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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시설재배를 위해 설치 사용중인 온실로 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상기 비닐하우스의 외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적재되는 눈에 온수를 분사시켜 눈이 제설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으로 온수를 분사하는 외부 분사관(6)과, 상기

비닐하우스의 내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을 위해 내부 분사관(7)과, 상기 외부분사

관에 있어 분사관에 공급되는 온수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온수공급펌프(5)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 있어 공

급될 온수를 발생시키는 가열기(4)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수온도센서(9)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를 내부 또는 외부분사관으로 공급되는것을 제어하기 위한 공급제어밸브(8)와, 상기 가열

기와 온수공급펌프, 공급제어밸브, 온수온도센서를 통해 온수 정보를 취득하고, 각각의 장치들을 구동시키는 제어장치부

(3)와, 상기 제어장치부에 있어 온수 발생기와 온수공급펌프에 구동 지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외

부의 강설 정보 신호를 발생하여 전달하는 강설센서(1)와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적설량 경보 신호를 발생시

키는 적설센서(2)로 구성되어지는것을 특징으로하는 온수 분사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에 관한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는 강설센서(1)와 적설량 센서(2)를 통해 비닐하우스 외부에

눈이 내리는 중이고,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눈의 양이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적재되어 경보 신호가 제어장치부

로 전달되며, 상기 제어장치부(3)는 사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가열기(4)와 온수공급펌프(5), 공급제어밸브(8)에 구동

지령 신호를 발생시켜, 온수를 일정한 압력으로 외부 분사관을 통해 온수를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분사시켜 분사되는

온수로 인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된 눈을 제설하여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눈의 양을 일정양 이하

가 되도록 함으로서 다량의 눈이 적재되어 비닐하우스의 파손과 이에 따른 농작물 냉해를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상기 제어

장치부(3)에 사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내부 분사관(7)을 통해 물을 분사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공급

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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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설재배를 위해 설치 사용중인 온실로 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상기 비닐하우스의 외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적재되는 눈에 온수를 분사시켜 눈이 제설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으로 온수를 분사하는 외부 분사관(6)과, 상기 비닐하우

스의 내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을 위해 내부 분사관(7)과, 상기 외부분사관에 있어

분사관에 공급되는 온수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온수공급펌프(5)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 있어 공급될 온수

를 발생시키는 가열기(4)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수온도센서(9)와, 상기 온수공급

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를 내부 또는 외부분사관으로 공급되는것을 제어하기 위한 공급제어밸브(8)와, 상기 가열기와 온

수공급펌프, 공급제어밸브, 온수온도센서를 통해 온수 정보를 취득하고, 각각의 장치들을 구동시키는 제어장치부(3)와, 상

기 제어장치부에 있어 온수 발생기와 온수공급펌프에 구동 지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외부의 강

설 정보 신호를 발생하여 전달하는 강설센서(1)와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적설량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는 적

설센서(2)로 구성되어,

상기 비닐하우스의 외부 지붕측에 일정량 이상의 눈이 적재되는 경우 일정 온도 이상의 온수를 발생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상기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설치된 외부 분사관을 통해 온수를 분사하여 적재되어 있는 눈을 제설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 분사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원통형 관의 양측에 φ각을 이루도록 두 개의 분사 노즐(6-1)을 설치하고, 상기 분사노즐은 외부 분사

관의 전체 길이(D)와 분사노즐(6-1)간의 간격(d)에 의해 n = (d / D) * 2 로 결정되어지도록 구성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사관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공급제어밸브(8)를 이용하여 온수의 공급을 비닐하우스 내부 또는 외부로 공급되는것을 제어하

여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용과, 비닐하우스 외부의 제설용 복합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농가에서 시설재배를 위해 설치 사용중인 온실로 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상기 비닐하우스의 외부

지붕측에 강설에 의해 적재되는 눈을 제설하여, 상기 비닐하우스에 적재되는 눈에 의해 비닐하우스의 파손과 농작물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비닐하우스

제설 방법은 사람이 직접 비닐하우스 외부 상층에 적재된 눈을 쓸어 내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닐하우스

상부에 대형 환풍기를 설치하여 눈이 내릴때 바람에 의해 눈이 흩뿌려지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일

러와 같은 온열장치를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폭설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설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비닐하우스 시설 파손과 농작물 냉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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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강설센서(1)와 적설량 센서(2)를 이용하여 비

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눈의 양이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량 이상인 경우, 가열기(4)와 온수공급펌프(5)를 구동시

켜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설치된 외부 분사관(6)을 통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온수를 분사시켜 눈이 녹도록 함으

로서,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눈의 양을 일정량 이하로 유지되거나 완전 제설되게 함으로서 폭설등에 의한 비

닐하우스 파손 및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 장치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사용 농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강설이외 경우에는 제어장치부(3)에서 지정되

는 방법에 의해 공급제어밸브(4)를 제어하여 공급되는 온수를 내부 분사관(7)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

도, 습도 및 농작물 수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시설재배를 위해 설치 사용중인 온실로 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상기 비닐하우스의 외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적재되는 눈에 온수를 분사시켜 눈이 제설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으로 온수를 분사하는 외부 분사관(6)과, 상기

비닐하우스의 내부 지붕측에 설치되어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을 위해 내부 분사관(7)과, 상기 외부분사

관에 있어 분사관에 공급되는 온수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온수공급펌프(5)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 있어 공

급될 온수를 발생시키는 가열기(4)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수온도센서(9)와, 상기

온수공급펌프에서 토출되는 온수를 내부 또는 외부분사관으로 공급되는것을 제어하기 위한 공급제어밸브(8)와, 상기 가열

기와 온수공급펌프, 공급제어밸브, 온수온도센서를 통해 온수 정보를 취득하고, 각각의 장치들을 구동시키는 제어장치부

(3)와, 상기 제어장치부에 있어 온수 발생기와 온수공급펌프에 구동 지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외

부의 강설 정보 신호를 발생하여 전달하는 강설센서(1)와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적설량 경보 신호를 발생시

키는 적설센서(2)로 구성되어지는것을 특징으로하는 온수 분사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에 관한것이다. 본 발명

에 있어,

강설센서(1)는 도 1에서와 같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의 일축에 설치되어 강설 유무를 판단하여 그 정보를 제어장치부

(3)로 전송하도록 구성되며,

적설량 센서(2)는 도1에서와 같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의 일축에 설치되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적설량

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경보 신호를 발생하여 그 정보를 제어장치부(7)로 전송하도록 구성되며,

외부 분사관(6)은 도 1에서와 같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 중앙에 설치되어 양측 경사면에 온수가 분사될 수 있도록 도 4

에서와 같이 분사관의 양측에 φ각을 이루도록 두 개의 분사 노즐(6-1)을 설치하고, 상기 분사노즐은 외부 분사관의 전체

길이(D)와 분사노즐(6-1)간의 간격(d)에 의해 n = (d / D) * 2 로 결정되어지도록 구성하며,

내부 분사관(7)은 도 1에서와 같이 비닐하우스 내부 지붕측 중앙에 설치되며, 상기 외부 분사관(6)과 동일한 구조의 분사

관으로 구성하며,

가열기(4)는 비닐하우스에 공급되는 지하수등과 같은 물을 상기 외부 분사관(6)과 내부 분사관(7)에 공급될 때 제어장치

부(7)로부터 구동 지령을 받아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정 온도의 온수를 발생하도록 구성하며,

온수공급펌프(5)는 상기 가열기로부터 발생되는 온수를 제어장치부(3)로부터 지령되는 명령을 통해 외부 분사관과 내부

분사관에 일정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구성하며,

온수온도센서(9)는 상기 온수공급펌프(5)로부터 토출되는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정보를 제어장치부(3)로 전달 하도

록 구성하며,

공급제어밸브(8)은 상기 외부 분사관(6)과 내부 분사관(7)에 연결되어 온수공급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온수를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닐하우스 외부의 제설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정보를 제어장치부(3)로 부

터 전달받아 온수의 공급을 조절하도록 구성되며,

제어장치부(3)은 도 3에서와 같이 제어 명령을 처리하는 중앙처리부(3-1)와 사용자 정보 입력 표시, 동작상황 표시를 처

리하는 LCD 표시부(3-2), 입력되는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3-3), 컴퓨터, PDA, 휴대전화기등의 외부 기기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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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무선통신부(3-5), 작동 지시 정보를 입력하는 Key 입력부(3-7), 공급제어밸브(8), 온수 발생

기(4), 온수공급펌프(5)등의 외부 장치를 구동시키는 명령을 처리하는 디지털신호 출력부(3-4), 외부 동작 신호를 입력받

는 디지털 신호 입력부(3-6), 강설센서(1), 적설량 센서(2), 온수온도센서(9)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아

날로그 신호를 입력받는 아날로그신호 입력부(3-8)로 구성되며,

도 2에서와 같이 제어장치부(3a)는 강설센서(1a)와 적설량 센서(2a)로 부터 전달되는 강설 및 적설량 정보를 취득하여, 상

기 제어장치부(3a)의 메모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해놓은 방법을 읽어들여 가열기(4a), 온수공급펌프(5a), 공급제어밸브(8a)

의 동작을 지령하고, 온수온도센서(9a)를 통해서 온수공급펌프(5b)에서 토출되는 온수의 온도를 측정하여 외부 분사관

(6b)과 내부 분사관(7b)에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가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의 적재된 눈을 녹일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정

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가열기(4a)의 구동을 제어하며, 일련의 동작 정보를 제어장치부(3a)의 유무선통신부(3-4)를 통해

PDA, 휴대전화와 같은 외부 유/무선 통신기기(10)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수시로 분사되는 온수의 온도를 지정하거나 전체

장치의 동작 방법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제어장치부(3a)를 이용한 일련의 제어를 통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급

수되는 물을 가열기(4a)를 통해 일정 온도 이상을 가지는 온수로 변환시켜, 온수공급펌프(5a)에 공급하고, 상기 온수공급

펌프(5a)는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관에 온수를 공급하며, 상기 제어장치부(3a)에 의해 동작 유무가 지정되는 공급제어밸브

(8a)을 이용하여 강설상태에서 눈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경우 외부 분사관(6a)로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

고, 이외의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정한 방법에 의해 내부 분사관(7a)로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를 이용함으로서 강설시 비닐하우

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적설량이 일정 이상인 경우 외부 분사관을 통해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에 온수를 분사하여 적재

된 눈을 제설함으로서 비닐하우스 외부 지붕측에 적재되는 눈의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비닐하우스의 파손

과 이에 따른 냉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강설이외의 경우에는 공급제어밸브를 제어하여 내부 분사관을 통해 온수

를 비닐하우스 내부에 공급함으로서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 공급을 하도록 하여 제설의 이외의 목적에도 사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치의 활용도를 높여 영세농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를 설치한 가상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의 제어장치부 구성도이며,

도 4은 본 발명에 의한 온수 분사 방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제설장치의 온수 분사관의 분사노즐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a : 강설센서, 2, 2a : 적설량센서, 3, 3a : 제어장치부,

4, 4a : 가열장치, 5, 5a : 온수공급펌프,

6, 6a : 외부 온수분사관, 7, 7a : 내부 온수분사관,

8, 8a : 공급제어밸브, 9, 9a : 온수온도센서

10 : 외부 무선 통신기기

3-1 : CPU부, 3-2 : LCD 표시부, 3-3 : 메모리부,

3-4 : 디지털신호 출력부, 3-5 : 유/무선 통신부,

3-6 : 디지털신호 입력부, 3-7 : Key 입력부, 3-8 : 아날로그신호 입력부

공개특허 10-2007-0073360

- 4 -



6-1 : 분사노즐, D : 분사관 전체길이, d : 분사노즐간격,

φ : 분사노즐각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7-0073360

- 5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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