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 Vol. 32, No. 1, 2023

서  론

보광재배는 시설원예 시스템에서 인공 광원을 사용하여 자

연광 부족분을 보충함으로써 광합성 및 생육량 증가를 도모하

는 재배 기술이다. 시설 작물에 대한 보광의 효과는 여러 연구

들을 거쳐 구명된 바 있다(Kwon 등, 2018; Hwang 등, 2022). 

보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광원으로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고압나

트륨(high pressure sodium, HPS) 램프 등이 있으며(Fisher 

등, 2017), 우리나라에서는 수명이 길고 높은 광도를 제공하

는 메탈할라이드 램프와 HPS 램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Jeong 등, 2018). 

이론적으로 인공 광원에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상당량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Pino 등, 2012). 건물 조명에 관한 연

구의 경우, 조명에서 발생된 열에너지가 봄 및 여름철에 냉방 

부하를 증가시키거나, 겨울철 난방부하의 절감 효과를 제공

하기도 함을 보고한 바 있다(Lam 등, 2005). 즉 인공 광원을 

사용한 보광은 작물의 광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온실 내 

열환경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HPS 램프는 35%의 열 

방사율을 지니며, 광원에서 방사되는 열에너지가 높은 편이

다(Cathey and Campbell, 1980; Yang 등, 2015). HPS 램프

는 충분한 광합성 유효 방사선을 제공하여 온실 보광에 널리 

이용되지만(Lee 등, 2021), 방사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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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pressure sodium (HPS) lamps have been widely used as a useful supplemental light source to emit 

sufficient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nd provide a radiant heat, which contribute the heat requirement in 

greenhou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HPS lamp and thermal behavior in 

supplemented greenhous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horizontal leaf temperature of sweet pepper plant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We simulated horizontal leaf temperature on upper canopy according 

to three growth stage scenarios, which represented 1.0, 1.6, and 2.2 plant height, respectively. We also measured 

vertical leaf and air temperature accompanied by heat generation of HPS lamps. There was large leaf to air temperature 

differential due to non-uniformity in temperature. In our numerical calculation, thermal energy of HPS lamps 

contributed of 50.1% the total heat requirement on Dec. 2022. The CFD model was validated by comparing measured 

and simulated data at the same operating condition. Mean absolute error and root mean square error were below 0.5, 

which means the CFD simulation values were highly accurate. Our result about vertical leaf and air temperature can be 

used in decision making for efficient thermal energy management and cro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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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군락보다 높은 위치에서 조사하는 상부 보광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광등은 온실의 열수지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Nelson과 Bugbee, 2015).

또한 보광등에 의한 온실의 열적 거동 분포는 온실 열환경과 

작물 생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광등의 방사열

은 엽온 상승을 유발하며(Kim 등, 2019), 엽온과 기온의 차이

는 작물의 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almitessa 등, 2021). 

엽온이 온실 기온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 기공이 닫히고, 증산 

작용이 감소됨으로써 작물은 수분 결핍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Leinonen과 Jones, 2004; Jones, 2004; Ballester 등, 2013). 

즉, 작물 군락의 온도는 작물의 수분 생리에 있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Khorsandi 등, 2018). 그러나 HPS 램프가 온

실 내 작물 군락의 열적 거동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온실 내 열 유동과 이에 따른 미기상 변화는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

다(Hong과 Lee, 2014; Saberian과 Sajadiye, 2019; Jeong 등, 

2021). 본 연구에서는 HPS 램프 보광에 따른 열적 특성과 파

프리카 작물의 엽온 분포를 CFD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이용

해 계산한 예측값과 온실에서 조사한 실측 값을 비교함으로써 

파프리카 작물의 생육 단계별 군락 엽온 예측에 있어서 CFD 

열전달 해석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대상 온실 및 데이터 수집

실험 대상 온실은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시설원예연구소(35.2°N, 128.4°E)의 벤로형 유리온실

(폭 8m, 길이 18m, 높이 5.3m)로 선정하였고, 엽온 분석 대상 

작물은 파프리카 ‘지나’(Capsicum annuum L. cv. Gina)로 

선정하였다. 온실 내 평균 환경 분포를 보기 위해 온습도 센서

(SH-VT260, SOHA TECH, Seoul, Korea)를 유리온실 내 4

개 지점에 각각 배치하였고 데이터 수집은 정식 후 8주인 11월 

1일부터 16주인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센서는 건설 

방위 남북동 온실을 4등분하여 서측(북서, 남서)과 동측(북동, 

남동) 방향으로 총 4개 지점을 선정한 후, 지면으로부터 1.6m 

높이에 설치하였다(Fig. 1). 

캐노피 수준에 따른 파프리카 작물의 엽온은 캐노피 위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에서 충분히 발달한 잎 3장을 골라 잎 

뒷면에 열전대를 붙여 측정하였다. 엽온 측정을 위해 생육 초

기의 경우, 상단부 21－24마디, 중단부 15－18마디 및 하단

부 9－12마디에 있는 3장의 잎을 선정하였다. 생육 중기의 경

우, 상단부 31－34마디, 중단부 20－23마디, 하단부 9－12

마디의 잎을 선정하였다.

수평적 엽온 분포는 파프리카 작물의 초기 및 중기 생육 단

계를 대변할 수 있는 초장 수준을 고려하여, 각 1m 및 1.6m의 

정단부 위치에서 세로 약 12－15cm 간격으로 잎 뒷면 7개 지

점에 열전대를 데이터로거(CR-1000, Campbell Co. Ltd., 

Logan, UT, USA)에 설치하여 파악하였다. 작물의 엽온은 작

물의 생육 단계 초기 및 중기를 대변하는 정식 후 8주 및 14주

에 각각 주 2회 측정하였다.

HPS 램프 작동 하의 온실 내 수직적 기온 분포는 초소형 데

이터로거(WatchDog 1000 series data logger, Spectrum 

Technologies, Aurora, I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센

서는 지면으로부터 1－2.2m 사이 약 60cm 간격으로 3개 지

점에 설치하여 파악하였다. 온실 내 수직적 기온 분포는 정식 

후 8주인 11월 1일부터 16주인 12월 30일까지 매주 2회 측정

되었다.

Fig. 1. Front view of Venlo-type greenhouse with temperature sensors 

(e.g. average air temperature: ①-④, vertical air temperature: ⑤-

⑦, canopy vertical leaf temperature: ⑧-⑩, canopy horizontal leaf 

temperature: 7 thermocouples at 1.6 m height ⑪, 7 thermocouples 

at 1.0 m height ⑫) (A), and right side view of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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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의 표면 온도 측정을 위해 적외선 열화상카메라(Testo 

890, Testo SE & Co. KGaA, Nuremberg, Germany)를 이용

하여 온실 내 열화상 이미지를 측정하였다(Fig. 2A). 600W 

출력의 32개의 고압나트륨등(1000W DE, Dutch Lighting 

Innovation, Aalsmeer, The Netherlands)(이하 HPS 램프)이 

온실 바닥을 기준으로 3.5m 높이, 가로 1.6m, 세로 4.0m 간격

으로 설치되었다. 

2. HPS 램프 및 온실의 열 해석 

2.1 CFD를 이용한 HPS 램프의 복합열전달 해석

복합열전달이란 전도와 대류를 포함한 고체와 유체에서의 

열전달을 의미한다. 복합 열전달 해석은 유체 영역의 대류 방

정식과 고체 영역의 전도 방정식이 연계되어 있어 수치적인 

해석의 복잡성이 있다. 보광등이 온실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실제 온실 규격과 설치된 램프 수에 

따라 온실 내부의 복합 열전달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산

해석량, 해석 시간 및 하드웨어 등의 한계로 해석 영역을 축소

하여 구성하였다. 램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열전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위 램프에 대하여 해석 영역을 

설정하여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3차원 모델링 작

업에는 CAD 소프트웨어(SolidWorks, Dassault Systemes, 

Vélizy-Villacoublay, France)를 사용해 모델링하였고(Fig. 3A, 

3B), 열전달 해석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Flow Simulation 

(SolidWorks Flow Simulation, Dassault Systemes, Vélizy- 

Villacoublay, France)을 사용하였다.

전도는 고체를 통해 일어나는 열 전달 형태로 물체 내의 온

도 구배가 있을 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또한 전

도에 의한 열 전달()은 매질의 물성치인 열전도율()에 

의해 영향을 받고, 표면적(), 뜨거운 표면 온도와 차가운 표

면 온도의 차(－) 그리고 전열 거리()를 통해 푸리에 

법칙으로 식 (1)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대류 열 전달계수(), 표면적(), 표면온도와 유체 부

피의 차(

－


) 등을 통해 식 (2)번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urowski, 2015).

 －  (1)

 

－


  (2)

2.2 CFD를 이용한 HPS 램프에 따른 엽온 열전달

복사 방출량()은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에너지가 절

대 온도의 4제곱(


)에 비례한다는 슈테판-볼프만 법칙에 따

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실제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같은 절대 온도의 흑체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료 표면의 방사

율()을 곱하여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엽온 분석을 위해 

3차원 파프리카 작물을 해석하는 것은 방대한 곡면과 메쉬 수

로 인해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물 초장 정

단부 높이에서 두께 2mm 타원형 곡면을 모델링하고, 파프리

카 잎의 물성치를 고체 특성으로 반영하여(Ali 등, 2002; Buyel 

등, 2016), HPS 램프를 통한 고체 열전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 Thermal (A) and RGB (B) image of HPS supplemented greenhouse

grown sweet pepper plants.

Fig. 3. 3D structural design of HPS lamp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A), a cross-sectional view of 3D lamp 

(B), and schematic method of horizontal leaf temperature estimation 

for CFD simula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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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C, Table 1). 초기 설정 기온과 엽온은 실측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23°C였다.

  


 (3)

2.3 HPS 램프에 따른 열 획득 모델

온실 내 열 손실은 주로 피복재와 바닥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광등이 없는 온실 내 난방 에너지()는 피복재() 및 

바닥()의 열전달계수, 온실 내외부의 기온차(∆), 

피복재() 및 바닥()의 체적, 온실 내부 온도와 바닥

의 기온차(∆) 등을 통해 단순화된 에너지 수지 방정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Yang 등, 2015).

 ∆ + ∆  

(4)

한편, HPS 램프에 따른 온실 내 열 획득 에너지()는 

HPS 램프의 총 소비전력()과피복재에 의한 열손실 보정

계수(), 피복재()의 열전달 계수, 피복 면적(), 

온실 내외부의 기온차(∆) 등을 통해 식 (5)와 같이 단

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열 획득 모델에서 바닥에 의한 열 손실

은 고려되지 않았다. 벤로형 유리 온실의 콘크리트 바닥은 낮

에 유입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밤에 온실 내부로 방

출하기 때문이다. 보광등 작동 시간에 따른 열에너지의 총량

은 작동 시간(  )(s) 및 보광등 작동 시 온실 내외부 평

균 기온차(  )를 통해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5)

 




  


 
 (6)

보광등이 온실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

간난방부하(
) 계산은 온실 바닥 면적(), 평균난방

부하계수(), 설정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 ) 

및 일조시간에 따른 조정계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Nam과 Shin, 2015).


 ∆  (7)

3. 모델 검증 방법 및 통계 분석

CFD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위해 실측 데이터가 사용되

었다.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외부 일사량에 의한 온도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측창 보온 스크린이 쳐진 16시부터 

22시까지 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모델 검증을 위해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절대오

차(mean absolute error, MAE)이 식 (8, 9)와 같이 계산에 이

용되었다. 또한 실내 온도의 균일성을 보기 위해 온도 간 최대

편차(∆max)와 균등계수 개념을 도입한 균일도()를 식 (10, 

11)와 같이 계산하였다(Shin 등, 2019). 균일도는 온도 간 표

준편차(


)와 평균온도()를 통해 계산하였다. 온도 데이

터의 통계 분석에는 R package(R 4.2.1, R Foundation, 

Vienna, Austria)를 이용하였으며, Student’s t-test를 실시하

였다.





  











 (8)






  




 (9)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HPS lamp and sweet pepper leaf for the 

simulation.

Material Property Value

Aluminum 

alloy

(heat sink)

Density (kg·m-3) 2700

Melting temperature (°C) 582－652

Thermal conductivity (W·m-1·K-1) 155.5

Specific heat (J·kg-1·K-1) 953.8

Tungsten 

(filament)

Density (kg·m-3) 19300

Melting temperature (°C) 3522

Thermal conductivity (W·m-1·K-1) 71.6

Specific heat (J·kg-1·K-1) 133－134

Glass

(lamp shade)

Density (kg·m-3) 2100

Melting temperature (°C) 799.8

Thermal conductivity (W·m-1·K-1) 1.05

Specific heat (J·kg-1·K-1) 670

Aluminum

(reflector)

Density (kg·m-3) 2688

Melting temperature (°C) 660.3

Thermal conductivity (W·m-1·K-1) 237

Specific heat (J·kg-1·K-1) 902

Sweet pepper 

leaf

Density (kg·m-3) 952

Thermal conductivity (W·m-1·K-1) 0.541

Specific heat (J·kg-1·K-1) 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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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ax min (10)

 


 × (11)

결과 및 고찰

1. HPS 램프의 열적 특성

보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인공광원은 전기 에너

지를 빛, 대류열, 원적외선 등으로 변환한다(Righini 등, 

2020). 600W의 HPS 램프는 광합성유효방사와 근적외선

(near infared radiation, NIR)을 방출하며 각각 35－40%와 

20－22%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징을 지닌다(Nelson

과 Bugbee, 2015; Katzin 등, 2020). 근적외선 파장대 비율이 

적은 비해 LED 램프와 비교하여 HPS 램프는 작물이 많이 흡

수하는 장파장의 비율이 높고, 근적외선으로 인해 열복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작물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광

원이다(Nelson과 Bugbee, 2015). 

복합 열전달 해석 결과, HPS 램프 주변의 자연대류 유동 특

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Fig. 4). 램프 표면의 고온에 가열된 공

기는 밀도 차에 의한 부력으로 인해 상향 유동하는 특징을 보

였다. HPS 램프 하부 주변으로부터 다량의 찬 공기가 램프 쪽

으로 유입되고, 뜨거운 공기는 램프의 방열판과 본체 상단 수

직 방향으로의 상승 기류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

에서 HPS 램프의 방열판은 주로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열판 표면과 주변 유체 사이의 넓

은 열 교환 면적을 통해 열을 방출함으로써 조명 최고 온도를 

기기의 임계온도 이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2. HPS 램프에 따른 온실 수직적 온도

HPS 램프에 따른 온실 내 수직 높이별 기온은 16:00부터 

22:00까지 측정되었다(Fig. 5). 보광등은 16:00부터 21:30까

지 작동하였다. 보광 온실의 기온은 보광등이 작동함에 따라 

상승하다 18시를 전후로 하여 완만히 하강한 뒤, 보광등이 완

전히 꺼진 21:30 이후 급격한 하강 추세를 보였다. 해당 시간

의 평균 기온은 24.1°C, 수직 위치별(2.2, 1.6, 1.0m) 평균 기

온은 각각 27.8, 22.9, 21.6°C였다. 온실 내 기온의 최대 편차

와 균일도는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높이별 최대 편

차와 균일도는 각각 2.2m에서 12.3°C, 88.8%, 1.6m에서 

8.7°C, 89.8%, 그리고 1.0m에서 7.9°C, 89.1%를 나타냈다.

HPS 램프의 복합 열전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HPS 램프

에서 발생한 대류 열전달은 온실 천장에 가까운 상부로 전달

된다. 이러한 대류 열전달을 제외하면 램프의 복사열은 온실 

상부 공기와 작물 상단부로 전해진다. 2.2m 높이 기온의 최대 

편차가 1.6m에 비해 3.6°C 가까이 크고 균일도가 1% 가까이 

낮은 것은 온실 상부로 전달된 대류열과 램프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상부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HPS 램프에 따른 엽온 변화

열전대를 이용해 측정한 HPS 램프 보광 시 파프리카 작물 

상단부의 평균 엽온은 27.7°C였으며, 보광을 하지 않은 작물

과 비교하여 약 4.3°C 가까이 높았다(Fig. 6). 측정 작물의 평

균 초장은 158.9cm, 평균 엽장은 12.2cm였다. Fig. 7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작물의 초장별 수평 엽온 분포 결과이다. 

높이 1.0, 1.6, 2.2m는 각각 생육 초기, 중기, 후기의 파프리카 

초장을 대변한다. CFD 해석 환경을 조성할 때, HPS 램프 아

래 완전히 발달한 수평 형태의 엽각을 지닌 35개의 잎이 있다

고 가정하였고, 램프 중앙의 수직 반경 중심으로 엽온 분포를 

Fig. 4.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ed flow trajectory 

on the surface of HPS lamp.

Fig. 5. Vertical air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 with supplemental 

lighting provided high-pressure sodium (HPS) lamps at 1.0, 1.6 and 

2.2 m. Each bold line is the mean ± SE of fiv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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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생육 단계별 엽온 간 최대편차는 초기 1.2°C에서 

중기 1.7°C, 후기 2.4°C로 크게 증가하였다. 균일도 역시 초기 

98%와 비교하여 후기에 97.4%로 감소하여, 생육 후반으로 

갈수록 엽온 분포의 균일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3m 이상으로 길이 생장하는 파프리

카 특성 상, 생육 후기로 갈수록 HPS 램프 아래의 단일 작물이 

받는 복사열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작물 간 엽온의 최대편차가 

증가할 수가 있다.

한편, HPS 램프 작동 하의 캐노피 상단부의 평균 엽온과 동

일한 높이에서의 기온 차이는 Fig. 8과 같았다. 측정 대상인 

1.6m 파프리카의 경우, 16:00 이후 엽온이 기온에 비해 빠르

게 증가함에 따라 엽온과 기온차는 최대 4.7°C까지 증가한 뒤, 

기온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17:00를 전후로 하여 0°C에 가까

워졌다. 또한 엽온의 감소폭에 비해 기온의 감소가 두드러진 

탓에 엽온과 기온차는 18:30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4.6°C까지 증가하였다.

엽온은 기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며, 엽온과 기온의 차이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엽온과 기온 간의 차이는 단순

히 엽온만을 관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작물의 수분 상태를 볼 

수 있는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Dhillon 등, 2014). 

Zhang 등(2019)은 엽온과 기온차가 클수록 증산율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므로, 엽온과 기온차는 순광합성량과 음의 상관

관계(R2 = 0.909, p < 0.01)에 있다고 주장했다. Palmitessa 등

(2021) 역시 엽온은 기공전도도 및 증산율과 반비례적 관계에 

있으므로 HPS 램프 하의 작물 기공전도도와 증산율은 LED 

램프 보광 작물에 비해 낮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Nelson과 

Bugbee(2015)에 따르면, 엽온과 기온의 차이는 엽장에 비례

적으로 증가하며, 연중 재배 파프리카 재배의 경우 겨울철에 

생육 중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HPS 램프 보광 하의 엽온과 기

온차는 생육 단계가 진전될수록 더욱 증가할 수 있다.

Fig. 6. The leaf temperature of 1.6 m sweet pepper plants grown in the 

greenhouse with (HPS) or without supplemental lighting (Control). 

Each data point is the mean ± SE of 12 replicates.

Fig. 7. CFD Simulated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 (A) and 

distribution plot for surface (B) of upper canopy leaves at 2.2, 1.6, 

and 1.0 m height under single HPS lamp.

Fig. 8. Leaf to air temperature difference according to operation time of 

supplemental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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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PS 램프의 난방 부하 기여도

설정 온도와 외부 기온의 차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온실

의 기간 난방 부하는 최대 162.5MJ, 평균 124.0MJ이었다

(Fig. 9). HPS램프의 열 획득 에너지 및 작동시간을 통해 계산

한 HPS 램프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총량은 최대 171.1MJ, 

평균 63.1MJ이었다. 온실 내외부 평균 기온차가 커진 경우, 

HPS 램프의 총 소비전력보다 높은 양의 난방부하가 발생하므

로 음의 값이 나왔다. 2022년 12월 평균 기간난방부하에 HPS 

램프의 기여도는 약 50.2%였다. Yang 등(2015)은 1월부터 2

월까지의 HPS 램프의 난방부하(250W HPS 램프, 5시간 보

광)가 총 난방부하의 약 12－60%라고 주장했고, Ahamed 등

(2019)은 100W HPS 램프로 8시간 보광 시 약 38%였다고 보

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HPS 램프 보광 시스템은 온실의 난방 부

하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Brault 등, 1989; Ouzounis 등, 

2018; Ahamed 등, 201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온실 

내 발생하는 기온의 불균일성 및 엽온과 기온차는 성공적인 

온실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온실 

내 온도는 작물의 증산작용, 광합성, 개화, 생장 및 성숙 등 다

양한 화학 반응 및 발달 과정에 관여하므로, 균일한 분포를 이

루어야 한다(Choi 등, 2019). 균일한 환경 조성 못지 않게 효

율적인 열에너지 관리는 온실의 경영비 절감 및 작물의 수량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온

실 내 온도 균일성을 개선하는 유효한 기술로서 공기 순환이 

제시된 바, 온실 내 순환팬을 통해 HPS 램프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고, 온실내 온도 편차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이다(Yu 등, 2007; Lee 등, 2017). 엽온과 기온

차 역시 풍속 0.1m·s-1 상황과 비교할 때, 소폭의 증가(0.4－

5m·s-1)만으로도 2－3°C 가까이 크게 완화되는 지수적 감쇠 

특징을 보이므로(Nelson과 Bugbee, 2015), 온실의 유동팬 작

동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모델 검증

CFD를 통한 엽온 해석 결과는 CFD 해석 환경과 동일한 조

건에서 실측된 온도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었다. CFD의 표준

편차는 1.0과 1.6m의 엽온에서 각각 0.24, 0.46°C였고, 실측 

데이터는 각각 0.58, 0.71°C였다(Table 2). HPS 램프 아래 7 

지점의 실측값 및 예측값의 평균 엽온은 1.0m에서 MAE 0.42, 

RMSE 0.47°C였고, 1.6m에서 MAE 0.36, RMSE 0.40°C였

다. 작물 초장에 따른 엽온 분석에서 실측값과 예측값의 결정

계수(R2)는 1.0과 1.6m에서 각각 0.68, 0.74로 상대적인 유사

성을 보였다(Fig. 10). 1.0m의 결정계수가 1.6m와 비교하여 

근사하게 낮았지만, 실측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기반으로 하

는 회귀 평가지표 MAE와 RMSE가 모두 0.5°C 이하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CFD를 통한 엽온 예측값이 타당하다고 보인

다. 실험 기간, 작물의 최대 초장이 1.6m였으므로, 2.2m 높이

의 엽온은 실측값을 측정할 수 없었지만, 모델 검증의 정량적 지

표로 볼 때, 2.2m의 예측값도 타당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Fig. 9. Fluctuation of heat requirement (
) and thermal energy of 

HPS lamps () on Dec. 2022.

Table 2. Validation indicators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ed and measured leaf temperature at 1.0 and 1.6 m height.

Validation indicators 1.0 m height 1.6 m height

MAE (°C) 0.42 0.36

RMSE (°C) 0.47 0.40

R2 0.68 0.74

Standard 

deviation

Measured 0.58 0.71

CFD 0.24 0.46

Fig. 10. Validation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ed 

and measured leaf temperature at 1.6 m (A) and 1.0m (B) height.



고압나트륨등 보광 온실의 열적 거동 및 엽온 분석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3년 55

적  요

고압나트륨등(high-pressure sodium, HPS 램프)은 작물 생

육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광합성유효방사를 제공하는 동

시에 복사열을 통해 온실 난방 부하를 절감할 수 있어 겨울철 

시설원예 보광 조명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에 생육 중기를 맞이하는 시설 과채류의 경우, 작물의 정단부

가 복사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캐노피 위치에 따라 엽온 차이

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온실 기온 역시 보광등에서 발생한 열

이 상부로 상승 및 정체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온도 

불균일성 역시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CFD 

열전달 해석을 통해 HPS 램프에 의한 열적 특성 및 생육 단계

별 수평적 엽온 변화를 분석하고, 온실 내 수직적 기온 및 작물

의 캐노피별 엽온을 측정하여, 온실 내 환경 균일성 제고 및 효

과적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생육 초기, 중기, 

및 후기를 대변하는 초장(1.0, 1.6, 2.2m)에서의 정단부 수평

적 엽온을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HPS 램

프 작동 이후 수직적 기온과 캐노피 높이별 엽온을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 보광 시 엽온과 기온 간의 차이가 커지고, 수직

적 기온 역시 불균일해짐을 알 수 있었다. 생육 단계가 진전될

수록, 고온의 복사열이 중심부에 집중되며, 상단부 수평적 엽

온 편차가 커지고, 균일성 역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 

획득 모델을 통한 수치해석 결과, 보광등이 2022년 12월 기간

난방부하에 약 50.1%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절대

오차 및 평균제곱근 오차는 생육 초기 및 생육 중기 모두 0.5 이

하로, 실측값과 예측값에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수직적 기온 

및 엽온 분포와 생육 단계별 수평적 엽온 분포에 관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 및 작물 생육 발달에 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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