,702-701
2
SangmyungUniversity,San98-20Anso-dongChoongnam330-720,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clearing up the way to be able to improve 
covering and management method of covering material in commercial plastic greenhouse. The 
photosynthetic photon flux(PPF) in representative 4 different commercial tomato greenhouses was 
measured and analyzed. The variation trend of daily integral PPF was in agreement with that of the 
duration of sunshine. Each of daily integral PPF for 4 different experimental greenhouses was quite 
dissimilar, and was less than the amount of PPF necessary to grow tomato. October to November of 
beginning of winter was a good season to replace covering material in order to secure more PPF during 
insufficient winter season in greenhouse. The main inside factors to interrupt PPF incidence were thermal 
screen, inside covering material, condensation receiver in greenhouse. The single wide span greenhouse 
covered with PO film was superior to the other experimental greenhouses in the aspect of PPF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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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에서 피복의 주된 목 은 주간에 온실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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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러한 목 을 해 사용되는 피복재가 구비해

야 할 가장 기본 인 성질은 투 성과 보온성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은 서로 상반되는 물리 인

성질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

렵다.따라서가능한한투 성이양호한동시에보온

효과가 우수한 피복재,피복방법 리방법의 개발

이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다 (Hanan,1998;JGHA,

1994;Kim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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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의 피복은 부분 연질 라스틱필름으로

되어 있고,이가운데 고분자 라스틱 소재인폴리에

틸 필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2010년 재

채소를 재배하는 48,835ha의 온실 에서 연질필름의

피복재 온실이 47,740ha로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PE계열의 필름이 40,522ha로 84.9%를 차지

하여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EVA가 9.8%,PVC가

4.4%,PO가 0.3%순이다(MIFAFF,2010).PE필름은

수명이 짧고 보온력이 떨어지는 등 단 이 많으나

투과율이 높고 먼지가 게 부착되며 가격이 싸다

는 장 때문에 국내외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Kwon.2009). 한 PO필름은 높은 투과율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won.2011).

온실내부로 투과하는 량은 태양복사의 강도,지

형,주 의 장애물,온실의 구조와 방향,피복재의

학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Boodley,1996;Hanan,

1998;JGHA,1994;Kimetal.,2000;Leeetal.,2002;

Nelson,1991).우리나라 온실구조는 연동 단동의

다양한 형태가 있고 피복재도 온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되고 있으며,피복재의 사용기간도 농

가에 따라서로 다른실정이다.따라서 다양한형태의

상업용 온실에 하여 투과 량을 분석하여 한

피복방법과 리방법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기후와 시장동향에 따라 물량,품질,가격

이 변동하고 산지에 따라 상품규격이나 품종이 다양

하기 때문에 기에 수출물량을 공 하고 지속 으로

Table1.Characteristicsofexperimentalgreenhouses

Greenhouse Type
Covering
method

CoveringMaterialReplacementtime
Numberof
span(width)

Direction

A Multispan
Double
layers

PE 2009.6 8(7m) N-S

B Multispan
Double
layers

PE
2009.11
2010.11
2011.11

8(7m) N-S

C
Wide

singlespan
Double
layers

PO(Outside) 2010.6
1(24m) N-S

PE(Inside) 2010.6

D Multispan
Double
layers

PO&PE
(Outside)

2005.9

7(7m) N-S

PE(Inside)
2009.9
2010.11
2011.11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두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상품의 고품질화와

시장의변화에 따른 상품의안정 공 에 달려 있다

고 할 것이다.고품질의 수확물을 안정 으로 생산하

기 해서는 다른생육환경들과 함께매일 정 합

성유효 량자속이 지속 으로 공 되어야 한다

(Both,1995;Lee,2003).특히 겨울철에는 온실내부의

량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정 량에 비해 매우 부

족하기 때문에 온실의 생산성을 높이기 해서는

합성유효 량자속의 투과량을 높일 수 있는 피복

리기술이 필요하다(Both,1995;Leeetal.,2010).

본연구는우리나라에서상업용으로 운 되고있는

표 인 구조 피복형태의 온실에 하여 겨울철

온실 내부의 합성유효 량자속을 측정하고 변화를

분석하여피복재의 피복방법 리방법의개선방안

을 구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수행

되었다.

재료 방법

표 인온실형태 피복형태들에 한온실내부

의 투과 량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Table1

Fig.1과 같이 충청남도 논산지역에 설치되어 운 되

고있는수출용토마토를재배하는4가지형태의상업

용 온실을선정하고 온실 내부의 합성유효 량자속

을 측정하 다.온실 A는 형 인 1-2W형태의 이



VariationofPhotosyntheticPhotonFluxinCommercialPlasticGreenhouses

-29-

피복 8연동온실이며 내부와 외부피복재 모두 PE필름

으로 피복되어 있다.온실 B는 온실 A와 마찬가지로

내외부 피복재 모두 PE필름으로 피복된 이 피복 온

실이지만 내부피복재를 온실 A와는 달리 Fig.1(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앙에서 양쪽 가장자리로권취하

여 개방하는 방식으로 피복되어 있다.온실C는 폭

형 단동온실로 외부피복은 PO필름으로 피복되어 있

고,내부피복은 PE필름으로 피복되어 있다.온실 D는

(a)GreenhouseA

(b)GreenhouseB

(c)GreenhouseC

(d)GreenhouseD

Fig.1.Insideandoutsideviewofcommercialgreenhousesforexperiment.

온실 B와 온실구조 이 피복 방법은 동일하지만

Fig.1(d)에서와 같이 외부피복이 처마부에 치한

개폐부분은 PE필름으로 피복되어 있고 그 쪽은 PO

필름으로 피복되어 있으며 내부피복은 모두 PE필름

으로 피복되어 있다.4가지 실험온실의 피복방식은

모두 이 피복방식이며 피복재의 사용기간은 Table

1에서와 같이 온실마다 차이가 있었다.온실내부의

합성유효 량자속은 합성 량자속센서(U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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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를온실폭방향 앙부의 방높이에설치하여

측정하 으며,측정 데이터는 데이터로그(ZF-10MX,

한국)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연속 장하 다.

측정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 까지 2년 9개월간

측정하 다.

결과 고찰

1.월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의 변화

Fig.2.VariationofdailyintegralPPFinJanuary2010.

Fig.2는 2010년 1월동안의 일조시간 실험온실

4곳에서 측정한 온실내부의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량의 변화경향은

4가지 온실 모두 일조시간의 변화 경향과 체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온실 간에 일일 산

량의 차이는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이는온실의

형태,피복재의 종류,피복재의 사용기간 오염정도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Nelson,1991;Lee

etal.,2010), 량이 낮은 온실에 해서는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단되

었다. 한흐린날과맑은날사이에도일일 산 량

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마토

재배온실에서 재배를 한 정 일일 산 량은 약

7MJ․m
-2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변환계수(Giacomelli

etal..1988;Leeetal.,2002)를 곱하여 일일 산 합

성유효 량자속으로 환산하면 약 14mol․m
-2
․s
-1
정

도가 된다(Leeetal.,2010).이 값을 기 으로 하면

1월 에는 모든 온실이 토마토 생육에 필요한 정

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평균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의 연 변화

Fig.3은 4가지 실험 상 온실에 하여 량이 부

족한 12월,1월,2월의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

의평균을도시한것이고,Fig.4는연도별평균을도시

한 것이다.온실 A와 B의 경우 2009년 12월∼2010년

2월의 량변화를 보면 피복재의 종류가 PE필름으로

같고 교체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량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는 B온실은 피복재를

교체하 고 A온실은 피복재를 교체하지 않음에따라

A온실의 투과 량이 상 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라스틱피복 온실의 주된 투과율

감소원인은 내부피복재 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권취식으로 개폐함으로 인하여 내부피복재가 오염되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Leeetal.,2010).

본 연구에서조사한 4가지 실험온실 모두투과 량을

높이기 하여 겨울철에도내부피복재를 부분개방

하 기 때문에 내부피복재의 오염으로인한 투과율

의 하는미미하 으며 주로 외부피복재의오염으로

인해 투과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

서온실B의경우3년가까이피복재를교체하지않았

지만 투과 량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은 내부피복재

의오염에의한 손실 향은미미하고주로외부피

복재의 오염에 의한 감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온실C의경우 외부피복은PO필름으로피복되

었고 내부피복은 PE필름으로 피복된 폭형 단동온

실이다.외부피복이 PO필름으로 피복된 단동온실이

기 때문에 일반 으로 알려진 바와같이 량은 높게

나타났으며(JGHA,1994),2010년 6월에 피복재를 교

체한 이후 기간인 2010년 12월∼2011년 2월과 2011년

12월∼2012년 2월에는 량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PO필름으로 피복된 단동온실의 투과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피복재를 더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피복재의 교체시기를

겨울철 량이 부족한 시기가 시작되기 인 10월

는11월경으로하여더많은 량이투과될수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었다.온실 D는

비록 온실 C와 마찬가지로 외부피복이 PO필름으로

피복되어 있고 내부피복은 PE필름으로 피복되어 있

지만 다른 온실들보다 투과 량이 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피복재를 교체한지 약 6년 이상 경과하여

외부피복재의 투과율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동온실이고 결로받이 등 내부의 차단 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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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기 때문인것으로 단된다.C온실과비교해 보

면 2012년의 경우 량이 최 40%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D온실의 경우 피복재를 즉시 교체하여

투과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일 것으로 단된다.

Fig.3.Comparisonofmonthlyaverageofdailyintegral
PPF.

Fig.4.ComparisonofaveragedailyintegralPPFbyyear.

(a)GreenhouseA (b)GreenhouseB,D (b)GreenhouseC

Fig.5.ThemaininsidefactorstointerruptPPFincidenceI ngreenhouse.

3.온실의 투과 량 감소요인 분석

Fig.5는 온실내부의 투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

을 비교분석하기 한온실내부 경을보여주는사진

이다.4가지 온실형태 모두 낮에 걷어둔 보온커튼이

투과성능을낮추는요인이되고있기때문에보온

커튼에의한 차단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

할 것으로 단되었다.4가지 실험 상 온실 모두 겨

울철 낮 동안에 투과율을 높이기 해 열손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부피복재를 열어 둔 상태로 유

지하 다.그러나 Fig.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피복재를 완 히 열어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닫 있는 오염된 내부피복재가 크지는 않지만

투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동일한 온실구조와 피복방식으로 만들어진 온실

B와 D의 경우에는 온실 폭 방향 앙에 치한 결로

받이가 투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온실

C의 경우에는 비교 넓은 온실 폭의 앙에 보온커

튼과 내부피복재를 걷어 두고 있기때문에 온실 체

폭에 비해 걷 있는 보온커튼과 내부피복재의 폭이

비교 작아 다른온실에 비해 손실이 상 으로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 으로검토해볼때 온실 C가 투과 측면에

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B와 D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 약

본연구는우리나라 라스틱온실피복재의 피복방

법 리방법을개선할 수있는 방안을 구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상업용으로운 되고

있는 표 인 구조 피복형태의 온실에 하여

겨울철 온실 내부의 합성유효 량자속을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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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하 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의 월 변화를 분석

한 결과 모든 온실에 있어서 량변화의 경향이 일조

시간의변화 경향과 체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온실 간에 일일 산 량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겨울철에는 모든 온실이 토마

토 생육에 필요한 정 량에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일일 산 합성유효 량자속의

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온실 모두 투과 량을

높이기 하여 겨울철에도내부피복재를 부분개방

하 기때문에 내부피복재의오염으로인한 투과율

의 하는 미미하 으며주로외부피복재의오염으로

인해 투과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O필

름으로피복된단동온실의 투과성능이 매우 우수

하다는사실을 확인할 수있었다.피복재를더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피복재의교체시기를 겨울철

량이부족한 시기가시작되기 인10월 는 11월

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되었다.온실

간 량의 차이가 최 40%정도까지 나기 때문에 투

과 량이 낮은 온실은 즉시 피복재를 교체하여 투

과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일 것으로 단되었다.온

실의 투과 량 감소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과 량을

감소시키는 내부요인은 보온커튼.내부피복재.결로

받이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형 단동온실의 경

우에는 비교 넓은 온실 폭의 앙에 보온커튼과

내부피복재를걷어 두고있기 때문에 온실 체 폭에

비해 걷 있는 보온커튼과 내부피복재의 폭이 비교

작아다른온실에비해 손실이상 으로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종합 으로 비교해 볼 때 폭형

단동온실이 투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피복재를 앙에서 권취하여 개방하는

형태의 온실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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