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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는 재배 시 다수확을 위하여 백색 PE 또는 흑색 PE 필름을 이용하여 재배한다.

백색 PE 필름 멀칭의 경우 땅속 온도를 상승시키고, 수분을 유지하는 등 생육 및 수량 증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구

비대기인 5월은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로 멀칭으로 인한 지나친 온도 상승은 구 비대가 불량해져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 구 비대기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무멀칭 및 흑색 PE 필름으로 재배할 경우 월동 후 생육 재생기에 온도가

백색 PE보다 낮아 생육 정도가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분해 필름을 이용할

경우 생육재생기에는 생육이 양호하고, 구 비대기에는 비닐이 분해되어 무멀칭 효과로 고온에 의한 구 비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계수확시 비닐제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구 비대기 고온경감으로 안정수량 확보
가능

양파는 겨울나기 작물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생육이 어렵다. 양파의 생육적온은 품종마다 다르지만 기온은 17℃, 땅 온도는

18〜24℃이다. 구 비대온도는 조생종은 15℃, 중만생종은 22℃ 내외가 적당하다.

생분해 필름 재배 시 전반적인 온도는 백색 PE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생분해 필름 특성상 투명 PE보다 온도

상승효과가 적고 4월 중하순 이후에 분해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풀길이, 잎의 수 등 생육에서 투명 생분해 필름은 투명 PE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흑색 생분해 필름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생분해 필름 효과라기보다는 흑색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 특성상 생육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양파 재배 시 수량 특성을 보면 알무게는 백색 PE 181.8g, 생분해 필름 145.5〜189.8g으로 필름 종류에

따라 달랐다.

수량에서는 생분해 필름 중 2개 종류 백색 PE는 비슷하였고, 4개종류는 낮은 경향을 보여 전체적으로 보면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양파 재배 시 필름의 종류와 해에 따라 생육 및 수량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양파 구 비대기에 온도가 높지 않을 경우는 투명 PE 필름이 구 비대기에 고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알무게

및 수량성이 많으나 5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고온으로 구 비대가 불량하여 수량이 낮다.

양파의 품질 특성을 보면 당도, 링수, 생장점 수 등에서는 투명 PE 재배와 차이가 없었다. 생분해 필름 재배 시 필름이

분해되는 시기는 필름 종류 및 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생분해 필름 분해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5월 구 비대기에는

온도 상승효과가 없어야 한다.



투명 생분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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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PE 필름

필름을 활용한 양파 재배 시 필름의 분해 정도

필름 종류별로 분해 속도가 다른 것은 필름에 생분해 재료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필름 선택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재배 기간 중 온도 등의 변화에 따라 광, 미생물의 영향을 받고, 해에 따라 분해 시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 제거가 필요 없어 기계화 재배에
유리

최근 농촌에서는 고령화율의 급속한 증가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어 기계화 재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양파 재배 시

기계 아주심기 및 수확 부분의 기계화율이 10% 이하로 저조하다.

기계 수확을 위해서는 비닐 제거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비닐제거기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

필름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닐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산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계 수확을 위한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다.

인력으로 재배할 경우에도 수확 후 비닐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된다. 양파의 비닐 제거는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 현재 농업적인 측면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생분해 필름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