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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송풍기에 의한 오미자 개화기 늦서리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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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따라 자생하는 덩굴성 식물로 열매를 주로
약용과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전북 동부 산간부는 산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

용하고백두대간보호법에맞추어천혜의산간자원보전과함께농가소득원발굴이필요하였다.

￮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오미자 서리피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지대책을 수립 오미자 지역특산명품을

육성 하고자본실험을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처리 및 방법

가. 처리기간 : 개화기 전후(4월～5월)

나. 처리지점 : 안개정체지(장수, 진안)

다. 처리연생별 : 2, 3, 4년생

라. 조사항목 : 기상, 방상률, 생육 및 수량

실험결과

가. 조사지역 오미자 연생별 서리피해 발생상황은 2년생(10.6%) > 3년생(8.3%) > 4년생

(6.6%) > 5년생이상(5.0%)순 이었다.

나. 조사지역 유형별로 서리피해 발생상황은 안개정체지(10.2%) > 냉기류 유입지(9.3%)

> 바람통로지(7.6%) 순으로 서리 피해가 발생 하였다.

다. 조사지역중 오미자 개화 전 최저 기온조사결과 30년 평균기온 보다 5월1~2일까지

최저온도가 4℃ 이하로 낮아 개화가 지연 되고 5월 11∼17일까지 개화기 온도가 낮은

상태로 진행되어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라. 오미자 열송풍기 설치지역 과실생육상황은 과방중이 19.3g, 과방폭이 24.3㎜, 과립폭

11.0㎜ 이었으며, 100립중이 68.7g으로9.2g이 높았다.

마. 오미자 연생별로 방임구와 송풍구를 두어 열송풍 거리별로 저온피해 예방효과를 살

펴 보았을때 4년생에서 5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년생이 45.3%, 3년생이

43.8% 로 열 송풍기의 오미자 저온 피해 예방효과가 인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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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Table 1. The actual conditions of late frost damage on blooming period according to

preventive effect of hot - air drying blower in Schisandra chinensis.

Investigation
region

Smoke and fog
(%)

hot-air drying
blower

(%)

noninterference
(%)

Young tree(2yr) Jangsu 5.2 4.8 10.6

Middle tree(3yr) Jinan 4.5 3.6 8.3

Aged tree(4yr) Jinan 4.8 3.4 6.6

Table 2. Cluster, fruits growth by distance establishment of hot - air drying blower

in Schisandra chinensis.

Fresh fruit
wt. per
cluster

(g)

Cluster
length
(㎜)

Cluster
width
(㎜)

Fruit
width
(㎜)

No. of
fruits per
cluster

100 fruit
wt.
(g)

Fruit
color
(0~3)

Establishment 19.3 82.7 24.3 11.0 28.1 68.7 2.1

Non-establish

ment
18.2 83.5 22.9 10.1 30.6 59.5 2.3

Table 3. Yield of fresh and dry weight by distance of hot - air drying blower in

Schisandra chinensis.

Cluster
length
(㎜)

Cluster
width
(㎜)

Cluster wt.
(g)

No. of
fruits per
cluster

Berry
shattering
rate(%)

100 fruit
wt.
(g)

Fruit yield
(㎏/10a)

~50m 70.4 23.9 18.2 27.8 3.5 65.5 520

51~70m 70.5 22.5 17.7 27.3 7.2 64.8 478

71~81m 68.1 25.3 16.8 28.8 2.9 58.3 455

81~100m 68.2 23.1 16.2 27.1 3.8 59.8 430

【Fruit drying】 【Non bearing】 【2yr】 【3yr】

◦ Damage: fruit drying and non bearing ◦ Location of investigation : Jangsu, Jinan

◦ Preventive: Hot - air drying blower system

Fig 1. A period of low temperature Comparison of damage and preventive on

blooming period in Schisand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