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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char has the abilit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mprove crop productivity, and adsorb 

various contaminants. The aim of this work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biochar as a soil 

amendment on growth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hinensis) using a pot experiment. 

Biochar was produced from residual-wood burnt at a pyrolytic temperature of 400℃ and 

consisted of 51.6 % carbon (C) by mass. The biochar was added to the soil at 0, 1, 3, and 5% 

by weight, which represent about 0, 18, 54, and 90 t ha-1, respectively. The treatments were 

arranged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with 3 replications. The Chinese cabbage 

was grown for 49 days in a glasshouse in pots filled with sandy loam soil.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sidual-wood biochar used for the experiment was slightly alkaline 

(pH 7.5). The fresh weights of Chinese cabbage were 86.22 g, 84.1 g, 63.23 g and 70.87 g, 

respectively, for biochar applications at 0, 18, 54, and 90 t ha-1. Compared with the control 

(i.e., no biochar), biochar application increased soil p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Addition of biochar (54 and 90 t ha-1) to sandy loam soil had no effect on growth of Chinese 

cabbage. This might be due to excessive increase of soil pH from the biochar application, 

leading to reduced availability of plant nutri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conclude that an excessive addition of biochar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healthy 

growth of Chinese cabbage.

Keywords: Chinese cabbage, residual-wood biochar

Introduction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에 따른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는 토양 중 유기탄소저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Han et al., 2016). 퇴비와 같은 유기물의 지속적인 시용과 비료의 이용효율 증진기

술 및 토양 양분 유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농경지의 양분관리는 토양 내 유기탄소 함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Lee, 2013; Lee et al., 2016). 

최근 탄소 격리 방안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차(biochar)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

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할 때 발생되는 고형의 탄화물질이다(Lehmann, 2007; Lehmann and 

Joseph, 2015).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재로서 첨가하면 토양의 pH, 보수력 및 이온 교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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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미생물의 주거지 제공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Yoon, 2013; Oh et al., 

2014). 또한, 바이오차는 농업부산물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토양의 생산성 향상(Lehmann and Rondon, 2006; Oh et al., 2012a; Han et al., 2014), 오염물질 흡착(Cao and 

Harris, 2010; Beesley et al., 2011; Oh et al., 2012b), 온실가스 저감(Lehmann, 2007)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바이오차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eong et al. (2006)은 

목탄분말과 목초액을 혼합하여 착색단 고추 재배지에 처리한 결과 식물체의 초장, 엽록소 함량, 광합성률이 증가

하였고, 상품 과율도 좋아졌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Lee and Kim (2001)은 목탄을 처리한 토양에서 서양측백나무의 

수고, 뿌리길이, 무게 등이 대조구에 비해 좋은 성장 효과를 나타내어 작물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오차는 원료와 생산 과정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 물질이며 연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Smith et al. 2010).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전정가지를 소재로 한 바이오차가 작물의 생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토

양 내 바이오차 함량에 따른 배추의 생육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 및 바이오차 분석 

공시 토양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대전 유성구 대학로 99)에서 표토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토

양은 풍건 시킨 후, 2 mm체(sieve)를 이용하여 체거름 후 재배실험에 사용하였다. 토양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식

물체 분석법(NIAST, 2000)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는 풍

건 토양을 증류수와 1 : 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 진탕 후 pH meter (Orion3 star, Thermo Scientific, Chelmsford, 

MA, USA)와 EC meter (B-173, Horiba, Kyoto, Japan)로 측정하였다. 총 유기물질 함량은 작열감량법으로 측정하

였다. 수분함량은 채취한 토양 시료를 10 g씩 칭량하여 105℃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desicator에서 상온으로 냉

각시켜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건조중량법을 이용하였다. 토성은 micropipette법(Miller and Miller, 1987)으로 

분석 후, 미국농무부의 분류 기준을 따라 분류하였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재배시험에 사

용한 토양의 pH는 6.3으로 약산성을 나타내었고, 유기물은 1.3%였다. 토성은 모래함량과 미사함량이 70.0%와 

12.0%를 나타내는 사양토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바이오차는 전정가지를 400℃의 회화로(Muffle furnace, MF 

21GS, Jeio Tech. Korea)에 넣고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시간 동안 충분히 열분해하여 생산하였다. 바이오차의 

탄소(C)와 질소(N) 함량은 원소분석기(Flash EA 1112, Thermo, USA)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각 원소들의 함량

을 바탕으로 C/N 비를 산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전정가지 바이오차의 특징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used in the experiment.

pH (1 : 5) EC (ds m-1) 
Organic matter 

(%) 

Water content

(Wt %)
Porosity (%)

Texture (%)

Sand Silt Clay

6.3 0.2 1.3 20.9 46.9 70.0 12.0 18.0

Table 2. Selected chemical properties of biochar used in the experiment.

pH

(1 : 5 H2O)

EC

(dS m-1)

Element content (%)
C/N ratio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1)

C N H K+ Ca2+ Mg2+ Na+

7.5 0.7 51.6 5.0 5.4 10.3 1.2 4.0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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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실험

토양 내 바이오차 함량에 따른 배추의 생육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유리온실에

서 포트실험을 하였다. 배추를 시험작물로 선발하였고, 바이오차의 처리조건은 각각의 처리구에 0%를 대조구로 

하여 바이오차를 1%, 3%, 5%씩 혼합하였다. 배추 정식 후, 2일에 한 번씩 관수처리를 하였다. 배추 재배는 농촌진

흥청의 영농기술 재배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비량은 농촌진흥청의 표준시비법에 따라 요소-용성인비-염화

가리를 17.8-3.0-7.3 kg 10a-1 시용하였다. 

수확 후 생육 · 품질 조사 및 토양 분석

배추의 총 재배 기간은 46일이였으며, 각각의 바이오차 처리에 따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배추의 

생육조사는 생중량, 건중량, 상부와 뿌리길이, 엽수, 엽장, 엽폭을 측정하였다. 이 때 생중량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 후 바로 측정하였다. 건체중은 70℃의 dry oven에서 48시간 동안 건조 후 측정하였다. 엽장과 엽폭의 

측정은 개체 내 상위 4개의 잎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배추의 품질 분석을 위하여 착즙기로 배추 잎의 즙을 낸 후 

NO3

- meter (B-743, HORIBA Ltd, Kyoto, Japan)와 디지털 당도계(HI 96801, Hanna Instruments Inc., Woon- socket, 

RI, USA)로 질산(NO3

-)이온 함량과 당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확 후에 

재배 토양을 풍건 시켜 2 mm sieve로 걸러낸 후 토양과 증류수의 1 : 5 방법으로 pH와 EC를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배추 상부의 생중량은 무처리구(0%)에서 86.2 g, 바이오차 1%, 3%, 5% 처리구에서 각각 84.1 g, 64.2 g, 70.9 g으

로 무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뿌리 생중량은 바이오차 1% 처리구에서 31.2 g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상부의 생체중과 건중량은 바이오차 3% 처리구에서 64.2 g과 8.9 g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바이오차 처리

량에 따라 배추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바이오차 1%와 3% 처리구는 대조구

와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바이오차의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배추의 최적 생육을 위한 토양의 

pH 범위(6.0 - 6.5)를 더욱 초과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바이오차 1%, 3%, 5% 처리구의 뿌리길이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무처리구에 비하여 각각 28.5%, 11.2%, 30.3% 증가율을 보였으며 5% 처리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Fig. 1, Fig. 2). 이것은 많은 기공을 가고 있는 바이오차가 토양에서 공기의 흐름을 개선시키듯이 물의 투수

성을 개선 시키고(Asai, 2009), 뿌리의 침투성을 증가시킨 것(Chan et al., 2007)으로 바이오차 처리에 토양의 물리

성이 개량되었다고 판단된다. 엽수는 무처리구와 1% 처리구에서 평균 19장 3%, 5%에서 17장으로 나타났다

(Table 4). 무처리구에 비해 엽장과 엽폭은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다. 배추 잎의 질산이온 함

량은 바이오차 1% 처리구에서 3,833 mg kg-1으로 가장 높게, 3% 처리구에서 2,733 mg kg-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당도는 무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바이오차가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different amounts of applied biochar on weight and water content of greenhouse-grown Chinese 

cabbage.

Treatments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Water content (%)

Shoot Root Shoot Root Shoot Root

Control 86.2 ± 11.4 25.4 ± 10.9 10.1 ± 1.3 4.1 ± 1.6 88.2 ± 0.5 82.7 ± 5.0

Biochar 1% 84.1 ± 4.3 31.3 ± 4.8 10.9 ± 0.8 5.8 ± 0.1 87.0 ± 1.5 80.8 ± 4.0

Biochar 3% 64.2 ± 13.8 24.3 ± 8.3 8.9 ± 1.3 5.4 ± 3.2 85.9 ± 1.2 80.0 ± 10.8

Biochar 5% 70.9 ± 21.2 22.7 ± 1.0 10.4 ± 1.8 5.0 ± 0.8 84.7 ± 2.4 77.8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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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iochar 0%) Biochar 1%

Biochar 3% Biochar 5%

Fig. 1. Photographs of Chinese cabbage grown for 6 weeks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s.

Control (Biochar 0%) Biochar 1%

Biochar 3% Biochar 5%

Fig. 2. Photographs of Chinese cabbage grown for 7 weeks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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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bbage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s.

Treatments
Leaf NO3-N

(mg kg-1)

Sweetness degree

(Brix)Number (per plant) Length (cm) Width (cm)

Control 19.0 ± 1.0 22.6 ± 0.4 11.8 ± 0.6 3,100 ± 572 4.5 ± 1.1

Biochar 1% 19.0 ± 1.0 22.5 ± 0.7 11.3 ± 0.2 3,833 ± 1,360 3.5 ± 0.8

Biochar 3% 17.0 ± 1.0 21.0 ± 1.2 10.5 ± 1.5 2,733 ± 236 3.7 ± 0.5

Biochar 5% 17.0 ± 2.0 21.7 ± 1.7 9.7 ± 0.9 3,400 ± 787 3.7 ± 0.2

Table 5. Selected characteristics of soils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s after harvest. 

Treatments

Analysis
Control 

Biochar 

1% 3% 5%

pH (1 : 5) 6.5 ± 0.23 7.7 ± 0.11 8.1 ± 0.15 8.4 ± 0.28

EC (ds m-1) 0.8 ± 0.12 1.6 ± 0.16 1.8 ± 0.15 2.1 ± 0.10

무처리구에 비하여 바이오차 함량 1%, 3%, 5% 처리구의 토양에서 pH가 각각 7.7, 8.1, 8.4로 증가 하였다(Table 

5). 바이오차 함량의 증가에 따라 pH와 EC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트실험 결과 토양 내 바이오차 함량

에 따른 뚜렷한 배추의 생육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오차가 토양 투입량에 따라 pH와 EC가 상승하는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차를 토양에 처리하였을 때 pH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입증되었으며(Jeong, 2013; Jeong et al., 2013; Oh et al., 2014),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pH, EC의 상승은 주

로 회분에 함유된 알칼리성 물질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aison, 1979). 본 실험에서도 높은 온도를 통해 얻

어진 전정가지 바이오차를 처리하였을 때 토양의 pH가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로 사료된다. 

Conclusion 

전정가지를 소재로 한 바이오차의 영향을 배추생육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배추 상부의 생중량은 무처리구와 

바이오차 함량 1%, 3%, 5% 처리구에서 각각 86.2 g, 84.1 g, 64.2 g, 70.8 g으로 무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뿌리 생중량은 각각 25.4 g, 31.2 g, 24.2 g, 22.6 g으로 바이오차 1%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뿌리길이는 뿌

리 길이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5% 처리구의 증가율 3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배추 엽수는 무처리구와 

1% 처리구에서 19개, 3% 처리구와 5% 처리구에서 17개로 나타났다. 엽장과 옆폭은 무처리구에서 22.6 cm 와 11.8 

c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바이오차 처리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잎의 질산이온 함량은 바이

오차 1% 처리구에서 3,833 mg kg-1으로 가장 높게, 3% 처리구에서 2,733 mg kg-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당도는 

무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토양 내 바이오차의 함량과 배추 생육간의 관계는 뚜렷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바이오차가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리구에 비하여 바이오차 함량 1%, 3%, 5% 

처리구의 토양에서 바이오차 함량의 증가에 따라 pH는 6.5%에서 7.7%, 8.1%, 8.4%로 증가하였으며, EC또한 0.8 

ds m-1 에서 1.6 ds m-1, 1.8 ds m-1, 2.1 ds m-1로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바이오차가 높은 pH를 갖는 알

칼리물질이기 때문이다.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토양 pH의 상승은 배추의 최적 생육 조건인 pH 6.0 - 6.5의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어 결국 배추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사양토에서 

1% 내의 적절한 바이오차의 처리는 산성 토양의 토양개량재로 활용 가능하지만, 3% 이상의 처리는 배추의 최적 

생육 pH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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