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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obtain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of standard guidelines in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roof ventilation system i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To achieve this, the greenhouse structure 
& characteristics, cultivation status, and ventil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for single-span greenhouse with roof 
ventilation system cultivating the Cucurbitaceae vegetables, watermelon, cucumber, and oriental melon. Most of single-span 
watermelon greenhouse in Haman and Buyeo area were a hoop-style and the ventilation system in those greenhouses 
mostly consisted of two different types of ‘roof vent (circular or chimney type) + side vent (hole) + fan’ and ‘roof vent 
(circular type) + side vent (hole or roll-up type)’. The diameter of circular and chimney-type vent was mostly 60cm 
and the average number of vents was 10.5 per a bay with vent spacing of average 6.75m. The ratio of roof vent area 
to floor area and side vent area in the single-span watermelon greenhouse with ventilation fan were 0.46% and 7.6%, 
respectively. The single-span cucumber greenhouse in Haman and Changnyeong area were a gable roof type, such as 
even span, half span, three quarter and the 70.6% of total investigated single-span greenhouses was equipped with a 
roof ventilation fan while 58.8% had a circulation fan inside the greenhouse. The ratios of roof vent area to floor area 
in the single-span cucumber greenhouse ranged from 0.61 to 0.96% and in the case of the square roof vent,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ircular type vent. On average, the roof ventilation fan in single-span cucumber greenhouse was equipped 
with the power input of 210W and maximum air volume of 85.0 m3/min, and the number of fans was 9.75 per a bay. 
The number of roof vent of single-span oriental melon greenhouse with only roll-up type side vent ranged from 8 to 
21 (average 14.8),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Cucurbitaceae vegetables while the vent number of the greenhouse 
with a roof ventilation fan was average 7 per a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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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면적은 채소작물이 2011

년 현재 약 49,537 ha이며, 화훼작물은 2,856 ha이다

(MAFRA, 2012a; MAFRA, 2012b). 시설채소의 온실현황

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시설재배면적의 99%(49,175 ha)이

며, 이 중에서 단동하우스는 86%(42,350 ha)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단동 비닐하우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

설유형별 면적은 단동하우스 중 터널형이 26,504 ha, 아치

형이 15,569 ha이다.

온실에서의 환기는 온도상승 억제뿐 만 아니라 과습 및 

결로 방지, CO2 공급 및 유해가스 차단 등을 통하여 작물의 

생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Breuer and Knies, 1995). 

시설재배시 가장 경제적인 환기방법은 자연환기 성능을 극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천

장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단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천창의 설치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조립, 해체, 이동

시 천장 환기장치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측창만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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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items on roof ventilation system for single-span greenhouse.

Classification Survey items
Greenhouse structure 
& characteristics

greenhouse type, width & length, roof & eave height, greenhouse orientation, covering materials type 
& number of layer

Cultivation status kind of crops, cultivar, cultivation period, plant density, plant spacing
Ventilation system ventilation type, purpose of ventilation, vent type & size, interval, number of vents & fans, vent (or 

fan) spacing, materials, opening height, electric power input (W), maximum air volume (m3/min), fan 
blade size, etc. 

하여 운영하는 농가가 많다(Nam 등, 2011). 그러나 측창만

으로는 중력환기가 불량하므로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천

창이 없는 시설은 환기가 불량하여 작물의 생육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m(2001)은 천창설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원형 천창 설치 온실과 관행의 측면 권취

식 단동 온실의 대조실험을 한 결과, 천창 설치는 측창만 

설치한 경우보다 22%정도 환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환기효과는 환기설정온도나 외부의 기상조건

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Yun, 1999; Nam 등, 

2012)온도센서를 이용한 자동환기가 수동이나, ON-OFF 

및 Timer 제어방식에 비해 시설내의 기온조건에 따라 개폐

되었을 때, 작물 생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조건을 조성해줄 

수 있었다(Kwon, 2000).

최근 온실업계나 농민들도 천장 환기의 필요성을 인식하

여 천장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다. 주로 

창문이나 굴뚝식, 원형 환기창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간격, 설치 대수, 환기장치(환기창, 환기팬 등)의 사양 등의 

설치 기준이 없어 설치와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천장 환기장치에 대

한 효과 검증과 이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주요 원예작물별 단동 비닐하우스의 천장 

환기시스템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열환경 해석 모델 개발

을 통한 천장 환기장치의 적정 용량 및 배치 기준설정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은 박과

채소중 수박, 오이, 참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천장 환기시설의 실태조사는 박과채소 중 수박, 오이, 

참외 재배시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태분석을 위해 

작물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타를 통해 대상자 리스트를 입수하여 천장환기

가 설치된 단동하우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작물별 조사지역은 수박은 함안(Haman), 부여(Buyeo) 지

역, 오이는 함안, 창녕(Changnyeong) 지역, 참외는 함안, 

성주(Seongju), 고령(Goryeong)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작

물당 10∼1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천장 환기시설의 

실태조사는 2013년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3달 동안 직

접 농가하우스 현장을 방문하여 각 조사항목을 실제로 측

정 및 조사하거나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항목으로는 하우스 규격(폭, 길이, 측고, 동고, 피복재 등), 

천장 환기장치의 설치제원(설치대수, 간격, 제어방식, 단

면직경, 환기팬의 소비전력 및 최대풍량 등) 및 운영실태, 

재배현황(재배작목, 재배기간, 재식주수 등) 등을 조사하

였다. 각각의 세부적 조사항목은 Table 1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수박의 주산지인 함안, 부여 지역의 재배농가를 대상으

로 하여 천장 환기장치를 설치한 단동 비닐하우스의 하우

스 폭, 길이, 측고, 동고, 피복재 종류 등 온실의 규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온실의 설치 방향은 남북동

이 72.4%, 동서동이 27.6%로 남북동의 형태가 많았다. 단

동형의 경우 동서동 시설은 남북동에 비하여 광선투과율이 

훨씬 많아 고위도지역에서 저온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동서방향이 권장되고 있으나, 토지의 장방형에 따라 임의

로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Nam 등, 2008). 수박재배 단

동하우스의 폭은 대체로 5.3∼6.5 m, 길이는 90∼100 m의 

온실이 많았고, 동고는 평균 2.1 m, 측고는 1.37 m로 터널

형(반원형)하우스가 주류를 이루었다. 온실의 외부피복재

는 EVA, PE필름이 전체 하우스의 88.1%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었고, PO필름이 그다음으로 많이 조사가 되었으며, 

2중 피복할 경우 내부피복재는 EVA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함안, 창녕 등 남부지역의 오이 재배지의 경우 단동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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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overing materials in single-span greenhouse with roof ventilation system in Cucurbitaceae 
vegetable cultivation.

Crops Greenhouse
type

Greenhouse 
orientation2)

Width Length Roof height Eaves height
Covering materials

layer
(m) 1st 2nd1)

Water-
melon Hoop N-S (72.4%)

E-W(27.6%)  6.89±1.253) 97.9±3.93 2.10±0.27 1.37±0.21 EVA, PE, 
PO

EVA, 
PVC, PE

Cucumber Even span, 
Half span, 4/3

N-S (41.2%)
E-W(58.8%) 15.3±2.79 77.4±15.0 3.13±0.35 2.25±0.78 EVA, PE -

Oriental melon Hoop, 
Arch roof

N-S (56.3%)
E-W(43.7%) 5.88±0.45 94.7±4.55 2.20±0.18 1.16±0.15 EVA, PE, 

PO -

1)Covering materials fixed inside the greenhouse.
2)Greenhouse orientation : N-S (North-south) and E-W (East-west).
3)Mean of 10∼15 farms ± SD.

Table 3. The cultivation status of Cucurbitaceae vegetables in single-span greenhouse with roof ventilation system.

Crops Cultivar Period of 
cultivation

Ridge Furrow(path) plant spacing Planting density 
(plant/m2)(cm)

Watermelon
Speed-honey, 

Speedplus-honey, 
Passion, etc 

Sep.∼Jun. 312.5±58.21) 51.3±3.54 33.9±4.52 0.73±0.16

Cucumber Samcheok, 
Cheonggang, etc  Year-round 86.0±23.0 45.0±10.0 39.7±7.01 3.02±0.60

Oriental melon
Ohbok-honey, 

Ohbokplus-honey, 
Joeundae, etc

Nov.∼Aug. 266.0±24.1 41.0±5.48 40.8±6.15 0.78±0.11

1)Mean of 10∼15 farms ± SD.

스의 형태는 지붕형 하우스(gable type house)로서 양지붕

형과 3/4형(three quarter)이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2). 온실의 설치 방향은 남북동이 41.2%, 동서동이 58.8%

로서 동서동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동

하우스의 폭은 12.0∼20.0 m, 길이는 55∼97 m의 범위에

서 다양하였고, 평균적으로 폭은 15.3 m, 길이는 77.4 m이

었으며, 하우스의 동고는 평균 3.13 m, 측고는 2.25 m이었

다. 온실의 외부피복재는 EVA 필름이 90% 이상을 차지하

였으며,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온실 외부에 보온

덮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성주, 고령, 함안 등 참외 주산지의 단동하우스의 형태는 

터널형 및 아치형 하우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평균 하우

스 폭은 5.88 m이었다. 일반적으로 단동 온실에서 온실관

리 및 환기에 유리한 조건은 50 m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Kim 등, 2000) 대부분의 온실이 90 m 이상으로 평균 하우

스길이는 94.7 m이었다(Table 2). 온실의 설치 방향은 남

북동이 56.3%, 동서동이 43.7%로 광조건에 상관없이 토지

의 장방형의 형태에 따라 시공된 경우가 많았다. 온실의 

외부피복재는 함안지역은 EVA, 성주·고령지역은 PE필름

을 많이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 PO필름을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천장 환기장치를 설치한 단동하우스에서 수박, 오이, 참

외의 재배현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박의 재배품종

은 주로 스피드꿀, 스피드플러스꿀, 패션 등이 주종을 이루

고 있으며, 이랑의 넓이는 평균 312.5 cm, 재식거리는 평균 

33.9 cm로서 0.73 plant/m
2
의 재식밀도로 나타났다. 오이

의 재배품종은 주로 ‘중복삼척’, ‘청강’, ‘낙동청장’, ‘미리

내’, ‘한반도’, ‘신동’ 등을 연중재배하고 있었으며, 재배시 

이랑의 넓이는 평균 86.0 cm, 재식거리는 39.7 cm이며 재식

밀도는 2.22∼3.90 plant/m
2
의 범위로 평균 3.02 plant/m

2

로 나타났다. 참외의 재배현황을 조사한 결과, 품종은 ‘조
은대’, ‘오복플러스꿀’, ‘오복꿀’, ‘스마트’ 등이 주종을 이루

고 있으며, 주로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재배하

며, 이랑의 넓이는 평균 266.0 m, 재식거리는 평균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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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roof ventilation vents in single-span greenhouse with roof ventilation system in Cucurbitaceae vegetable 
cultivation.  

Crops Ventilation
type

Roof vent
type

Roof vent
Number of 
vent /bay

Roof vent area

Diameter Height Spacing /floor area /side vent 
area 

(cm) (%)

Water-
melon

Roof vent + Side 
vent (hole) + Fan Chimney or 

Circular

58.0±4.471) 28.3±2.36 6.75±0.87 10.5±0.58 0.46±0.04 7.60±0.20

Roof vent + 
Side vent (roll-up) 60.0±0.00 31.7±2.89 8.33±2.08 8.67±1.53 0.37±0.13 6.06±1.88

Cucumber

Roof vent + Side vent 
(roll-up) + Fan Circular or 

Square 

82.0±20.5 5.45.±12.1 7.25±1.89 12.0±1.73 0.61±0.31 12.7±7.91

Roof vent + Side vent 
(roll-up) 87.5±3.54 0.0.±0.00 6.17±1.04 11.3±2.08 0.96±0.18 20.0±2.39

Oriental 
melon

Roof vent + Side 
vent + Fan Chimney or 

Circular
56.7±5.77 35.0±7.07 6.00±2.12 7.00±4.24 0.33±0.15 4.49±3.01

Roof vent + Side vent 60.0±0.00 28.8±2.5 5.25±1.26 14.8±5.56 0.71±0.24 5.21±4.02
1)Mean of 10∼15 farms ± SD.

cm로서 0.78 plant/m
2
의 재식밀도를 나타내었다.

터널형 하우스는 보온성이 크고 내풍성이 강하며 광성이 

고르게 입사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환기능률

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기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최근 천장환기를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함안, 

부여지역의 수박재배 하우스의 환기시설은 ‘측창(환기공) 

+ 천장환기(원형 또는 굴뚝형 환기창) + 온실 전후면 환기

팬’ 또는 ‘측창(권취식 또는 환기공) + 천장환기(원형 환기

창)’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수박재배 단동 하우스에 설치

한 천창의 구조와 설치제원은 환기팬을 설치한 하우스와 

설치하지 않은 하우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Table 4), 

전체 조사 하우스 중 63.2%는 환기팬을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5). 단동하우스에서 주로 설치한 환기창의 단면의 

형상은 굴뚝식과 원형이 대부분으로 굴뚝식은 뚜껑이 없으

나, 원형 환기창의 경우 뚜껑이 있으며 개폐방식은 모두 

수동이었다. 굴뚝식 및 원형환기창의 직경은 대부분 60 cm 

이었으며, 굴뚝식의 경우 50 cm인 것도 일부 있었다. 굴뚝

식 및 원형 환기창은 대부분 온실 중앙에 설치하여 설치높

이는 동고와 같았으며, 지붕위로 돌출된 환기창의 평균높

이는 굴뚝식은 28.3 cm, 원형은 31.7 cm이었다. 설치대수

는 온실 전·후면에 환기팬을 설치한 90∼100 m 길이 하우

스의 경우 평균 10.5개이며, 설치 간격은 6.75 m이었고,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8.67개의 환기창이 

8.33 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환기창 설치시 설치

기준이 없고 농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

박 단동하우스의 천장 환기창의 개구면적은 ‘측창(환기공) 

+ 천장환기(원형 또는 굴뚝형 환기창) + 온실 전후면 환기

팬’ 의 환기시설일 경우 바닥면적에 대해 평균 0.46%, 측창 

환기면적에 대해 7.6%로 나타났고, ‘측창(권취식 또는 환

기공) + 천장환기(원형 환기창)’의 시설인 경우, 바닥면적

에 대해 평균 0.37%, 측창 환기면적에 대해 6.0%로 나타났다.

오이재배 단동하우스에 설치된 환기시설은 ‘측창(권취

식) + 천장 환기창(사각형, 원형) + 천장 환기팬’ 또는 ‘측
창(권취식) + 천장 환기창(사각형, 원형)’의 형태로(Table 

4), 전체 조사 하우스 중 70.6%는 환기팬을 사용하고 있었

으며, 58.8%는 순환팬을, 환기팬과 순환팬을 모두 사용하

는 하우스는 47.0%로 나타났다. 단동하우스의 천장 환기창

의 단면의 형상은 주로 사각형과 원형으로, 개폐방식은 원

형 환기창과 사각 렉엔피니언식 환기창의 경우 대부분이 

수동이나 뚜껑의 개폐가 가능한 사각환기창의 경우 온도설

정에 따라 일부 자동 개폐제어가 가능한 것도 있었다. 사각

형 환기창은 60×60, 100×85, 90×85 등 크기가 다양하였

으며, 원형 환기창의 직경은 대부분 60 cm이었다. 설치대

수는 환기팬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하우스 한 동당 평균 

11.3∼12.0개 였으며, 설치간격은 평균 6.17∼7.25 m로 나

타났으며, 환기창 설치시 제조업체의 추천에 따라 설치기

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장 환기창의 개구면적

은 측창(권취식) + 천장 환기창(사각형, 원형) + 천장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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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and circulation fans in single-span greenhouse with roof ventilation system in Cucurbitaceae 
vegetable cultivation.  

Crops Fan Number of 
fans / bay

Blade
Size (cm)

Power input 
(W)

Air volume
(m3/min)

Installation 
position

Watermelon
Ventilation 63.2%2) 3.60±0.891) 46.0±2.24 262.0±26.8 77.0±14.1 Front/back
Circulation 0% - - - - -

Cucumber
Ventilation 70.6% 9.75±5.32 40.0±7.07 210±14.1 85.0±8.66 Roof
Circulation 58.8% 5.00±1.41 32.9±8.11 42.5±10.6 39.0±12.2 Inside

Oriental melon
Ventilation 5.5% 4.25±0.502) 43.3±2.89 253.3±46.2 61.0±15.6 Roof, Front/back
Circulation 0% - - - - -

1)Mean of 10∼15 farms ± SD. 
2)The ratio of the number of greenhouse with ventilation (or circulation) fans to the total number of investigated greenhouses.

팬’의 환기방식일 경우, 바닥면적에 대해 평균 0.61%, 측창

면적의 12.7%로 나타났고, ‘측창(권취식) + 천장 환기창(사

각형, 원형)’일 경우, 바닥면적의 평균 0.96%, 측창 환기면

적의 20.0%로 나타났다. 특히 렉엔피니언 개폐방식의 사

각환기창의 경우 개구면적이 원형 환기창에 비해 크게 나

타났다.

참외 재배 단동하우스의 환기시설은 ‘측창(권취식 또는 

환기공) + 천장환기(굴뚝식 또는 원형 환기창)’ 또는 ‘측창( 

권취식) + 천장환기(원형 환기창) + 환기팬’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장 조사시 순환팬을 사용하는 농가는 없었다

(Table 4). 단동하우스에서 주로 설치한 환기창의 종류는 

굴뚝식과 원형 환기창으로 개폐방식은 대부분 수동이었다. 

굴뚝식 및 원형환기창의 직경은 대부분 60 cm 이었으며, 

굴뚝식의 경우 50 cm, 40 cm인 것도 일부 있었다. 굴뚝식 

및 원형 환기창의 설치대수는 측창(권취식) + 천장환기(원

형 환기창) + 환기팬’의 환기시설을 가진 농가의 경우 하우

스 한 동당 평균 7개였고, 권취식 측창과 천장 환기창만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는 8∼21개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4.8개로서 다른 박과작물보다 환기창의 개수가 많았다. 

설치간격은 환기팬의 유무에 상관없이 4∼7.5 m로 환기팬 

설치하우스의 경우 평균 6m, 측장과 천장 환기창만 사용하

는 농가는 5.25 m로 나타났다. 천장 환기창의 개구면적은 

‘측창(권취식) + 천장환기(원형 환기창) + 환기팬’의 환기

시설일 경우 바닥면적의 평균 0.33%, 측창면적의 4.49%로 

나타났고, 측창(권취식 또는 환기공) + 천장환기(굴뚝식 

또는 원형 환기창)’일 경우 바닥면적의 0.71%, 측창면적의 

5.21% 수준이었다.

천장 환기장치를 설치한 수박재배 단동하우스에서 환기

팬의 사양을 조사했을 때, 날개크기는 45∼50 cm인 것이 

많이 사용되었고, 온실 전면과 후면에 각각 2개씩 설치한 

농가가 많아 평균 3.6개 였으며, 소비전력은 평균 262.0W, 

최대풍량은 72∼102 m
3
/min로서 평균 77.0 m

3
/min인 사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오이 단동하우

스의 경우 환기팬과 순환팬의 사양을 조사했을 때, 환기팬

은 평균 소비전력 210 W, 최대풍량 85.0 m
3
/min, 순환팬

은 평균 소비전력 42.5 W, 최대풍량 39.0 m
3
/min인 사양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한 동당 9.75개, 5.00

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외재배 하우스의 경우, 전체조사 

하우스 중 5.5%만이 환기팬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기팬

의 사양은 온실 전면과 후면에 각각 2개씩 설치하거나 하우

스 중앙에 4∼5개를 설치하여 평균 4.25개 였으며, 소비전

력은 평균 253.3 W, 최대풍량은 61.0 m
3
/min인 환기팬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온실에서의 공기순환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많은 연구자

들을 통해 수행되어(Nederhoff 등, 1985; Boulard 등, 

1996; Boulard 등, 1997; Blomgren과 Frisch, 2007) 온실

의 환기효율에 미치는 지붕, 측벽 또는 지붕과 측벽의 개구

부의 영향 등이 시험되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단동온실

에서 천장 환기창의 효과에 대한 검증실험이 수행되어

(Son, 2000; Nam, 2001; Nam, 2011) 환기효율, 환기율의 

변화 등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작물재배시 작물별 생육에 

적합한 적정 개구면적비(환기용 천창 면적), 적정 환기량, 

환기방법의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증이다. 최

근 단동하우스의 천장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농가가 증가하

는 추세로 Nam 등(2012)의 보고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토

마토 재배 온실에서 천창을 설치한 농가가 전체 단동 온실

의 32%에 이르고 1996년 성주지역의 참외재배농가의 경우 

84%가 하우스 측면환기와 하우스 중앙상단부에 환기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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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일찍이 천장환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hin, 1996). 그러나 천장 환기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어서 설치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단동

하우스에서 천장 환기창에 대한 효과검증과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환기

장치의 설치제원과 운영실태는 천장 환기장치 설치 단동 

비닐하우스에 대한 열환경 해석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모델개발을 통한 천장 환기통 및 

환기팬의 적정 용량 및 배치 기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사용될 것이다. 수박, 오이, 참외 재배시 천장 환기장치

의 사용을 통한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작물별 생육에 적합한 적정 천창면적 및 환기팬의 사양을 

구명하고 환기방법에 따른 시설내 온습도 변화와 생육 및 

수량을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한 환기방법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단동 비닐하우스에 대한 천장 환기장치의 적

정 용량 및 배치 기준 설정을 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천장 환기시설의 실태조사는 박과채

소중 수박, 오이, 참외 재배시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태분석을 위해 작물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천장환기가 설

치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규격, 천장 환기장치의 설치

제원, 재배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함안, 부여지역 수박재배 하우스의 환기시설은 ‘측창(환

기공) + 천장환기(원형 또는 굴뚝형 환기창) + 온실 전후면 

환기팬’ 또는 ‘측창(권취식 또는 환기공) + 천장환기(원형 

환기창)’의 형태로 굴뚝식 및 원형환기창의 직경은 대부분 

60 cm이었으며, 설치대수는 온실 전 후면에 환기팬을 설치

한 90∼100 m 길이 하우스의 경우 평균 10.5개이며, 설치 

간격은 6.75 m이었다. 천장 환기창의 개구면적은 환기팬 

사용시 ‘측창(환기공) + 천장환기(원형 또는 굴뚝형 환기

창) + 온실 전후면 환기팬’ 의 환기시설일 경우 바닥면적에 

대해 평균 0.46%, 측창 환기면적에 대해 7.6%로 나타났다. 

함안, 창녕 등 남부지역의 오이 재배지의 경우 단동하우스

의 형태는 대부분 지붕형 하우스로서 전체 조사 하우스중 

70.6%는 환기팬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8.8%는 순환팬을, 

환기팬과 순환팬을 모두 사용하는 하우스는 47.0%로 나타

났다. 천장 환기창의 개구면적은 바닥면적에 대해 평균 

0.61∼0.96%이었으며, 렉엔피니언 개폐방식의 사각환기

창의 경우 개구면적은 원형 환기창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오이재배 단동하우스에서 천장 환기팬은 평균 소비전력 

210 W, 최대풍량 85.0 m
3
/min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한 

동당 9.75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주, 고령, 함안 등 참외 

주산지의 단동하우스의 굴뚝식 및 원형 환기창의 설치대수

는 측창(권취식) + 천장환기(원형 환기창) + 환기팬’의 환

기시설을 가진 농가의 경우 하우스 한 동당 평균 7개였고, 

권취식 측창과 천장 환기창만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는 8∼
21개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4.8개로서 다른 박과작물보다 

환기창의 개수가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환기장치

의 설치제원과 운영실태는 단동하우스에서 수박, 오이, 참

외 재배시 천장 환기장치의 사용을 통한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가져오고, 환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천장 환기장치의 

적정 용량 및 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열환경 해석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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