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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esult of effect on freezing damage reduction by the shade net colors and the shade rate to tea

trees during wintering period, the high shade ratio decreased tea trees growth and increased freezing

damage and 55% of shade ratio based on non treatment developed new leafs and green leaf

productivity. By the shade net colors, colorless shade net (55% of shade type) treatment and green

shade net treatment increased green leaf productivity and decreased damaged area compare to non

treatment shade net and black shade net treatment. Colorless net shade treatment reduced over 50%

of freezing damage and increased (10a) 68 kg for green leaf productivity compare to non treatment

shade net. The colors of shade net treatments for reduction freezing damaged in order of Black <

Green < Colorless but reduction of freezing damage was so high. In the relative microclimates,

treatment shade nets were 0.7oC lower, average relatively humidity 14.9% higher, soil temperature

0.6oC lower and soil moisture 4.6% higher than non treatment shade net. And treatment shade nets

decreased average wind speed 0.7 m/s and it showed us treatment net shades effected to excessive

evapotranspiration and soil dry by wind and considered one of good solution for freezing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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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차나무(Camellia sinensis L.)는 동백나무과에 속하

는 아열대성 상록식물로서 우리나라는 차나무 자생지

의 북방한계선과 대륙성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동절기에는 최저기온이 -10oC 이하의

혹한이 심해, 차나무 자생지의 북방한계 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북위 36o 이상 지역에서는 인위

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생육

이 어렵다(Lim et al., 2008). 과거에는 집중호우와

폭설, 가뭄, 혹한 등의 악기상 현상이 아주 드물게 발

생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매년 반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

웠던 날씨가 출현하는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2011년에 -10oC 이하의 저온이 10일 이상 경과되어

녹차 수확시기가 10일 이상 지연되거나 수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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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감소하여 안정적인 녹차생산에 어려움을 겪

었다. 전국적인 피해현황을 보면, 경남 하동군은

2,013농가의 86.8%인 1,748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하동군 녹차생산면적 1,010ha중

947ha(93.8%)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전남 보성군의 녹

차 재배지역 역시 2,594농가 1,894ha 중 70.5%인

1,413농가 1,336ha가 피해를 입었으며, 녹차의 안전재

배 지대로 분류되는 제주도에서도 전체 녹차 재배면적

343ha중 10%에 해당하는 34ha가 피해를 입었다

(Hwang, 2012). 전국 재배면적의 약 73%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음해인 2012년까지 녹차생산에 피해를

입혔다. 지역별로는 경남 및 전남은 평지 다원에서 피

해가 심하였으며, 경사지는 부분적으로 피해가 나타났

다. 제주지역은 해발 350m 이상 지역에서만 주로 피

해가 발생하였다. 

동해는 겨울철 최저기온이 -10oC이하에서 60분 이

상 지속되면 차나무 가지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

생하는데 피해를 입게 되는 기상조건은 기온, 습도,

일조, 풍속, 강우량 등에 의해 좌우되며, 피해 정도는

품종, 수령, 수목 활력 등 나무의 내적인 요인과 최저

기온, 저온 지속시간 등의 기상적 요인 및 다원의 지

형과 토양 및 관리상태 등의 외적인 요인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Kim, 1986). 또한 해마

다 차나무에 동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2011년과 같이 전국적으로 피해규모가 크며,

예측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동해를 경감하는 방법

으로서는 발열재료에 의해 인공적으로 재배지역내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과 식물체에 직접적으로 관수를 통

해 물을 살수하는 살수빙결법 그리고 방풍망 등으로

한풍을 막는 방법 등이 있다(RDA, 2011). 국내의 겨

울철 차나무 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서리피해를 경감하

기 위한 망사터널, 방풍벽(Song et al., 2007), 방풍

막(Kim et al., 2009), 방상팬(Choi et al., 2011) 및

지상 파풍작물 식재 등의 효과구명과 동해 및 서리피

해 발생에 관한 기상조건(Hwang et al., 2001; Han

et al., 2009)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발열재료에 의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발열장치를

사용하거나 고형연료를 태우는 방법이 있지만 경비가

많이 들며, 발생한 열을 가둬둘 수 없어 다원과 같이

넓고 개방된 지역에서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식물

체에 직접적으로 물을 살수하여 결빙이 생길 때 물

1g당 80칼로리의 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을 잠열이라

하며, 살수빙결법은 이러한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식물체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어 식물체를 둘러싸

게 되며, 이때 잠열이 나와 잠깐 동안은 0oC를 유지

하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Lee, 2004). 잠열

이 없어지기 전에 물을 다시 살수하게 되면 새로운

잠열이 나와 0oC를 유지하게 되지만, 다원내 스프링쿨

러와 같은 살수장치의 설치와 지하수 관정 개발에 소

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은

겨울철 0oC 이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길어서 살수장치

의 동파의 우려도 있다. 월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온에

대한 반응은 품종, 식물체의 부위와 조직내의 성숙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Davis et al., 1955). 겨울

철 기온이 -10oC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은 동해를 받

기 쉬워 가을에 방풍벽 또는 방풍막을 설치하거나 볏

짚 등으로 피복해 주기도 한다 (Winkler et al.,

1974). 냉기류가 정체되거나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방풍

벽과 방풍막을 냉기류의 유입 통로에 설치하여 유입을

차단하거나 우회시킨다(Seginer, 1975; Yum et al.,

2011). 피복을 활용한 방법은 대부분 빛이 강한 하절

기나 반음지 식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차나무의 경우

에는 여름철에 가루차 생산을 위해 일부 차밭에서 차

광재배에 사용되기도 한다. 피복법은 직접적으로 차나

무와 냉기가 마주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복재

료와 피복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피복재료 중 차

광망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식물체에 과도하게 많은

빛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 생육에 알맞도록 투광량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다(An et al., 2009). 이

와 같은 차광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차나무를 대

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지속적인 이상저온과 겨

울철 가뭄에 따른 동해경감 및 피해 후 수세회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년 1월과 2월에 걸쳐 -10oC

이하 저온의 지속으로 차나무 동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시설물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 및

철거가 비교적 용의하며, 투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폴

리에틸렌(PE) 차광망을 이용하여 동해에 대한 대응방

법과 동해 경감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소

본 실험은 차나무 재배포장에서 이상저온현상에 의



148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Vol. 16, No. 2

한 동해경감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장소에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실험 장소는 경남 사천시 곤명

면 금성리 ㈜다자연 재배포장으로 2011년 하동과 더

불어 가장 많은 동해가 나타난 지역이다.

실험장소 주위에는 차나무 이외 별다른 지상물이 없

어 북쪽 냉기의 유입이 용이하고 하천 재방이 분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냉기의 정체가 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실험포장 차나무는 8개 품종이 식재되어 있는

대규모 기계화 다원으로 실험구의 크기는 처리구당 길

이와 폭은 각각 1,000cm와 150cm이며 3반복 임의배

치 하였다. 

2.2. 공시식물 및 차광처리

차나무 품종 중 내한성이 강하고 만생종인 Fushun

품종을 공시하였다. 차광 처리구는 동일 포장에서 전

일 동안 태양광을 수광하는 무차광 처리구를 대조구

(이하 무처리구)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광율 55%,

75%, 95% 검정색 PE차광망을 이용하여 4개의 실험

구를 배치하였다. 차나무 수관 상단에 직접 차광망을

피복한 후 고정핀으로 바람에 의해 들뜨는 것을 방지

하였다. 실험기간은 1차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

년 2월 29일까지 처리구별 차광처리를 하였으며, 2차

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차나

무 월동기간의 동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3가지 차광율(55%, 75%, 95%)과 3

가지 색상(검정, 녹색, 투명)을 설치하여 차광율과 차

광망 색상에 따른 차나무 생장변화 및 동해경감 효과

와 설치비용을 분석하였다.

2.3. 미기상조사

미기상자료를 관측하기 위해서 간이자동기상관측장

치(STL08, STA Corp., Korea)를 차광망내 차나무골

하부와 차광망 외부에 각각 설치하여 매 1분마다 측

정한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지온, 토양수분, 강우량

을 60분 단위로 평균하여 데이터로거에 저장하였다.

온·습도센서(STL-STH, STA Corp., Korea)는 태양

열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측정범위는 각각

-40oC~+60oC과 0~100%이고 오차범위는 각각

±0.3oC와 ±2.0%이다. 풍향·속센서(STL-05103,

STA Corp., Korea)의 측정범위는 각각 0~360o와

0~50m/s이며 오차범위는 각각 ±5o와 ±0.5m/s 이내

이다. 지온과 토양수분을 측정하기 위해 지온센서

(STL-Stemp, STA Corp., Korea)와 토양수분센서(STL-

SM5, STA Corp.,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지중에 설

치한 센서들은 차나무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

인 지중 10cm 깊이로 지온센서는 수평으로 설치하였

고 토양수분센서는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측정범위는

각각 -40oC~+120oC와 0~100%이며 오차범위는 각각

±0.5oC와 ±3.0%이다. 강우량은 강우량센서(STL-

SRF, STA Corp.,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오차범위는 ±1.0%이다. 또한 기상 데이터의 결측에

대비해서 온·습도 일체형 데이터로거(TR-72U, T&D,

Japan)를 동일한 위치에 각각 설치 하였다.

2.4. 차나무 생장 및 동해경감 조사

차나무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 표준조사 방법(RDA,

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수확시기는 출개율이

70%에 달한 시기, 신초수는 단위면적(30cm2)당 전체

아수, 신초장은 수확면에서 심의 기부까지의 길이, 백

아중은 100개 신초의 중량, 수확량은 단위면적

(30cm2)당 전체 수확물의 중량으로 조사하였다. 피해깊

이는 차나무 상단 정중앙에서 수직으로 깊이를 측정하

Fig. 1.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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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피해조사는 단위면적 (30cm2)당 차나무잎의

피해발생 비율로써, 수준별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여

조사하였다(0:피해없음, 3:11~30%, 5:31~50%, 7:

51~70%, 9:71~90%, 10:91~100%). 모든 조사는 3

반복으로 수행하였다.

2.5.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에서 인건비는 2013년 보통노동인부의 노

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설치 및 제거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재료비에는 차광망, 고정핀, 줄을 포함하였

으며, 조수입은 주산물평가액(생엽생산량 × 평균단가)

으로 산정하였다. 추가 조수입은 무처리구 주산물평가

액에서 처리구 주산물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녹차

생엽의 평균단가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보고서 「2012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경남부문(RDA, 2013)을 참

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3.1. 실험포 기상환경 측정

실험기간 동안 재배포장의 연도별 기상환경은 Table

1과 같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월동기간의 연도별

최저기온이 관측된 날은 2011년 1월 16일(-17.1oC),

2012년 2월 03일(-14.2oC), 2013년 1월 04일(-13.2oC)

이었다. 특히, 직접적으로 차나무에 동해를 일으키는

-10oC 이하 발생일수는 2011년의 23일, 2012년의 12

일, 2013년의 8일이었고, 2011년의 동해발생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었다. 온도 이외에 동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강우량은1월과 2월의 누적 강우량이 2011년에

69.8mm, 2012년에는 2011년보다 56.2mm 적게 내린

13.6mm, 2013년은 109.5mm이 관측되었다. 2011년

보다 2012년의 강우량이 더 적게 관측되었지만, 월동

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토양에 충분한 강우량으로

수분이 유지되어 동해발생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

였다. 특히, 2012년은 동해를 일으키는 -10oC이하 지

속일수가 2011년에 비해 각각 11일과 15일 적게 관

측되었다. 평균풍속은 0.8~1.0㎧로 2012년과 2011년

이 비슷하였으며, 평균습도도 53.9~ 58.7%로 비슷하

게 관측 되었다. 

3.2. 차광율에 따른 동해경감 효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차광망

설치에 따른 월동기간 동안의 차나무 동해경감 효과와

한풍에 대한 방풍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

이 각각 55%, 75%, 95%의 차광율이 서로 다른 차

광망을 설치하여 차엽의 피해율을 조사하였다. 차광망

의 차광율에 따른 동해경감 변화를 보면 차광율 55%

처리구가 무처리구보다 찻잎 수확부위의 피해율이

20% 낮게 관찰되었다. 방풍효과는 차광율 95%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55%와 75%에서도 무처리구보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해 경감효과는55%의 차광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광율 55% 처리구에서 차나무 생장이 가장 원활

하였다. 반면 차광율 75% 처리구에서는 상단 5엽까지

엽의 가장자리가 갈변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차광망 직조 구조상 약간의 누수로 인한 토양수분의

영향으로 청고현상 보다는 적고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Table 1. Changes of meteorological elements during over-
wintering period (January and February) from 2011 to 2013
at a green tea garden

Elements 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Mean Temperature (oC) -1.2 0.0 0.1

Minimum Temperature (oC) -17.1 -14.2 -13.2

Precipitation (mm) 69.8 13.9 109.5

Sunshine (hr) 408.8 391.1 400.4

Wind speed (m/s) 1.0 1.0 0.8

Wind Direction N NNE NNE

Table 2. Effect of wind break and damage rate reduction of tea tree according to shading rate (year 2012)

Treatment
Green dry damage rate 

(%) (A)
Red dry damage rate 

(%) (B)
Total damage rate (%) 

(A+B)
Effect of 

wind break

Full sunlight 10 10 20 No

Shading rate 55% 0 0 0 Yes

Shading rate 75% 5 25 30 Yes

Shading rate 95% 45 20 65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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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었다. 그리고, 차광율 95% 처리구에서는 광량의

감소로 인해 차나무 생육이 불량하였다. 특히, 차나무

체내수분의 감소로 지상부 전부분에 걸쳐 잎이 녹색으

로 말라가는 청고현상이 다른 처리구보다 많이 나타났

으며, 신초를 포함한 상단 3엽까지 잎이 떨어지는 등

차나무의 생육이 가장 좋지 않았다. Trypan Blue 염

색시험에서도 55% 차광망 처리구내 차나무 잎에서는

세포사멸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95% 차광망

에서 청고현상을 보인 차나무 잎은 부분적으로 염색이

일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사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적고현상을 보인 차나무 잎에서는 대부분 염

색되어서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차광율에 따른 차나무 생육특성을 보면 차광율

55% 처리구에서 차나무 신초장은 무처리구 대비

0.9cm 길었으며, 백아중도 4.9g 더 무거웠다. 수확기

는 차광율 55% 처리구가 5월 10일로 무처리구보다

11일 빠른 수확이 가능했으며, 동해에 의한 피해 또한

없었다. 생엽 수확량 역시 토양수분 유실 방지와 한풍

의 감소로 무처리구 대비 42.7% 증가한 68.8kg이 나

타났다(Table 3). 

3.3. 차광망 색상과 차광율에 따른 차나무 동해경감

효과

1차 실험을 통해 차광망의 효과를 검증 후 색상별

로 차나무 동해 경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투명망과 55% 녹색 차광

망 처리구에서 생장이 가장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투

명망, 검정(55%) 그리고 녹색(55, 75%) 차광망 처리

구에서 동해경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명망을 제외한 녹색 차광망 처리구는 차광율 55%와

75%의 처리구가 동해경감 효과가 가장 좋았는데, 차

광율 55%와 75% 처리구의 경우, 차광망 처리 초기

에는 차나무 잎의 생육이 무처리구 및 검정 차광망

처리구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차광망 처리기간이 누

적될수록 다른 처리구에 비해 동해에 의한 피해가 적

게 나타났다. 녹색 차광망의 생엽수확량은 단위면적당

(10a) 89kg(차광율 55%), 84kg(75%) 그리고 66kg

(95%)로 나타났다. 녹색 차광율 55% 처리구에서는

피해율이 투명망 처리구처럼 미미하였다. 검정색 차광

망 처리구는 녹색 차광망 처리구와 달리 차광율 95%

처리구에서 단위면적당(10a) 생엽수확량이 무처리구 보

다 22kg 많은 47kg이고, 피해 깊이 또한 무처리구보

다 3cm 적은15cm로 조사되었다. 차광율 75%와

95% 검정 차광망 처리구에서는 차광율이 높아짐에 따

라 광량의 감소로 차나무 잎 상단 5번 잎까지 생육이

불량하였으며, 잎이 연약하게 되어 채엽부위 상단 잎

이 고사하는 피해가 관측 되었다. 생엽수확량 또한 투

명망 및 녹색 차광망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많

았다. 생엽수확량은 투명망(차광율 55%급) 처리구에서

는 단위면적당(10a) 93kg으로 무처리구(68kg)보다

Table 3. Damage index and yield component of tea tree according to shade net installation

Treatment
Damage
Index*

harvest
 time

No. of leaves
(ea)

Length of leaves
(cm)

Weight of 100 
buds (g)

Yield 
(kg/10a)

Full sunlight 3 5/21 2.5 2.33 ± 0.08 11.60 ± 0.07 48.21 ± 0.61

Black shading net

Shading rate 55% 0 5/10 3.2 3.22 ± 0.04 16.53 ± 0.19 68.80 ± 0.27

*0(harmlessness), 1(1~10%), 3(11~30%), 5(31~50%), 7(51~70%), 9(71%~90%), 10(91%~100%)

Fig. 2. Changes of growth of tea tree by the shade net installation. (Left:55%/75%, Right: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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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배 높게 생산되었고, 기타 다른 처리구보다도 생엽

수확량이 높았으며, 동해에 의한 피해도 가장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투명망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피해율이 50% 이상 감소함으로 인해 생엽수확량

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차광망 처리 초기에는 월동전이라 차나무의 채엽 가

능면적이 넓었지만, 월동기간 동안 차광누적과 이상저

온에 의한 차나무 잎의 탈수 또는 고사로 생엽수확량

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광망의 차광율이

높을수록 채엽부위로 부터 피해 깊이가 길어졌다. 월

동기간 차광망 피복처리는 차나무의 저온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동해발생이 경감되었다. 차나

무의 생육에 대한 차광망의 차광율 효과는 55%에서

가장 높았으며, 차광망의 색상별 동해경감 효과는 검

정 < 녹색 < 투명 색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광

망 설치에 따른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합해

단위면적당(10a) 505,979원이었으며, 이익은 수세회복

에 따른 단위면적당 추가 조수입이 무처리구 대비

1,451,800원이 많았으며,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은 단위면적당 945,821원으로 추정되었다(Table 5).

3.4. 차광망(투명망) 설치에 따른 미기상 변화

투명망 설치 유무에 따른 미기상 변화를 조사하였다.

평균기온은 투명망 처리구가 0.1oC, 무처리구가 0.8oC

로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0.7oC 낮게 나타났고,

최저기온은 투명망 처리구가 -17.4oC, 무처리구가

-13.2oC로 투명망 처리구가 4.2oC 낮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상대습도는 투명망 처리구(38.7%)가 무처리구

(23.8%)보다 14.9%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명망 처

리구내 풍속의 감소로 공기의 유동이 줄어들어 수분의

정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3). 

즉, 투명망 무처리구의 평균풍속은 0.8m/s 이지만

Table 4. Economic and productive effect of shade net on reduction of freezing damage according to shading rate and shading
color

Treatment Damage index*
Damage depth

(cm)
Yield of fresh leaves

(kg/10a)
Additional gross 

profit (￦)

Full sunlight 5

Clear net 55% 1 0 93.17 ± 1.58 1,451,800

Black shading net

55% 1 5.04 ± 0.46 79.00 ± 1.57 1,152,900

75% 3 9.05 ± 0.19 53.02 ± 0.50 597,800

95% 3 15.04 ± 0.28 47.14 ± 0.32 469,700

Green shading net

55% 1 0 88.89 ± 1.07 1,366,400

75% 1 3.04 ± 0.21 83.85 ± 1.75 1,259,650

95% 3 7.00 ± 0.34 65.98 ± 2.61 875,350

*0(harmlessness), 1(1~10%), 3(11~30%), 5(31~50%), 7(51~70%), 9(71%~90%), 10(91%~100%)

Table 5.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Loss elements)

Contents Unit Unit price (￦) Amount Total (￦)

1. Direct construction cost 493,319

1) Direct cost 463,210

(1) Labour cost Man-hour (10a) 50,900 3 152,700

(2) Material cost 310,510

 Shdae net Roll 63,600 4 254,400

 Alignment pin Box 21,040 2 42,080

 String Roll 14,030 1 14,030

 Other material cost % 2 6,210

2) Other direct cost % 2.5 11,580

3) Field expense % 4 18,528

2. Indirect cost % 3 14,800

Total cost 50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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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망 처리구는 무처리구 대비 69.5% 감소한 0.1m/s로

평균 0.7m/s 감소 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투

명망과 투명망 사이의 결속부위와 아래쪽으로 유입되

는 바람이 있지만 직접 차나무골에 도달하지 않고 와

류를 일으켜 풍속이 감속된 형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Table 6). 

지중온도는 투명망 처리구가 0.8oC, 무처리구가

1.4oC로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0.6oC 낮았으며,

토양수분 함량은 투명망 처리구가 21.8%, 무처리구가

17.2%로 투명망 처리구가 4.6% 높게 나타났다(Table

7). 차광망의 피복은 월동기간에 차밭에서 동해를 경감

하고 차나무의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투명망과 차광망의 차광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조규

격이 더 조밀해져 유입되는 한풍의 감소효과는 더 증

가하겠지만, 수확시기에 냉기류 정체에 따른 상대적으

로 습도가 높아져서 서리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광

망 처리에 의한 방풍효과는 무처리구 대비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바람에 의한 과잉 증발

산과 토양의 건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농가 현장에서는 활죽이나 스틸파이

프를 설치하지 않고 차광망 또는 투명망을 차나무에

Fig. 3. Meteorological changes by the installation of shade net.

Table 6. Change of meteorological elements by the installation of shade net in 2013

Month

Wind Speed
(m/s)

Mean Temperature
(oC)

Minimum Temperature
(oC)

Relative Humidity
(%)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January

First 0.2 0.8 -4.3 -3.6 -17.4 -13.2 36.2 22.7

Middle 0.2 0.6 -2.3 -1.2 -15.3 -11.9 49.2 32.9

Last 0.3 0.8 0.2 0.8 -14.0 -10.7 46.7 30.4

February

First 0.3 1.0 0.4 1.1 -13.9 -9.7 36.0 22.6

Middle 0.3 0.8 0.4 0.8 -13.0 -8.8 29.3 14.3

Last 0.3 1.0 3.2 3.5 -11.0 -6.9 30.9 16.3

Table 7. Changes of soil temperature and soil moisture by the clear net installation.

Month
Soil Temperature (oC) Soil Moisture (%)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January

First -1.8 -1.3 12.4 13.4

Middle -1.2 -0.6 12.6 9.6

Last 1.1 1.6 29.3 19.3

February

First 2.0 2.6 25.6 21.6

Middle 1.6 2.2 29.0 20.0

Last 3.4 4.0 21.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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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복하는 방법이 설치가 간단하고 생엽 수확시기

에 시설물 철거와 보관이 용이하였다. 이처럼 차광망

을 차나무에 직접 피복하는 방법은 동해경감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며, 차광망의 색상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차광망의 차광율이 낮을수록 동해

에 의한 피해가 적었고 생엽수확량이 많았다. 차광망

의 차광율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차광망의 색상이 검정

색보다 녹색과 투명인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차광율과 색상에 따른 차광망의 설치비용을 비교

해보면 무처리구 대비 동해경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요

월동기간 동안의 차나무에 대한 차광망 색상과 차광

율에 따른 동해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차

광율 변화에 대한 효과는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차나무

생육이 불량하고 동해 피해율이 높았으며, 무처리구

대비 55% 차광율에서 신초 및 생엽수확량이 좋게 나

타났다. 차광망 색상별로 보면, 투명망(차광망 55% 수

준) 처리구와 녹색 차광망 처리구가 무처리구와 검정

차광망 처리구에 비해 생엽수확량과 피해면적이 감소

하였다. 투명망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동해 피해

율이 50%이상 감소하고, 생엽수확량은 무처리구보다

투명망 처리구에서 단위면적당(10a) 68kg 더 많았다.

차광망의 색상별 동해경감은 검정<녹색<투명 색상 순

으로 동해 경감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처리구간의

미기상변화를 보면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평균기

온은 0.7oC 낮았으며, 평균상대습도는 14.9% 높게 관

측되었고, 지중온도는 0.6oC 낮은 반면에 토양수분은

4.6% 높게 관측 되었다. 또한 차광망 피복물 설치에

의한 평균풍속은 무처리구 대비 0.7m/s 감소하여, 바

람에 의한 과잉 증발산과 토양의 건조를 줄여주는 효

과가 있었으며, 동해경감의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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