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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찬 바람 피해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초겨울에는 외기의 온도변화에 따라 환기량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입기구에서 나온 직바람이 돼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찬 바람의 피해는 과다한 환기량이 직바람으로 전달되는 것이 원인으로
한낮에서 밤으로 접어들 때는 P밴드 값을 늘려 주는 설정이 필요하다.
겨울철 돈방의 열균형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열과정을 거쳐 입기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예열과정은 열균형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1. 들어가는 말
11월은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으로 겨울 준비를 해야 하
는 시점이다. 11월 중순까지는 최저기온이 점점 떨어지면
서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 일교차가 10℃ 이상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돈방의 온도를 맞추기가 까다롭고, 찬

공 수 영 대표

바람으로 인하여 호흡기 관련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

(주)마이크로에어TS

다. 본고에서는 찬 바람의 피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
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림 1)의 2020년 11월 대전 지역의 기온분포를 보면
최저기온이 0℃까지 떨어지면서 한낮에는 20℃가 넘어가
고 있다.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돈방의 온도를 맞추는 데 상
당히 어려운 계절이기도 하다. 돼지는 찬 바람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러한 찬 바람이 약간씩 거슬리게 되면 면역력
이 떨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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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전 지역 2020년 11월 기온분포 기상자료

2. 겨울철 찬 바람 피해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돈방의 찬 바람이란 돈방의 온도에 비해 낮은 온도의 공기가 그대로 돼지에게 전
달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찬 바람, 즉 샛바람은 입기구나 틈새를 통하여 예열되지
않은 공기가 입기되는 경우와 입기되는 공기의 유속이 너무 빠른 경우도 해당된다.
(1) 입기구의 조건
입기구는 돈사의 환기에 있어 배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배
기구는 돈방에 일정한 음압을 만들어 주는 장치로만 작동하면 되지만, 입기구는 외
부의 공기가 돈방 내부로 골고루 입기되도록 하면서 외부의 찬 바람이 예열될 수 있
는 구조로 설계·배치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입기구는 배기량에 따라 돈방 내에 일정한 정압(定壓, constant
pressure)이 돈방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걸릴 수 있도록 조절되는 것이다. 만약에
돈방 내부에 배기량에 따른 정압(定壓)이 걸리지 않는다면 배기휀과 먼 쪽의 구역은
공기가 적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배기휀
과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입기되는 공기가 많고 유속이 빠를 수 있다.
(2) 틈새바람의 문제와 해결책
틈새바람은 돈방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단열에 취약하며 찬 바람이 그대로 돼지에게 전달되므로 이 바람을 맞는 돼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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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돈방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샛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돈방의
입기구 외 틈새를 통하여 들어오는 공기가
있는 곳을 모두 찾아서 우레탄폼 등으로 차
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돈방 사이에 구멍이
있거나 슬러리피트 공간에서 공기가 돈방 간
흐르는 경우도 샛바람이 될 수 있으므로 차
단해 주면 된다.
(3) 입기구를 통해 입기된 찬 공기가 예열되지 않고 돼지에게 전달되는 문제와 해결책
일반적으로 입기구의 위치에 따라서 예열공간의 확보가 결정된다. 만약 돈사구
조가 복도형이고 복도에서 돈방으로 입기되는 경우라면 복도 공간에 난방장치를
하여 예열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입기구의 위치가
외부와 접해 있고 외부의 공기가 돈방으로 직접 입기되는 경우라면 찬 바람으로 인
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찬 바람 피해의 원인은 입기되는 공기의 양과 유속이다.
(그림 2)는 벽면입기창에서 공기가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대부분 농장에서 찬 바람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벽면입기창을 통해 돈방
으로 입기된 공기가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림 2)의 왼쪽과 같이 외부 공기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찬 공기가
돈방의 공기와 섞이면서 충분히 예열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환기량을 줄인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굴뚝휀
벽면입기창을 통해 분출되는 공기유속은 돈사의 폭이 15m인 경우 돈방 내부 음압 10pa에서 4m/s
(돈사의 폭이 30m인 경우는 25pa에서 6.4m/s) 이상이 되어야 공기가 천장 쪽으로 올라가서 예열이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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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육사 벽면입기창 사용 시 찬 바람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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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돈사 벽면입기창 사용 시 보완 방법

해결 방법으로는 공기의 유속을 이용하여 외부의 찬 공기가 돈방의 지붕 방향으로
진행하고 돈방의 공기와 섞이면서 예열되도록 하면 된다. 이때 벽면입기창이 스프링
방식이나 추 방식인 경우 최소환기 시 잘 닫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몇 개
를 완전히 닫히도록 한 후 나머지 입기창의 열림 각도를 최소환기 수준으로 고정해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돈방의 음압이 10pa 이상 걸려야 하며, 입기창을 통한 공기
의 유속이 4m/s 이상 나오도록 입기구의 각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자돈사의 경우 최소환기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돈방 내부에 충분한 음압을 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찬 바람 피해를 막고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환기량을 너무 줄이면
산소 부족으로 자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때는 호흡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기
량은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 입기창의 외부에 보온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
기가 보온덮개 사이를 통과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 어느 정도 예열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단 조심할 점은 보온덮개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보온덮개가 비에 젖으면 공급이 막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자돈사의 경우 입기창 아랫부분에 보온커버를 설치하여 찬 바람이 바로 자돈에게 전
달되지 않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4) 공기의 유속으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법
겨울철 환기에 중요한 요인은 환기량 조절이다. 환기량이 크면 찬 바람이 많이 들
어오면서 유속이 생기므로 돼지가 샛바람을 맞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 환기에서는
최소환기를 낮게 설정하여 돈방 내에서 공기의 유속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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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당 최소환기량을 계산하여 휀의 출력값에 맞도록 설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
면, 자돈이 300두인 돈방의 경우 최소환기량은 600㎥/h(300두×2㎥/h)이므로
환기컨트롤에서 휀 출력량이 600㎥/h가 되도록 조절해 주어야 한다.
자돈사의 경우 습도가 낮으면 찬 바람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습
도를 높여 주면 유리하다. 왜냐하면 돈방의 습도는 겨울철에 솜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찬 바람이 다소 있어도 이 솜이불 효과로 인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안개분무시설을 통해 안개분무를 하거나 통로 바닥에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 주어 습도를 높이면 된다.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자동으로
습도가 적절히 맞추어지므로 겨울철 환기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5) 직접입기에서 간접입기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
직접입기 방식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찬 바람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입기 방식을 간접입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육사의 경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림 4)와 같이 벽면입기창을 모두 제거하고, 왼쪽에 입기구를
만들어 첫 번째 칸은 예열공간으로 활용한 후 돈방의 복도를 통해서 공기가 진행되
도록 하면 된다. 이때 굴뚝휀의 위치는 입기구의 반대편에 설치한다. 이 경우 외부
의 차가운 공기는 예열을 거친 후 돈방의 통로를 통해 흐르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예열과정을 거쳐서 돼지에게 전달되므로 돼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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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간접입기 방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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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기는 돈방의 열균형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겨울철 돈방의 열균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열과정을 거쳐 입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마무리
환절기와 맞물려 있는 초겨울 날씨는 돈방의 환경관리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외기의 온도변화에 따라 환기량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입기
구를 통한 입기는 직바람이 돼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
부의 찬 공기가 돈방으로 입기되어 돼지에게 전달될 때 충분한 예열이 된 공기가 전
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찬 바람의 피해는 과다한 환기량이 직바람으로 전달되는 것이 원인
이다. 한낮에서 밤으로 접어드는 온도의 폭이 크므로 P밴드값을 좀 늘려 주는 설정
이 필요하다. 환절기에는 P밴드값을 최소 5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돈방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열의 열균형이 맞춰지는 다
이나믹힌 환경이 조성된다. 만약 돈사의 단열이 부족하다면 열균형은 더더욱 맞추기
가 어려워진다.
좋은 환기는 돈방의 열균형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겨울철 돈방의 열균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찬 공기
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열과정을 거쳐 입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예열과정은 열균형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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