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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air temperature, humidity, CO2 concentration, solar radiation, 

and electricity consumption data collected from the climate control software of a semi-closed and a 

conventional greenhouse in the winter seas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aytime temperature 

between the semi-closed and the conventional greenhouse,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night temperature, which was 18.0 ± 0.8°C for the conventional greenhouse and 18.8 

± 0.8°C for the semi-closed greenhouse. As the outside temperature decreased, the difference 

became larger in January. The change in the daytime humidity deficit (H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global radi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eenhouses; it was 0.08 

g·kg-1 for the semi-closed greenhouse and 0.15 g·kg-1 for the conventional greenhouse per 1 MJ·m-2 

of radi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verage 24-hour HD in the two greenhouses, it was found 

that the humidity in the conventional greenhouse was higher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much larger, indicating a large deviation in the humidity chang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verage daytime CO2 concentration between the two greenhouses, but at night, there was a signi-

ficant difference; it was 682.1 ± 103.7 ppm in the conventional greenhouse and 762.7 ± 107.4 ppm 

in the semi-closed greenhouse. In winter, the average electricity consumption was 13.8 kWh·m-2 in 

the semi-closed greenhouse and 15.3 kWh·m-2 in the conventional greenhouse;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ventional greenhou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mi-closed greenhouse has a 

high energy efficiency and is capable of uniform crop growth by stably maintaining the internal 

climate environment of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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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시설과채류의 대표적인 파프리카는 재배면적과 더불어 총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 고부가가치 작물로서 주목 

받고있다(KATI, 2021; Yoon et al., 2021). 파프리카의 수량은 광, 온 ․ 습도, CO2와 같은 환경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Jeong et 

al., 2009). 온실 내 정밀 환경제어를 통해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이 유지되어 작물 생육 안정 및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Shamshiri and Ismail, 2013). 그러나 국내 온실의 경우 낙후된 시설과 환경관리 기술로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에너지 

비용은 온실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은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이다(Nam et al., 2014). 1970

년대에 두 번의 에너지 파동이 발생한 후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으나, 1980년대에 유가 안정 등 화석연료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유

가 상승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Perera, 2017). 경제적인 

면에서도 11월–3월은 파프리카의 가격이 연중 가장 높고, 난방 비용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저온, 고습도 

등 생육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수확까지 소요되는 일수가 길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Kim et al., 2011).

네덜란드의 경우 파프리카의 단위 면적당 연간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De Gelder et al., 2015). 이러한 증가는 환경요인, 

병해충 관리 등의 영향을 받는다(Higashide and Heuvelink, 2009; De Gelder et al., 2015). 반밀폐형 온실(semi-closed 

greenhouse)은 내부 압력이 온실 외부에 비해 높고 능동형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공기의 유입이 최소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de Zwart, 2008). 온실 내 양압 형성으로 환경을 균일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고 해충의 유입을 막아 살충제 사

용을 줄인다(Sapounas et al., 2020). 최소한의 외부 공기만을 환기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Bakker et al., 2006; de Zwart, 2008; Qian et al., 2011; Le Quillec et al., 2017). 

환경 관리 중 상대습도 40% 이하의 조건은 광합성의 억제가 시작되고 20% 이하의 경우 엽면 증산량이 증가하여 심할 경우 

고사하게 된다. 반면, 80% 이상의 높은 습도 조건에서는 광합성 작용의 장해가 발생하며, 식물체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여 내병

성이 저하되고 병균 번식이 쉬워진다(Kang et al., 2007). 온실의 상대습도 관리는 대부분 자연 환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난방 

기간 내 열 손실 방지를 위해 밀폐도가 높은 피복자재의 사용으로 온실 내 상대습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20). 

CO2농도는 시설원예에서 중요한 환경 요소 중 하나이다. 동절기에는 자연환기를 할 수 없어, 적은 환기량에 의한 CO2 부족 

등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lbright et al., 2000; Kim et al., 2011). 근래 시설 과채류 재배를 위해 

CO2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Paek et al., 2020).

최근 식물체의 효율적인 생육 조절을 위해 CO2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양 ․ 수분 등이 정밀 환경 조절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중 야간 온도는 동절기 생육 조절의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이다(Kang et al., 2012). 적정 야간 온도보다 높거나 낮게 재배

한 옥수수, 밀, 콩 등에서 수확량과 건물생산량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작물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력은 야간 온도가 주간 온도보

다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Peng et al., 2004).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는 야간 온도를 최저 18–19°C로 관리해야 한다. 난방비

가 경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35%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Choi et al., 2004). 

본 연구는 동일 지역 내 동절기 파프리카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반형 온실과 반밀폐형 온실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온실 내 

주 ․ 야간 온도, 습도, CO2, 전기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여 두 온실 간의 환경 조건과 에너지 효율성을 구명하기위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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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벤로형 온실 중 공조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온실에서의 주 ․ 야간온도, 습도, 광, CO2 및 전기사용량의 차이를 구

명하기 위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34.62N, 126.77E)에 소재한 아트팜 영농조합법인의 일반형 온실(2.4ha, 208m × 135m 

× 6.5m, 벤로형 유리온실)과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34.57N, 126.76E)에 소재한 써니너스 농업회사법인의 반밀폐형 온실

(2.8ha, 235.6m × 120.6m × 7m, 벤로형 유리온실)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기간은 2020년 11월 1일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120일간이며 두 온실에서 재배된 파프리카는 반밀폐형 온실 2020년 6월 8일, 일반형 온실 2020년 7월 16일에 정식하였다.

일반형 온실은 지붕 마루를 중심으로 마주한 방향으로 개방되는 천창을 바람의 방향에 맞춰 개도율을 조절하여 환기하고 온

도와 습도를 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온실 외부에 설치된 16개의 최대풍량 69,000m3/h인 AHU(Air Handling Unit, Sewon 

ENG, Korea)와 직경 300mm 비닐 덕트를 이용하여 거터 하부로 공기를 순환한다(Fig. 1A). 온실 천정에 설치된 풍량 

5,000m3/h의 유동팬(FC040-4E_2F, Ziehl-Abegg, Germany) 42개를 가동하여 온실 내부의 공기 유동을 형성하였다. 반밀폐

형 온실은 강제 순환 공조시스템(Ultra-Clima, Kubo, The Netherlands)을 이용하며 온실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직경 940mm, 

1,020mm의 이중 비닐 덕트에 최대 풍량 33,000m3/h의 송풍팬(ZN-091, Ziehl-Abegg, Germany) 120개를 이용하여 온실 내 

공기를 강제 순환하며 온실 남북의 측벽에 각각 3개씩 설치된 측창을 통해 온실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의 양을 조절하였다

(Fig. 1B).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반형 온실에서는 5개 구역으로, 반밀폐형 온실에서는 4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의 중앙위치에서 건

구온도계와 습구온도계가 설치된 측정박스(MTV active, Ridder,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2농도는 일

반형 온실의 경우 CO2센서 KCD-HS300(Korea Digital, Korea), 반밀폐형 온실의 경우 CO2 센서 GMP252(Vaisala Oyj, 

Finland)를 이용하여 온실내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하고 구역의 중앙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환경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는 두 온실 모두 온실 환경제어 소프트웨어 Ridder Synopta v5(Ridder growing solution B.V.,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였

다. 온실의 환경 데이터는 기온, 습도, CO2농도 및 온실 외부 광량을 일출 ․ 일몰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 및 24시간의 평균으로 

A B

D E F

C

Fig. 1. Facilities of the greenhouses compared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image of ducts in the conventional greenhouse 
(A), ducts in the semi-closed greenhouse (B), ventilation windows on the roof of the conventional greenhouse (C), outlet 
windows on the roof of semi-closed greenhouse (D), air handling unit of the conventional greenhouse (E), and air mixing 
chamber and inlet windows of the semi-closed greenhous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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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온실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각 온실에 난방과 공조를 위한 전기 사용량을 비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반형 온실의 평균 야간 난방 설정 온도는 17.5°C이고 반밀폐형 온실의 평균 야간 난방 설정 온도는 

18.1°C이다.

측정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PSS v.18(IBM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t-검정을 실시하여 비

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온실 내 온도 환경의 비교

동절기(11월 1일–2월 28일, 120일)동안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온실 별 주 ․ 야간 평균

기온을 조사하였다(Fig. 2). 두 온실의 24시간 평균기온은 반밀폐형 온실 20.6 ± 0.9°C, 일반형 온실 20.0 ± 0.9°C로 반밀폐형 

온실이 일반형 온실과 비교하여 0.6°C 높아 평균 기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주간 평균기온은 일반형 온실

의 22.7 ± 1.6°C, 반밀폐형 온실의 23.0 ± 1.4°C로 측정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 야간 평균기온

은 일반형 온실 18.0 ± 0.8°C, 반밀폐형 온실 18.8 ± 0.8°C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온실 외부의 24시간 평균 기온이 1.6 

± 4.8°C로 가장 낮았던 1월에 일반형 온실의 야간 평균기온 17.2 ± 0.6°C, 반밀폐형 온실의 야간 평균기온 18.9 ± 0.8°C로 반

밀폐형 온실이 일반형 온실과 비교하여 평균 1.7°C 높았다. 반밀폐형 온실은 일반형 온실보다 외부 기온의 변화에 대해 온실 

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주간보다 야간에,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온실로 유입되는 광도가 211W/m2을 넘어서면 자연광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주간에는 난방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지 않

다(Monteith and Unsworth, 2014). 야간에는 온실 외부로의 순손실이 커지므로 온실 상부의 보온 커튼을 닫아 외부로 복사 에

너지 방출을 차단하고 난방 시설을 가동하여 온실 내부를 가온하여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Rasheed et al., 2019).

온실에서는 온도를 점차적으로 상승 시키기 위하여 초저녁부터 일출 직후까지 난방에너지를 투입한다(Kwon et al., 2004). 

일반형 온실의 난방에 사용된 에너지는 반밀폐형 온실보다 많았다(Fig. 6). 난방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야간의 평균 기온은 

Fig. 2. Daily average air temperature during the daytime and nighttime in the semi-closed and conventional greenhouses 
during the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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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밀폐형 온실에서 더 높게 나타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밀폐형 온실은 대형 송풍팬과 덕트를 이용해 외부 

공기를 필요한 만큼 계산하여 능동적으로 유입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강제하여 공기유동이 활발하다(Sapounas et al., 2020). 

이로 인해 온실 내에 투입된 에너지가 온실내 기온의 위치 별 편차를 줄이고 고르게 유지하여 목표한 온도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 광량에 대한 주간 온도와 습도 비교

반밀폐형 온실과 일반형 온실에서 온실 내에 유입된 누적 광량에 대한 주간 평균 기온과 주간 평균 습도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Fig. 3). 일별 누적 광량에 대한 주간 평균 온도의 추정식에서 일반형 온실은 y = 0.119x + 19.4(R2 = 0.29), 반밀폐형 온실은 

y = 0.116x + 18.8(R2 = 0.26)로 나타났다. 추정식에서 반밀폐형 온실은 0.116°C/MJ·m-2, 일반형 온실은 0.119°C/MJ·m-2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 동절기(11월–2월) 두 온실의 주간 평균 기온에 누적 광량의 영향이 적었다. 온실 내부 동절기 기간 중 온

실 외부 기온의 평균은 5.1 ± 5.4°C로 온실 내부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기간이므로 온실 외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환기하

여 온실 내부 기온 상승을 쉽게 억제 할 수 있다.

A

B

Fig. 3. The daily average daytime temperature (A) and daily average humidity deficit (B) according to the daily radiation sum 
in the semi-closed and conventional green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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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온실에서 주간 누적 광량에 대한 온실 별 주간 공기중 습도의 관계를 누적 광량과 수분부족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반밀

폐형 온실은 y = 0.08x + 3.1(R2 = 0.39), 일반형 온실은 y = 0.15x + 1.5(R2 = 0.49)로 누적 광량 1MJ·m-2당 반밀폐형은 0.08g/kg, 

일반형 온실은 0.15g/kg의 차이가 발생해 누적 광량이 낮아 지면 일반형 온실의 수분 부족분이 반밀폐형 온실에 비해 1.88배 

커서 온실의 습도가 높았다. 

온실내 습도 제어는 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외부공기의 온도가 매우 낮은 동절기에는 온실내 기온 유지를 위해 환기량

이 제한되므로 피복재에서 발생하는 결로를 이용하여 제습하게 된다(Stanghellini et al., 2019). 일반형 온실에서 광량이 낮아

질수록 온실 내 습도가 높은 것은 유입되는 광에 의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 내 기온 유지를 위해 제습을 

위한 온실 외부와의 환기량이 적어져 온실 내 습기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밀폐형 온실은 최대 공기 순환 

용량이 온실 부피 대비 11회/hr 인데 비해 일반형 온실에서 이용한 최대 공기 순환 용량은 온실 부피 대비 7.31회/hr 이다. 일반

형 온실의 온실내 공기 유동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효율적인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복재에서의 결로를 통한 제습이 효

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일반형 온실에서 누적광량이 적을때 습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온실에서는 상

부 유동팬만을 갖추고 있어 공기 유동량이 적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 ․ 야간 평균 습도의 비교

동절기 두 온실에서의 평균 습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수분 부족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Fig. 4). 일반형 온실

의 24시간 평균 수분 부족분은 2.8 ± 0.8g·kg-1로 반밀폐형 온실의 3.1 ± 0.4g·kg-1보다 낮아 습도가 높았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의 주간에는 일반형 온실의 수분 부족분이 3.0 ± 0.8g·kg-1로 반밀폐형 온실의 4.0 ± 0.5g·kg-1에 비해 습도가 높았다. 야간의 

일반형 온실의 수분 부족분은 2.7 ± 1.0g·kg-1이며 반밀폐형 온실은 2.4 ± 0.5g·kg-1로 나타났다. 수분 부족분 변화에 대한 변동 

A

B

Fig. 4. Daily daytime humidity deficit (HD) (A) and nighttime HD (B) in the semi-closed and conventional greenhouses 
during the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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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일반형 온실에서 주간 0.28, 야간 0.31를 나타냈으며 반밀폐형 온실은 주간 0.13, 야간 0.19로 나타나 반밀폐형 온실에

서 상대적으로 습도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밀폐형 온실의 수분 부족분 편차가 낮은 것은 송풍팬의 속도를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공기 강제 순환 방식이 온실 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변동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Shamshiri et al.(2018)에 의하면 일반적인 온실 내의 재배 환경에서 적절한 습도 범위를 수분 부족분 3.61–9.5g·kg-1로 제

시하였다. 반밀폐형 온실의 주간 습도는 작물 생육에 적정한 수준이나 야간 습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형 온실은 주야간 모

두 습도가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피복재 결로를 이용한 효과적인 제습을 위해서는 피복재에 접촉하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 온도 편차를 크게 하고 적극적인 공

기 순환을 통하여 공기층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Stanghellini et al., 2019). 주간에 반밀폐형 온실의 습도가 

일반형 온실보다 습도가 낮은 것은 공기 순환량이 많은 반밀폐형 온실의 제습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간의 반밀폐

형 온실의 습도가 일반형 온실에 비해 높은 것은 보온커튼의 사용으로 인해 온실 내 공기가 피복재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

서 풍속 1m/s 이하의 공기 유동으로 원활한 증산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Kitaya et al., 2003).

일반적인 시설 온실 재배의 경우 동절기에는 온실내 온도 하강을 막기 위해 환기량이 제한되어 습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

다. 높은 습도는 작물 표면의 결로를 발생시켜 곰팡이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Körner and Challa, 2003). 특히 반밀폐형 온실에

서는 일반형 온실에 비해 습도가 높게 형성되므로 곰팡이병에 대한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었다(Heuvelink and 

González-Real, 2008; Qian et al., 2011). 따라서, 온실내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식물체 표면의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작물 표면의 결로는 공기 유동을 속도를 높여 빠르게 증발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온실 내 CO2 농도의 비교

반밀폐형 온실과 일반형 온실의 주 ․ 야간 CO2농도를 비교하였다(Fig. 5). 일반형 온실의 일평균 CO2농도는 670.8 ± 

122.4ppm으로 반밀폐형 온실의 718.1 ± 99.0ppm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목표 농도 유지를 위해 두 온실 모두 지속적인 

A

B

Fig. 5. Daily average CO2 concentration during the daytime (A) and nighttime (B) in the semi-closed and conventional 
greenhouses during the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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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주간 평균 CO2 농도는 일반형 온실 657.6 ± 179.3ppm, 반밀폐형 온실 658.9 ± 113.2ppm으로 차

이가 없었으나 야간 평균 CO2 농도는 일반형 온실 682.1 ± 103.7ppm, 반밀폐형 온실 762.7 ± 107.4ppm 주간 농도에 비하여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동절기 야간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가 중단되며 광합성을 통한 CO2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

으며 추가적인 CO2 공급을 중단하므로 온실 내에는 온전히 식물체의 호흡에 의해 CO2가 축적된다(Kläring et al., 2007).

두 온실의 주간 CO2농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반밀폐형 온실에서 환기가 일어나지 않는 동절기 야간 CO2농도가 높게 나타

난 것은 환기창의 개수가 적어 온실의 밀폐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사용량의 비교

동절기(11월–2월) 동안 단위 면적에 대한 월간 누적 에너지 사용량은 반밀폐형 온실 13.8kWh·m-2, 일반형 온실 

15.3kWh·m-2로 나타났다(Fig. 6). 두 온실의 4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사용량은 일

반형 온실이 반밀폐형 온실보다 10.2% 높았다. 11월은 일 평균 외부 기온이 10.9 ± 3.73°C로 12월(2.6 ± 2.97°C), 1월(1.6 ± 

4.83°C), 2월(5.3 ± 4.11°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11월의 에너지 소비량이 동절기 기간 중 가장 적었다. 따라서 외부 온도에 

따른 난방 요구가 높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온실 간의 평균 기온은 반밀폐형 온실에 비해 일반형 온실이 낮았으며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간에는 온도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난방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야간에는 반밀폐형 온실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Fig. 2). 특히 외부 기온이 가

장 낮았던 1월에 두 온실 간의 온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온실내 평균 기온은 높게 유지되었으나 전기 사용량은 낮았던 

반밀폐형 온실이 동절기 환경 관리에 유리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밀폐형 온실은 외부와의 공기 교환

을 최소화하여 열 및 수분의 손실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냉난방을 통하여 온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Qian et al., 2011; 

Katsoulas et al., 2015). 온실 내에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레일파이프 난방을 사용하는 일반형 온실과 FCU(Fan Coil 

Unit)에서 데워진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반밀폐형 온실사이에는 열 전달되는 방식(Convection)간의 근본적인 차이

에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난방수의 정확한 열량 및 열 전달 효율을 반영하지 못하여 에너지 효율 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부족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두 형태의 온실에서 사용되는 열 전달 장치의 특성과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Fig. 6. Monthly energy usage by electricity consumption of the semi-closed and conventional greenhouses and the average 
monthly outside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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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반밀폐형 온실의 능동적 공조 방식이 동절기에 최소한의 환기로 인해 온실 내 환경 변화의 편차를 줄일 뿐 

아니라 제습 효과를 높여 일반형 온실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정된 작물 재배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연중 기후 변화가 심하여 에너지 사용이 많은 국내 시설 재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 반밀폐형 온실과 일반형 온실의 환경제어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온도, 습도, CO2, 광,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밀폐형 온실과 일반형 온실의 주간 온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야간온도에서는 일반형 온실 18.0 ± 0.8°C, 반

밀폐형 온실 18.8 ± 0.8°C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외부 온도가 낮았던 1월에는 일반형 온실의 온도가 낮아

지며 그 차이가 더 커졌다. 외부 광량에 대한 주간 수분 부족분의 변화는 누적 광량 1MJ·m-2당 반밀폐형 온실은 0.08g·kg-1, 일

반형 온실은 0.15g·kg-1의 차이가 발생해 일반형 온실의 습도가 광량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두 온실의 24시간 수

분부족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반형 온실의 습도가 높았으며 변동 계수도 훨씬 커 습도 변화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평균 CO2 농도는 두 온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야간에는 일반형 온실 682.1 ± 103.7ppm, 반밀폐형 온실 762.7 ± 

107.4ppm로 차이가 인정되었다. 동절기 단위 면적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반밀폐형 온실에서 13.8kWh·m-2, 일반형 온실은 

15.3kWh·m-2로 일반형 온실이 높았다. 따라서, 반밀폐형 온실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시설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균일한 작물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기후조절, 이산화탄소 농도, 산란광유리, 수분부족분, 환기

Literature Cited

Albright LD, Both A-J, Chiu AJ (2000) Controlling greenhouse light to a consistent daily integral.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43:421-431. doi:10.13031/2013.2721

Bakker JC, de Zwart HF, Campen JB (2006) Greenhouse cooling and heat recovery using fine wire heat exchangers in a closed pot plant 

greenhouse: Design of an energy producing greenhouse. Acta Hortic pp 263-270. doi:10.17660/ActaHortic.2006.719.29

Choi YH, Kwon JK, Lee JH, Kang NJ, Cho MW, Kang JS (2004) Effect of night and daytime temperatures on growth and yield of paprika 

‘fiesta’ and ‘jubilee’. J Bio-Environ Control 13:226-232

De Gelder A, Dieleman JA, Bot GPA, Marcelis LFM (2015) An overview of climate and crop yield in closed greenhouses. J Hortic Sci 

Biotechnol 87:193-202. doi:10.1080/14620316.2012.11512852

de Zwart HF (2008) Overall energy analysis of (semi) closed greenhouses. Acta Hortic pp 811-818. doi:10.17660/ActaHortic.2008.801.95

Heuvelink E, González-Real MM (2008) Innovation in plant-greenhouse interactions and crop management. Acta Hortic pp 63-74. 

doi:10.17660/ActaHortic.2008.801.2

Higashide T, Heuvelink E (2009) Physi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nges Over the Past 50 Years in Yield Components in Tomato. J Am 

Soc Hortic Sci 134:460-465. doi:10.21273/JASHS.134.4.460

Jeong W-J, Myung D-J, Lee J-H (2009) Comparison of climatic conditions of sweet pepper’s greenhouse between korea and netherlands. 

J Bio-Environ Control 18:244-252

Kang GC, Yon KS, Ryou YS, Paek Y, Kang YK (2007) Effects of humidity environmental control in greenhouse using refrigeratory-based 

dehumidifier. J Bio-Environ Control 149-153

Kang Y-I, Kwon J-K, Park K-S, Choi G-L, Roh M-Y, Cho M-W, Kim D-Y, Kang N-J (2012) Changes in tomato growth and productivity under 

different night air temperatures. J Agric Life Sci 46:25-31

KATI (2021) The trend of the sweet pepper industry in korea.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https://www.kati.net/product/bas

isInfo.do?lcdCode=MD147. Accessed 30 March 2022

Katsoulas N, Sapounas A, De Zwart F, Dieleman JA, Stanghellini C (2015) Reducing ventilation requirements in semi-closed greenhouses 

increases water use efficiency. Agric Water Manag 156:90-99. doi:10.1016/j.agwat.2015.04.003

Kim YB, Bae JH, Park MH (2011) Effects of supplemental lighting on growth and yield of sweet pepper (Capsicum annum L.) in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409

동절기 반밀폐형 온실과 일반형 온실의 시설 내부 기상 환경 비교

hydroponic culture under low levels of natural light in winter. Kor J Hort Sci Technol 29:317-325

Kitaya Y, Tsuruyama J, Shibuya T, Yoshida M, Kiyota M (2003) Effects of air current speed on gas exchange in plant leaves and plant 

canopies. Adv Space Res 31:177-182. doi:10.1016/s0273-1177(02)00747-0

Kläring HP, Hauschild C, Heißner A, Bar-Yosef B (2007) Model-based control of co2 concentration in greenhouses at ambient levels 

increases cucumber yield. Agric For Meteorol 143:208-216. doi:10.1016/j.agrformet.2006.12.002

Körner O, Challa H (2003) Process-based humidity control regime for greenhouse crops. Comput Electron Agr 39:173-192. doi:10.1016/

s0168-1699(03)00079-6

Kwon JK, Kang NJ, Lee JH, Kang KH, Choi YH (2004) Effect of additional early-morning heating periods on the growth and yield of 

cucumber and heating load. J Bio-Environ Control 13:245-250

Le Quillec S, Albert B, Lesourd D, Loda D, Barette R, Brajeul E (2017) Benefits of a semi-closed greenhouse for tomato production in the 

west of france. Acta Hortic pp 883-888. doi:10.17660/ActaHortic.2017.1170.113

Lee T, Kang G, Jang J, Paek Y, Lim R (2020) Analysis on the effect of greenhouse humidity control by counter-flow ventilator in winter. 

J Bio-Environ Control 29:259-264. doi:10.12791/KSBEC.2020.29.3.259

Monteith J, Unsworth M (2014)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hysics. Academic Press, Cambridge, MA, USA. doi:10.1016/C2010-0-6639

3-0

Nam S-W, Shin H-H, Seo D-U, Yu I-H (2014) Comparative analysis on environment control systems for glasshouses and plastic houses. 

Korean J Agric Sci 41:251-258. doi:10.7744/cnujas.2014.41.3.251

Paek Y, Kang S-W, Jang J-K, Kwon J-K (2020) Veriations of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 a strawberry greenhouse using dry ice. JKAIS 

21:182-188. doi:10.5762/KAIS.2020.21.2.182

Peng S, Huang J, Sheehy JE, Laza RC, Visperas RM, Zhong X, Centeno GS, Khush GS, Cassman KG (2004) Rice yields decline with higher 

night temperature from global warming. Proc Natl Acad Sci U S A 101:9971-9975. doi:10.1073/pnas.0403720101

Perera F (2017) Pollution from fossil-fuel combustion is the leading environmental threat to global pediatric health and equity: Solutions 

exist.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5. doi:10.3390/ijerph15010016

Qian T, Dieleman JA, Elings A, De Gelder A, Marcelis LFM, Van Kooten O (2011) Comparison of climate and production in closed, 

semi-closed and open greenhouses. Acta Hortic pp 807-814. doi:10.17660/ActaHortic.2011.893.88

Rasheed A, Na WH, Lee JW, Kim HT, Lee HW (2019) Optimization of greenhouse thermal screens for maximized energy conservation. 

Energies 12:3592. doi:10.3390/en12193592

Sapounas A, Katsoulas N, Slager B, Bezemer R, Lelieveld C (2020) Design, control, and performance aspects of semi-closed greenhouses. 

Agronomy 10:1739. doi:10.3390/agronomy10111739

Shamshiri R, Ismail WIW (2013) A review of greenhouse climate control and automation systems in tropical regions. J Agric Sci Appl 

2:176-183. doi:10.14511/jasa.2013.020307

Shamshiri RR, Jones JW, Thorp KR, Ahmad D, Man HC, Taheri S (2018) Review of optimum temperature, humidity, and vapour pressure 

deficit for microclimate evaluation and control in greenhouse cultivation of tomato: A review. Int Agrophys 32:287-302. doi:10.1515

/intag-2017-0005

Stanghellini C, Ooster BV, Heuvelink E (2019) Greenhouse horticulture.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Wageningen, Netherlands. 

doi:10.3920/978-90-8686-879-7

Yoon S, Kim JH, Hwang I, Kim D, Shin J, Son JE (2021) Effect of stem number on growth, fruit quality, and yield of sweet peppers grown 

in greenhouses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lamps in winter. J Bio-Environ Control 30:237-243. 

doi:10.12791/KSBEC.2021.30.3.237


	제목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