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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설원예는 1980년과 비교 시 2020년에는 단위면적당 생

산량이 5.6배 증가하여 90% 증가하였다(RDA, 2021). 반면

에 온실의 면적은 2000년 105,758ha에서 2022년 83,823ha

로 매년 1.06%씩 줄어들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특

히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이 집약된 대규모 첨단온실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형 대규모 첨단온실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설계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간척지와 같은 넓고 평탄한 부지

의 확보가 중요하다. 새만금은 약 409km2의 면적에 달하는 대

규모 간척사업지로 대규모 첨단온실단지 및 전후방산업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94.3km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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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ternal weather conditions including temperature and wind speed in the Saemangeum reclaimed l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land, affecting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greenhou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lect an appropriate covering material considering the insul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vering material considering the weather condition in the Saemangeum reclaimed land. A hexahedral insulation 

chamber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insulation efficiency of each glass-clad material in the outside weather condition 

in reclaimed land. In order to evaluate the insulation effect of each covering material, a radiator was installed and 

real-time power consumption was monitored. 16-mm PC (polycarbonate), 16-mm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4-mm greenhouse glass, and 16-mm double-layered glass were used as the covering materials of the chamb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external wind directions, the windward and downwind insulation properties were 

evaluat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hermal insulation effect of each greenhouse cover material to single-layer 

glass, the thermal insulation effect of double-layer glass was 16.9% higher, while PMMA and PC were 62.5% and 

131.2% higher respectively. On average the wind speed on the windward side was 53.1% higher than that on the 

lee-wind side, and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hamber at the wind ward side was 

found to be 52.0% larger than that on the lee ward side.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the overall heating operation time 

for PC was 39.2% lower compared to other insulation materials. Showing highest energy efficiency, and compared to 

PC, single-layer glass power consumption was 37.4%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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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지정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업단지 

조성과 농업생태관광 등이 기획되고 있다(KRC, 2022). 

간척지에 대규모 온실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육지와는 다른 

환경조건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사항은 연약한 토

질에 따른 지반 침하를 극복하기 위한 지반구조, 적절한 재배

작물의 선정, 지하수 염분 문제를 고려한 용수 공급 방안 마련, 

높은 풍속에 따른 난방 에너지 소비 저감 방안, 보조적인 에너

지원의 확보 등이다. 간척지 외부 풍속은 온실 내부의 열 손실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온실 피복재 선정은 온실 

내부 단열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시설원예 농가에서의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적으로 30~5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작물별로는 

생산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토마토 31%, 고추 

38%, 파프리카 38%, 장미 42%로 알려져 있다(RDA, 2018). 

시설원예에서 난방은 주로 면세유를 활용하며, 유가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단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Shen 등, 2018; Kim 

등, 2018; Rasheed 등, 2018; Ogunlowo 등, 2021). 특히 온실

에서의 열손실은 온실 피복재의 표면을 통하여 열의 

60~100%가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JPHA, 1994). 온실 피복

재 외부 표면에 형성되는 경계층을 통하여 내부의 열에너지가 

배출되며, 경계층은 풍속이 높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이

로 인하여 더 많은 열에너지가 외부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온

실의 적절한 단열은 작물의 생장 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

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간척지는 바다에서 직접 불어오

는 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풍속이 높으며, 산, 구릉, 시설의 장

애요인이 없어 육지에서와는 다른 풍환경을 가지고 있다. 간

척지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첨단온실을 설계하는 과

정에서는 풍환경에 따른 온실의 피복재 선정 및 에너지 손실

을 고려한 에너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Hwang 등, 

2013; Diop 등, 2012; Kim 등, 2020). 온실 피복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보온, 피복자재의 보온성능에 따른 연

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im 등(2009)은 보온단열

재의 설치방법에 따른 보온성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Lee 등

(2011)는 플라스틱온실의 피복방식에 따른 보온, 광투과 성

능, 관류열전달계수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Lee 등(2013)과 

RDA(2014)는 온실 피복재 및 보온재의 관류열전달계수 측

정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커튼에 따른 온실피복재의 관류열전달계수 분석

(Geoola 등, 2009), 온실 피복재의 열부하를 계산하고, 온실

에서의 위치별 열적 특성을 추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Kim 

등, 2021).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온실 에너지 절감장

치의 효율을 분석하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Zhang 등, 1996; 

Rasheed 등, 2018). 다양한 에너지원과 열손실 저감 시스템 

및 온실 피복재의 활용을 기반으로 연중 변동하는 기상에 따

른 동적 에너지 부하를 고려하여 에너지원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며(Vadiee와 

Martin, 2014; Cuce 등, 2016; Nam과 Shin, 2017),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간척지의 환경조

건에 대한 현장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새만금 간

척지의 기상환경에서의 온실 피복재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단

열 효과 실험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료에 초점을 맞

추어서 소형 풍동이나 실험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실험조건

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 기상환경에서의 온실 피복재의 종류

와 풍환경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만금을 

대상으로 개활지에서의 농업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의 온실 피복재를 대상으로 온실 피복재 단열평가용 챔

버를 제작하였으며, 내부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적용하여 외부의 기상조건의 변동에 따른 단열효과와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새만금의 기상조건을 반영한 단열성 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

링은 새만금 농생명부지인 전북 부안군 계화면(35°46'27.6"N 

126°40'03.5"E)에 조성되어 있는 실험용 온실에서 수행하였

다(Fig. 1). 실험용 온실 인근에는 개활지로 큰 건물이 거의 없

으며, 풍환경 분석을 통하여 실험이 수행된 동절기에 주풍방

향인 북서풍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2022년 

3월에 수행하였으며, 기상예보를 검토하여 풍향이 비교적 일

정하고, 맑은 기상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를 대상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챔버의 내외부 온도 차이를 고

려하여 기온이 낮게 유지되는 시기를 선택하였다. 

2. 온실 피복재 단열 모니터링 챔버 설계 및 제작

온실 피복재별 단열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용 챔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챔버는 Fig. 2와 같이 0.5×0.5× 

0.5m의 정육면체의 모양이었다. 온실 피복재의 단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온실 피복재를 설치하기 위한 한 면을 제외

한 나머지 5개의 면은 polystyrene 재질의 단열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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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처리를 하였다. 

챔버의 온실 피복재는 온실용 단층 유리 4mm, 복층 유리 

16mm 2가지와 polycarbonate(PC) 복층 16mm, polymethyl 

methacrylate(PMMA) 복층 16mm 2가지로 총 4가지를 사용

하였으며, 외부 풍향의 실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서풍을 기준으로 하여 온실 외부의 개활지에서 온실 

피복재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는 풍상측(windward) 

방향과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을 향하는 풍하측(leeward) 

방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피복재별 2개씩 총 8개

의 동일한 제원을 챔버가 제작되었다.

챔버 내부에는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제어를 위한 방열

기가 온도제어기와 스마트플러그(전력소비량 측정장치)와 

함께 설치되었다. 내부의 온도가 균일하게 설정되는 것을 가

정하기 위하여 순환팬이 설치되었다. 순환팬은 내부에 일정

한 유동을 형성하여 공기가 완전혼합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

여 내부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온실 피복재 에너지 효율성 평가

온실 피복재 조건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챔버 내부의 온도를 순

환팬을 사용하여 일정하고 균일하게 가열하여 유지한 후 시간

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챔버 내부 가온은 온

도 설정 및 시간 조절이 가능한 방열기를 사용하였고, 내부 설

정 온도는 실험온실 내부의 야간 설정 온도인 15℃를 기준으

로 하였다. 

챔버 내·외부 온도 측정은 열전대 온도 센서(K-type thermo-

couple, OMEGA Inc., USA)를 활용하였다. 각 8개의 챔버마

다 바닥으로부터 25cm 높이에서 피복재의 벽체, 중앙 2지점

과 챔버 외부 벽체 1지점으로 총 4지점에 대한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챔버에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채널 풍속계(Model 1560, KANOMAX, JAPAN)

를 설치하여 외부의 풍속을 측정하였다. 온실 피복재별 보온 

효과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열기에서 소비되는 실시

간 전력소모량을 측정하였다(Fig. 3).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실 피복재별 에너지 효율성을 

단열 효과와 에너지 소모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열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복재 종류와 바람의 방향에 따른 내

(a) Experimental greenhouse (b) Wind rose by four seasons

Fig. 1. Satellite image of the experimental greenhouse for field monitoring of thermal conditions according to covering materials (a), and wind 

conditions from nearby national weather station (b).

Fig. 2. Experimental chamber design considering full insulation 

except the location installing 4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which 

is commonly used in Korean greenhou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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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온도 편차를 분석하였다. 에너지 소모량은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열기가 가동된 시간과 방열기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온실 피복재별 단열 효과

온실 피복재 종류와 풍환경에 따른 단열 효과를 분석하였다. 

온실 피복재별로 평균 내외부 온도의 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단층 유리 3.2℃, 복층 유리 3.74℃, PMMA 5.2℃, PC 7.4℃

이었다(Fig. 4). 내외부의 온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실험을 하였으므로, 외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낮은 상태에서 내부의 온도가 더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온실 피복재별 보온 효과를 단층 유리와 비교한 결

과, 복층 유리는 16.9%, PMMA는 62.5%, PC는 131.2%의 

보온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 피복재에 작용

하는 외부 풍속은 풍상측이 풍하측에 비하여 풍속이 평균 

53.1% 더 높았으며, 챔버의 내외부 온도 차이가 평균 52.0%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와 같이 외부의 장애물이 없어 

풍속이 높은 지역에서는 온실 피복재로 도달하는 풍속이 높아

지며, 이로 인하여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Hwang 등, 2013; Diop 등, 2012).

2. 온실 피복재별 에너지 효율 

온실 피복재별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의 온도

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열기가 가동되는 시간과 소비된 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하였다. Fig. 5는 시간에 따른 온실 피복재의 표

면에서의 풍속과 방열기의 가동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장소에 동시에 온실 피복재를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을 풍상측(windward)과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배치

한 풍하측(leeward)으로 비교하였다. 단열유리 실험결과에서 

풍상측에서는 피복재 표면의 풍속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난방이 가동되는 시간이 길었다. 에너지 효율

을 평가한 결과, PC, 복층 유리, PMMA, 단층 유리 순으로 나

타났다. 

방열기의 작동시간을 평가하면, PC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실험기간 동안 방열기가 작동한 시간이 39.2%로 적은 에너지

를 사용하여 온도가 유지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Fig. 6). PC를 기준으로 다른 온실 피복재의 에너지 효

율을 분석한 결과, 방열기 가동 시 전력소모량은 단층유리 풍

상측일 때가 PC보다 37.4%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PMMA가 

17.4%, 복층 유리가 15.4%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PC 피복재의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낮았으며, 단

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실험 챔버의 외부와 내부의 온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단열 및 에너지 절감 효율이 우수한 

(a) Field experiment with developed insulation monitoring system (b) Chamber monitoring system 

Fig. 3. Chamber design and installation in field experimental site for the covering material ins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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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evia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 using 4 different covering material for the insulation test.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C: polycarbonate.

Fig. 5. Energy consumption for maintaining internal setting temperature by wind speed in 1-layer glass for covering material in the experimenta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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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같은 시간에 측정된 내외부의 온도를 풍향과 온실 

피복재의 재질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내외부의 온도 차이

가 클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내부온도인 x축의 값이 커지게 

되므로 낮아지게 된다. 기울기가 낮을수록 단열의 효과가 좋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부 벽체 온도와 내부 벽체 온도 간

의 기울기가 높은 피복재는 PMMA, 단층 유리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외부 기온 변화에 의한 내부 온도 변화에 비례하여 

온도가 하강하는 것으로 다른 피복재에 비해 단열 효과가 낮다

고 판단된다. 반면, 외부 벽체 온도와 내부 벽체 온도 간의 기울

기가 낮은 피복재는 PC, 복층 유리로 나타나 외부 기온 변화에 

의한 내부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PMMA, 단층 유리에 비해 

낮게 나타나 단열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첨

단온실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간척지의 환경적 특수성 중 높은 

풍속에 따른 유리 단열재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였다. 현장

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실 단열재 중 4가지에 대한 평가 결과, 

최대 37.4%의 에너지 차이를 보여, 온실 피복재의 선정이 중

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륙에서의 온실

Fig. 6. Energy consumption and operation ratio of internal heater for maintaining setting internal temperature according 4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C: polycarbonate.

Fig. 7. Comparison of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using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C: po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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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는 것과 달리, 간척지에서는 내재해성 온실규격을 

따라 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비량은 높아진 풍속

과 재질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너

지 효율성을 온실 피복재의 종류와 풍속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하는 에너지 설

계에 활용될 수 있다.

추가 주제어 : 관류열전달계수, 난방 부하, 온실 피복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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