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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단동 비닐하우스와 북미지역 하이터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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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standard models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in Korea and high tunnels in 
North America were analyzed, and comparative analysis for greenhouse environments measuring in Korean farmhouse 
and Rutgers high tunnel was carried out to find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that occupy most of Korean greenhouse. Widths of high tunnels are similar to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but their heights are high comparatively and their side heights are fairly higher tha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specially. Rafters, which are main frames, section sizes of high tunnels are bigger and their intervals are wider tha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Relative bending resistances compared with representative Korean greenhouse were 
analyzed by 0.92 to 1.42 i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and 1.38 to 2.96 in high tunnels. Frame ratios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were 6.8 to 8.6%, and those of high tunnels were 5.5 to 8.7%. We analyzed air temperatures and 
solar radiations measured i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and high tunnel on clear days in late March. There were 
outside temperatures in generally similar range, and judging by rise of indoor temperatures, ventilation performance of 
high tunnel is more excellent tha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Solar radiations of two areas were no big difference 
but light transmittance of high tunnel was a little bit higher than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are disadvantageous in environmental managements such as ventilation performance and light transmittance 
because distance between greenhouses is too narrow and length of greenhouse is too long compared to high tunnels. 
To get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as well as to increase the structural resistance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are achievable by widening the width of greenhouse in possible range, widening the space between rafters, 
and enlarging the section size of rafters. Also, we need to secure enough distance between greenhouses and to restrict 
the length of greenhouse by maximum 50 m in order to improve the ventilation performance and the light transmittance.

Key words : Distance between greenhouses, High tunnel, Pipe size and strength,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Ventilation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5794
E-mail address: swnam@cnu.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시설채소 온실은 2010년 현재 48,835ha로 

그 중 99.2%인 48,465ha가 비닐하우스이다. 시설유형별

로 보면 터널형 또는 아치형의 단동하우스가 41,879ha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온방법별 온실 현황은 

무가온이 73.5%, 가온이 26.5%이며 난방연료는 88.2%가 

경유 등의 유류를 이용하고 있다(MIFAFF, 2011).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표준형태는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한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연동형) 4종과 농가지도

형 비닐하우스(단동형) 10종으로 유지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폭설과 태풍으로 인한 온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2004년 4월부터 규격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내재해형 규

격이 지정 고시되었다. 내재해형 규격에는 자동화 비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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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 1종과 단동 비닐하우스 18종, 과수 비닐하우스 3종을 

개발 고시하여 보급중에 있다(Lee 등, 2010). MIFAFF와 

RDA(2010)는 계속되는 기상재해로 원예특작시설 부문에

서 10년간 연평균 3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0년 12월 

내재해형 규격을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된 고시에는 자동

화 비닐하우스를 3종으로 확대하고, 단동 비닐하우스의 서

까래 규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광폭형 비닐하우스 2종을 

추가하였다.

미국의 시설원예는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규모와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기후와 

넓은 토지로 대부분의 원예작물은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으

며 시설에서는 육묘와 화훼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식물공

장과 우주농업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의 온실면적은 1983년에 4,000 ha(Hanan, 1998), 1993년

에 6,200 ha(Lindley와 Whitaker, 1996)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농업 총조사에서는 생

산량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온실관련 자료를 추출할 수

가 없다. 2009년에 실시한 원예전문센서스에 의하면 원예

작물 재배면적은 노지 246,653 ha, 시설 11,753 ha로서 시

설원예면적 비중이 약 4.8%로 나타났다. 온실(greenhouse) 

면적은 7,981 ha로서 유리온실 1,060 ha(13.3%), 경질판 

1,117 ha(14.0%), 플라스틱필름 5,804 ha(72.7%)였고, 나

머지(3,772 ha)는 간이시설 형태인 shade structure로 분

류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대부분이 화훼 또는 육묘였고 채

소재배 면적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USDA, 2010). 

2007년 센서스에 의하면 온실에서 채소재배 면적은 총 574 

ha이고 이중 토마토가 408 ha(71%), 기타 166 ha로 나타났

다(USDA, 2009). 북미지역의 토마토산업에 관한 보고서

(Cook과 Calvin, 2005)에 의하면 온실 토마토 재배면적은 

1999년 308 ha, 2003년 330 ha로 나타나 2007센서스

(408ha)와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에서 생

산되는 채소는 대부분 토마토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농무성의 지원하에 저비용의 하이터널 보급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무가온 단동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하이터널이 급속

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농무성의 자연자원보존과(NRCS)

는 3년 계획으로 하이터널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처음으로 43개주 2,422동의 하이터널 설치에 

1,3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NRCS, 2011). 사업의 목적은 

작기연장, 품질개선, 생산량 증대 및 물 보존, 토양 보존, 

농약사용 감소 등에 의한 자연자원의 보존이다. 미국의 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에서 하이터널 파일럿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CU, 2011; PSU, 2011; RU,2011). 

럿거스 대학은 뉴저지주 농업시험장의 지원으로 폭 5.2 m, 

길이 11.0 m의 실험용 하이터널 6개동을 설치하여 각종 실

증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피복재는 0.15 mm 두께의 PE필

름을 사용하고, 측면은 권취식 측창을, 전후면 벽에는 트랙

터 등의 출입이 자유롭게 상부힌지도어를 설치하고 있다. 

하이터널의 설치방향은 광보다는 환기가 잘되도록 주풍향

을 고려한다. 토마토재배 실험과 함께 자동측창과 수동측

창의 환기비교, 투명･흑색･녹색･적색 멀칭의 생육비교, 보

온커튼의 유무에 따른 기온과 지온변화, 품종별 생육비교, 

보온커튼의 종류별 에너지절감, 광투과율 비교 등의 실험

을 수행하였다(Both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단동 비닐하우스 중 내재해형 

모델과 북미지역의 하이터널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단동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실측한 온

실 환경과 미국 럿거스 하이터널에서 실측한 온실 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동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환경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구조적 비교 분석을 위한 우리나라의 단동 비닐하우스는 

정부가 2010년에 고시한 내재해형 모델을 사용하였고, 북

미지역의 하이터널은 눈이 비교적 많이 내리는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등 미

국의 북동부지역에 분포하는 하이터널 규격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내재해형 모델로 고시한 단동 비닐하우스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하는 파이프 규격에 따라 

2007년도에는 25.4×1.5t가 5종, 31.8×1.5 t가 7종, 

31.8×1.7 t가 6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25.4×1.5 t가 3종, 31.8 ×1.5 t가 5종, 31.8×1.7 t가 

7종, 42.2×2.1 t가 2종, 그리고 48.1×2.1 t가 1종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까지 사용하던 22.2×1.2 t 파이프는 

사용이 중지 되었으며 42.2×2.1 t와 48.1×2.1 t 파이프

가 추가 되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구조용 아연도 강관은 

항복강도 295 MPa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ee 등, 2010; MIFAFF와 R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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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the number of standard models for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in Korea.

Size of pipe
Notification year

2001 2007 2010
22.2×1.2 t 3 - -
25.4×1.5 t 6 5 3
31.8×1.5 t 4 7 5
31.8×1.7 t - 6 7
42.2×2.1 t - - 2
48.1×2.1 t - - 1

Table 2. Pipe size of main frame for high tunnels in North 
America. 

Title Size of pipe Reference
14-gage 42.2×2.2 t PSU (2011)
13-gage 48.3×2.3 t PSU (2011)
12-gage 60.3×2.4 t CU (2011)
11-gage 73.0×2.8 t CU (2011)

    

Fig. 1. High tunnel in Rutgers University (Outside view, inside view and working scene) (RU, 2011). 

하이터널은 노지와 난방온실의 중간수준의 환경조절기

능을 제공하는 무가온, 플라스틱 단일피복 구조물로 정의

하고 있다(HO, 2011). 그러나 무가온 온실로 분류하기도 

하고(CU, 2011), 온실이 아니라고 정의하는(NRCS, 2011) 

등 엄밀한 정의는 없다. 설치비는 일반 상업용 온실의 1/5 

정도이고 표준규격은 없지만 보통 폭 9 m, 길이 30 m, 측고 

1.8 m, 동고 4 m 정도로 건축되고 있다. 적설량이 비교적 

많은 북동부 지역의 하이터널은 적설에 안전하도록 지붕경

사 26.5도의 고딕형(gothic style)으로 직경 60.3～73.0 

mm, 두께 2.4～2.8 mm의 아연도 강관을 1.2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CU, 2011). Table 2는 미국 북동부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이터널의 주 골조 단면 특성이며, 파이프

는 SS-20 아연도 강관으로 항복강도는 345 MPa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단동 비닐하우스(2010년형 

내재해 모델)와 북미지역의 하이터널을 대상으로 온실의 

규격과 부재단면, 설치간격 및 설계강도 등의 구조적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동 비

닐하우스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충남 부

여에 설치된 폭 6.1 m, 길이 100 m의 토마토 재배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2009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측한 

온실 환경 자료(Nam 등, 2011)와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의 부속농장(Rutgers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에 설치된 폭 5.2 m, 길이 11 m의 토마

토 재배 하이터널(Fig. 1)에서 200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측한 온실 환경 자료(Both 등, 2006) 중에서 맑

은 날 실내외 기온과 실내외 일사량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환경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2010년에 개정 고시된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규

격은 Table 3과 같다. 서까래 파이프 단면은 직경 25.4 

mm, 두께 1.5 mm부터 직경 48.1 mm, 두께 2.1 mm까지 

5종류가 적용되고 있으며, 서까래 간격은 0.5～1.0 m의 범

위에 있다. 온실의 폭은 5.0～8.9 m까지 다양하며 동고(지

붕높이)도 2.4～3.9 m로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측고

(처마높이)는 1.2～1.7 m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가로대(도

리)는 모델에 따라 5～9개가 설치되고 있다. 각 모델의 설

계강도는 적설심 기준으로 25～50 cm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MIFAFF와 RDA, 2010).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 설치

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표준형 모델에 비

하여 부재단면이 작거나 서까래 간격이 넓은 경우가 많아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am과 

Yu, 2000). 한편,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모델 18가지 

중 16개는 아치형, 2개는 외지붕형과 쓰리쿼터형의 중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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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mensions of standard models for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in Korea (MIFAFF와 RDA, 2010).

Size of pipe Pipe interval 
(m)

Greenhouse width 
(m)

Greenhouse height (m) Purlins
(ea)Side Roof

25.4×1.5 t 0.6~0.8 5.0~5.6 1.2 2.4~2.6 5~7
31.8×1.5 t 0.5~1.0 5.6~7.6 1.2~1.7 2.4~3.7 5~9
31.8×1.7 t 0.5~0.6 7.0~8.2 1.3~1.6 2.8~3.9 5~9
42.2×2.1 t 0.8~0.9 7.6~8.9 1.7 3.7~3.9 7
48.1×2.1 t 0.7 8.9 1.7 3.9 7

Table 4. Dimensions of high tunnels in North America (Ledgewood Farm, 2011; CU, 2011). 

Size of pipe Pipe interval 
(m)

Greenhouse width 
(m)

Greenhouse height (m) Purlins
(ea)Side Roof

42.2×2.2 t 1.2 4.2~6.3 1.8 2.7~3.3 3
48.3×2.3 t 1.2 7.8~9.0 1.8 3.7~4.0 5
60.3×2.4 t 1.2 9.0 1.8 4.0 7
73.0×2.8 t 1.2 9.0 1.8 4.0 7

태를 보이고 있다.

Table 4는 북미지역의 하이터널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서까래 파이프 단면은 직경 42.2 mm, 두께 2.2 mm부터 

직경 73.0 mm, 두께 2.8 mm까지 4종류가 적용되고 있고, 

온실의 폭은 4.2～9.0 m까지 다양하며 측고는 대부분 1.8 

m, 동고는 온실의 폭에 따라 2.7～4.0 m를 채택하고 있다. 

온실의 폭은 국내 단동 비닐하우스와 비슷하였으나 높이는 

비교적 높고 특히 측고는 국내 단동 비닐하우스보다 상당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까래 간격은 대부분이 1.2 m를 

사용하고 일부는 1.5 m 또는 1.8 m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CU, 2011). 가로대는 3～7개로 국내 단동 비닐하우스 

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다. 미국 농공학회(ASAE) 설계기준

(ASAE, 1997)에는 지역별 설계 적설심이 나와 있지 않고 

지상적설하중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하이터널

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의 적설하중을 구하고, 

우리나라의 설계기준(Lee 등, 2010)에 의해 적설심으로 환

산한 결과 설계적설심은 50～120 cm 정도였다. 국내 설계

기준 보다는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온실의 서까래 단면의 설계는 휨에 의해 좌우된다. 구조

부재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는 식(1)과 같이 하중과 부재 길

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1)

여기서, 은 휨모멘트(N･mm), 는 비례상수, 는 하

중(N/m), 은 부재의 길이(m)이다.

휨부재는 식(2)와 같이 부재 단면에 발생되는 휨응력()

이 재료의 허용 휨응력 또는 휨강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  (2)

여기서, 는 단면2차모멘트(mm
4
), 는 중립축으로부터 

부재단면 연단까지의 거리(mm), 는 단면계수(mm
3
)이고, 

휨응력 또는 휨강도의 단위는 MPa이다.

식(2)에 식(1)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3)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서까래 간격을 고려하면 온실 단위 길이당 휨저항

력은 식(4)와 같이 된다. 

≤ 


 (3)

 


 (4)

여기서, 는 온실 단위 길이당 휨저항력(N･mm/m
3
), 

는 서가래 간격(m)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단동 비닐하우스와 북미

지역의 하이터널 중 대표적인 규격에 대하여 휨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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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nding resistance and frame ratio for representative standards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and high tunnels.

Greenhouse Pipe Bending resistance Frame ratio
(%) Remark

Width (m) Height (m) Size Interval (m) N･mm/m3 Relative
5.0 2.6 25.4×1.5 t 0.6 12,502 100 6.8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in 

Korea

6.0 3.3 31.8×1.5 t 0.6 14,110 113 8.3
7.0 3.3 31.8×1.7 t 0.6 11,526  92 7.8
7.6 3.7 42.2×2.1 t 0.8 16,133 129 7.3
8.9 3.9 48.1×2.1 t 0.7 17,794 142 8.6
5.1 3.0 42.2×2.2 t 1.2 29,053 232 5.5

High tunnels in 
North America

7.8 3.7 48.3×2.3 t 1.2 17,246 138 6.2
9.0 4.0 60.3×2.4 t 1.2 21,573 173 7.6
9.0 4.0 73.0×2.8 t 1.2 37,049 296 8.7

Fig. 2. A representativ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in Korea.

구하면 Table 5와 같다. 여기서는 정밀한 구조해석을 거치

지 않고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부재 길이는 온실

의 폭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25.4×1.5 t 파
이프를 0.6 m 간격으로 설치한 폭 5.0m, 높이 2.6 m인 

단동 비닐하우스(Fig. 2)의 휨저항력을 100으로 봤을 때 

다른 파이프 규격과 서까래간격 및 온실의 폭 등을 고려한 

휨저항력의 상대적 크기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92～142였으며 북미지역 

하이터널의 경우 138～29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25～
50 cm)와 북미지역(50～120 cm)의 설계적설심 차이를 고

려할 때 대체로 이정도의 휨저항력 차이는 적정 설계범위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의 골조율은 온실 바닥면

적에 대한 골조단면의 투영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골

조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광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작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단동 비닐하

우스의 골조율은 6.8～8.6%였고, 북미지역의 하이터널은 

5.5～8.7%로 나타났다. 하이터널이 더 큰 파이프단면을 사

용하지만 골조 간격이 넓기 때문에 골조율은 대체로 비슷

한 것을 볼 수 있다. 단동 비닐하우스 25.4×1.5 t 단면과 

하이터널 42.2×2.2 t 단면을 비교하면 휨저항력이 2.3배

나 증가하였지만 골조율은 6.8%에서 5.5%로 오히려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골조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서까래 단면과 간격을 조절하여 휨저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온실의 설계 및 내재해형 모델 개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단동 비닐하우스의 시설비는 Table 5의 1～3

모델의 경우 제곱미터당 18,500～20,500원, 4～5모델의 

경우에는 43,800～4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MIFAFF와 RDA, 2010). 북미지역 하이터널의 시설

비는 3-시즌 하이터널의 경우 제곱미터당 8,900～14,800

원(1달러를 1,100원으로 환산), 4-시즌 하이터널의 경우 

23,700～35,5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mgren

과 Frisch, 2007). 시설비는 양국의 물가나 인건비 차이, 

환율 변동 등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단동 비닐하우스와 북미지역 하이터널의 환

경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비교 연도가 다르지만 3월

말경의 맑은 날 실내외 기온과 일사량 측정치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외기온은 대체

로 비슷한 범위에 있었고, 이때 실내기온과의 차이를 보면 

단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2.5～6.0℃(평균 4.3℃)정도 상승

하였으나 하이터널의 경우 1.6～4.7℃(평균 3.6℃)정도 상

승하였다. 실내외 기온차가 작다는 것은 환기가 더 잘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이터널이 단동 비

닐하우스보다 환기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온실의 높이나 바람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두드러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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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ily average air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for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in Korea (2009). 

Date
Air temperature (℃) Solar radiation (MJ/m2)

Outside Inside Difference Outside Inside Transmissivity
Mar. 21 16.4 19.6 3.2 14.3 7.4 51.7
Mar. 22 10.6 13.1 2.5 11.8 5.9 50.0
Mar. 23 7.8 12.4 4.6 17.1 8.4 49.1
Mar. 25 6.7 12.7 6.0 20.4 9.7 47.5
Mar. 28 8.0 13.4 5.4 20.4 9.8 48.0
Average 9.9 21.4 4.3 16.8 8.2 49.3

Table 7. Daily average air temperature and photosynthetic active radiation for high tunnel in North America (2006). 

Date
Air temperature (℃) PAR (mol/m2)

Outside Inside Difference Outside Inside Transmissivity
Mar. 27 7.7 11.8 4.1 44.4 22.9 51.6
Mar. 29 9.3 14.0 4.7 43.8 24.2 55.3
Mar. 30 10.9 12.5 1.6 42.7 22.4 52.5
Mar. 31 14.0 18.6 4.6 41.9 22.7 54.2
Apr. 02 12.9 16.3 3.4 46.5 24.8 53.3
Average 11.0 14.6 3.6 43.9 23.4 53.4

유는 인동간격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태양복사의 파

장범위는 300～3,000 nm이고 광합성 유효복사(PAR)는 

400～700 nm이다. 태양복사 파장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사계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파장범위 400～1,100 

nm를 측정하는 양자형 일사계가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 

일사량의 단위는 W/m
2
을 사용하고 광합성 유효복사의 단

위는 ․ 를 사용하며 상호간의 비교를 위하여 단

위환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근사적인 환산만 가능하다. 태양광의 경우에 1 W/m
2
의 전

천일사량은 4.57 ․ 로 단위 환산이 가능하며

(Kim 등, 2003), 맑은 날 지구 복사에너지의 45%가 광합성 

유효복사이므로(Kamp와 Timmerman, 1996), 1 W/m
2
의 

전천일사량은 2.06 ․ 의 광합성 유효복사로 변

환이 가능하다. 한편, Park 등(2010)은 400～1,100 nm 파

장범위의 일사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일사량(W/m
2
)을 광합

성 유효복사(․ )로 환산할 때 2.52의 계수를 제

안하였다. Table 6의 일사량은 파장범위 400～1,100 nm의 

양자형 일사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1일간 적산한 값이

다. Table 7의 광합성 유효복사량은 PAR센서(파장범위 

400～700 nm)로 측정한 것을 1일간 적산한 값이다. 평균

값인 16.8 MJ/m
2
을 위에 열거한 연구자들의 변환식으로 

환산하면 42.3 mol/m
2
으로 두 지역의 일사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단동 비닐하우스의 광투

과율은 47.5～51.7%의 범위를 보였고 북미지역 하이터널

의 경우에는 51.6～55.3%의 범위를 보였다. 하이터널의 광

투과율이 단동 비닐하우스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피복재의 차이, 온실의 형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동간격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하우스와 하우스 간격을 인동간격이라고 한다. 토지 이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동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 좋지

만 인접한 하우스의 그늘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 나쁘고 환

기가 불량하므로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 일조 조건을 고

려하면 동서동의 경우 측고의 2배정도, 남북동의 경우 측고

의 0.8～1.3배정도 띄우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Tachibana 

등, 1979). 하이터널의 인동간격은 온실의 높이 이상으로 

가능한 한 넓게 시공하는 것이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Blomgren과 Frisch, 2007). 반면에 우리나라 

단동 비닐하우스의 인동간격은 대부분 1 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구획 폭이 30 m인 경지정리 한 논에 5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므로 연동의 경우 6.0 m 폭이 나오고, 

단동의 경우 5.2 m 폭으로 설치해야 인동간격 1.0 m를 확

보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인동간격은 0.7～1.2 

m 정도이다. 하이터널의 폭은 5.1～9 m까지 다양하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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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측면에서 따뜻한 지역은 6～7.8 m가 적당하고, 북쪽지

방은 9 m정도로 해도 측창환기가 충분하다. 온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1:2일 때가 태양열 획득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

이다. 또한 온실의 길이가 너무 길면 환기가 불량하고 구조

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하이터널의 경우에는 폭 9 m, 

길이 30m의 규격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Blomgren과 

Frisch, 2007).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온실을 경지정리 한 

논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한 논의 1구획이 100 

m×30 m로 되어 있어 온실의 길이를 100 m로 하는 경우가 

많다. Nam과 Yu(2000)의 조사에서도 단동 비닐하우스의 

길이는 평균 71 m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의 길이가 길면 

난방시 온도편차가 심하고 온실의 관리 측면에서도 불편하

다. 특히 측창이나 보온 커튼의 개폐가 불편하고 개폐 모터

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시에도 권취식 개폐기의 

불균일 작동이나 과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온실의 

길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비교 검토한 바와 같이 단동 비닐하우스의 구

조내력을 증대시키면서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실의 폭을 가능한 범위에서 넓히고, 서까

래 설치간격을 넓게 함과 더불어 서까래 단면 규격을 증대

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물론 서까래 간격을 넓히기 위

해서는 피복재의 두께나 인장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광투과율과 환기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우

스의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실의 길이를 최대 50m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동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환경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내재해형 단동 비닐

하우스 모델과 북미지역의 하이터널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단동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실

측한 온실 환경과 미국 럿거스 하이터널에서 실측한 온실 

환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서까래 파이프 단면은 직경 

25.4～48.1 mm, 두께 1.5～2.1 mm까지 5종류가 적용되고 

있으며, 서까래 간격은 0.5～1.0 m의 범위에 있다. 온실의 

폭과 높이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측고는 매우 낮은 

편이다. 가로대는 모델에 따라 5～9개가 설치되고 있으며 

각 모델의 설계강도는 적설심 기준으로 25～50 cm의 범위

에 있다. 하이터널의 서까래 파이프 단면은 직경 42.2～
73.0 mm, 두께 2.2～2.8 mm까지 4종류가 적용되고 있으

며 온실의 폭과 높이는 다양하고 측고는 대부분 1.8 m를 

채택하고 있다. 온실의 폭은 단동 비닐하우스와 비슷하지

만 높이는 비교적 높고 특히 측고는 단동 비닐하우스보다 

상당히 높다. 서까래 간격은 대부분이 1.2 m를 사용하고, 

가로대는 3～7개로 단동 비닐하우스 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적설심은 50～120 cm 정도로 국내 설계기준 

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25.4×1.5 t 파이프를 0.6 m 간격으로 설치한 단동 비닐하

우스의 휨저항력을 100으로 할 때 휨저항력의 상대적 크기

는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92～142였으며 북미

지역 하이터널의 경우 138～296으로 분석되었다. 단동 비

닐하우스의 골조율은 6.8～8.6%였고, 하이터널은 5.5～
8.7%로 나타났다. 하이터널이 더 큰 파이프단면을 사용하

지만 골조 간격이 넓기 때문에 골조율은 대체로 비슷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골조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서까래 단면

과 간격을 조절하여 휨저항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내재해

형 온실 모델 개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동 비닐하우스와 하이터널의 환경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3월말경의 맑은 날 실내외 기온과 일사량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외기온은 대체로 비슷한 범위에 있었고, 실내

기온은 단동 비닐하우스의 경우 2.5～6.0℃정도 상승하였

으나 하이터널의 경우 1.6～4.7℃정도 상승하였으며, 하이

터널이 단동 비닐하우스보다 환기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지역의 일사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단동 

비닐하우스의 광투과율은 47.5～51.7%, 하이터널의 경우

에는 51.6～55.3%의 범위를 보여 하이터널의 광투과율이 

단동 비닐하우스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이

터널의 환기성능이나 광투과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온실

의 높이나 형상, 피복재의 차이, 바람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동간격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동간격

을 좁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인접한 하우스의 그늘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 나쁘고 환기가 불량하므로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 하이터널의 인동간격은 온실높이 이상 가능한 

넓게 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단

동 비닐하우스의 인동 간격은 대부분 0.7～1.2 m 정도이

다. 온실의 길이가 너무 길면 환기가 불량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난방시 온도편차가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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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창이나 보온커튼의 개폐 등 온실의 관리 측면에서도 

불편하다. 하이터널의 경우에는 폭 9 m에 길이 30 m의 규

격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지정리한 논

의 구획에 맞추어 온실 길이를 90～100 m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동 비닐하우스의 구조내력을 증대시키면서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실의 폭을 가능한 

범위에서 넓히고, 서까래 설치간격을 넓게 함과 더불어 서

까래 단면 규격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투과율과 환기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의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실의 길이를 최대 50m 이내

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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