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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의 환경문제와 화석 연료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탄
소의 격리방안,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바이오매스 폐기물의 재활용 등이 요구 되고 있으며, 기후변
화의 영향은 농업생산량과 자연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Lim and Park, 2017). 최근 이러한 환경복원적 관점에서 바이오차가 탄소 격리를 위한 효과
적인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차는 제한된 산소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700℃ 이하의 
온도로 열분해 하였을 때 생성되는 고형물이다(Lehmann and Joseph, 2009). 바이오차는 질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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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har is the carbon solid produced through the pyrolysis of a biomass from organic sources 
such as agricultural waste, animal manure, and sludge under limited or anaerobic conditions. 
Biochar has the eff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through the carbon sequestration method; 
additionally, biochar is known to function as a soil amendmen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plication of biochar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bbag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Daejeon, Korea. The Chinese cabbage was grown for 50 days 
in a glasshouse in pots. A pruning branch was used to produce the bead and pellet forms of 
biochar through pyrolysis. The biochar was added to the soil at 0, 2, and 5% by weight. The 
Chinese cabbage with the 2% treatment of the bead form of biochar had the highest fresh 
weight (149.43 ± 15.92 g plant-1) which was increased by 10% compared to the control (136.91 
± 31.46 g plant-1). Moreover, for the 5% treatment of the bead form of biochar (60.91 ± 9.82 
g plant-1), the growth decreased by 57% compared to the control. As the content of the bead 
form of biochar increased, the shoot dry weight, leaf number, leaf length and lead width that 
appeared decreased. An increase in the total organic matter, Avail. P2O5, Ex. cation and EC was 
observed when the biochar content was increased. Our results support the application of 2% 
biochar in the bead form for increased growth of Chinese cabbage.

biochar, Chinese cabbage, soi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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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칼리 등 비료학적 성분이 풍부한 농업 부산물 및 다양한 유기자원을 이용한 제조가 가능하며(Kang et al., 2014), 사용 
목적에 따라 원료와 생산과정을 다르게 하여 원하는 특성의 바이오차를 생산 할 수 있다(Lehmann and Joseph, 2009). 
바이오차의 가장 큰 장점은 탄소격리기술을 가지고 있어 화석연료의 연소 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
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포집 · 회수하여 격리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보고도 뒤따르고 있다(Werner et al., 2007). 또한, 이러한 바이오차는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 측면에서 장점과 여러 연구를 통해 토양의 생산성 향상(Lehmann and Rondon, 2006; Oh et al., 2012; 
Han et al., 2014), 및 오염물질 흡착 등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 외에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 및 영양물질
을 토양에 공급 및 유지시키므로 토양개량제로서도 효과가 있으며(Novak et al., 2009), 대부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토
양 pH를 높여주어 산성 토양 개량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이오차는 작물 생육과 생산성이 증진 된다
는 보고가 있고 농업적 활용성이 점차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차는 넓은 표면적, 다공성 구조, 표면작용기 등을 가지는데 
이는 중금속이나 유기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제로서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Cao et al., 2009). 

배추는 김치의 주요 재료로 연중 소비되어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이 중요한 노지재배 채소이며(Lee et al., 2017), 우리나
라 전체 채소 생산량 대비 25% 내외를 차지한다(Ku et al., 2006; Lee et al., 2014; Chung et al., 2016). 배추 시설재배 시 
바이오차 시용이 무시용 대비 토양의 화학성 변화와 물리성 개선 효과가 있다(Jang et al., 2017)는 연구가 있지만, 현재 
바이오차를 이용한 작물재배 및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
이오차의 실용화에 적합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의 형태와 함량에 따른 배추의 생
육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토양의 화학적 특성 조사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 토양 및 재료
공시토양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토양은 풍건 후 2 mm (sieve)체

를 이용하여 체거름 후 사용하였다. 공시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바이오차는 전정가지를 400℃에
서 2시간 동안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생산 후 bead, pellet 형태로 제작하였다. Bead형 바이오차는 열분해 된 전정가지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used for this experiment.

Sample pH
(1 : 5)

EC
(dS m-1)

Element content
C/N ratio OM

(%)
Av. P2O5
(mg kg-1)

Ex. cations
(%) (cmolc kg-1)

C N K+ Ca2+ Mg2+

Soil 8.0 0.53 0.8 0.2 4.0 1.5 192.1 0.97 12.86 1.27
EC, electrical conductivity;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OM, organic matter; Av. P2O5, available phosphate;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s.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biochar used for this experiment.

Sample pH
(1 : 5)

EC
(dS m-1)

Element content
C/N ratio OM

(%)
Av. P2O5
(mg kg-1)

Ex. cations 
(%) (cmolc kg-1)

C N K+ Ca2+ Mg2+

Bead biochar 6.1 98.98 15.5 2.8 5.5 5.5 516.2 4.61 100.5 4.48
Pellet biochar 3.7 16.73 24.1 0.5 42.8 41.5 448.3 2.62 100.1 4.55
EC, electrical conductivity;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OM, organic matter; Av. P2O5, available phosphate;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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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를 sodium alginate 용액과 혼합한 뒤 calcium nitrate 용액에 1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bead 형태로 응
집시켰다. 응집된 bead 형태의 바이오차 40%에 석고 15%, 피트모스 45%를 각각 혼합하여 bead형 바이오차를 제조하
였다. Pellet형 바이오차는 열분해 된 전정가지 바이오차 40%와 석고 15%, 피트모스 45%를 혼합하여 pellet 성형기에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바이오차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재배실험 
본 연구는 2017년 4월 14일부터 6월 2일 까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유리온실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작물은 

배추(Brassica chinensis)를 사용하였으며, 바이오차 처리조건은 각 처리구에 0%를 대조구로 하여 bead형과 pellet형 
바이오차를 각각 2%, 5%씩 혼합하였다. 각 처리구 당 5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영농재배기술 재
배방법에 따라 재배하였다. 배추 정식 후 매 1일에 1번씩 관수 처리 하였다. 시비량은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NAAS, 2010)
에 근거하여 질소-인산-가리(N-P2O5-K2O)를 22.6-10.6-11.9 kg 10 a-1로 시비하였다.

수확 후 생육 및 품질 조사 방법
배추는 총 50일 동안 재배하여 생육 및 품질을 조사하였다.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연구조사분석기준(NAAS, 

2012)에 의거하여, 각각의 바이오차 처리에 따라 배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배추의 생육조사는 엽수, 엽장, 
엽폭, 생중량, 건중량 등을 측정하였다. 이때 생중량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확 후 바로 측정하였으며, 건중량은 
70℃의 Dry oven에서 48시간 동안 건조 후 측정하였다. 엽수는 길이가 1 cm 이상인 잎의 총 개수를 측정하였으며, 엽장
과 엽폭은 개체 내 상위 4개의 잎을 사용해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배추의 엽록소 함량은 오전 10 - 12시에 MINOLTA 
Chlorophyll meter (SPAD-501, Japan)를 이용해 중위엽을 대상으로 3반복 측정하였다. 배추의 품질을 조사하기 위하
여, 배추 잎의 즙을 낸 후 질산(NO3

-)이온과 당도(Brix)를 조사하였다. 질산이온 함량과 당도는 각각 NO3
- meter (B-743, 

HORIBA Ltd, Kyoto, Japan)와 디지털 당도계(HI 96801, Hanna Instruments Inc., Woon- socket, RI, USA)로 측정하
였다. SPSS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유의
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분석을 통해 각 처리구 간의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토양 및 바이오차 분석
토양 및 바이오차의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은 시험 전, 후에 채취하여 풍건 후 2 mm 

체를 이용해 체거름하여 분석하였다.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 1 : 5 방법으로 pH meter와 EC meter (ORION 
versastar pro, Thermo,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유기물함량은 Elemental analyzer (Flash EA 1112sesries, 
Thermo, USA)로 측정하였으며, 유효인산은 UV-VIS Spectrophotometer (Evoltion 300, Thermo, USA)로 Lancaster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환성 양이온(K+, Mg2+, Ca2+)은 pH 7.0으로 교정한 1N-ammonium acetate용액으로 침출 
후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계(ICP-OES, GBC scientific GBC Scientific Equipment Pty Ltd., Australia)를 이용해 측
정하였다. Bead형과 pellet형 바이오차는 토양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생육 특성 및 품질 조사
배추의 지상부 생중량은 bead형 바이오차 2% 처리구에서 149.43 ± 15.92 g plant-1로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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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1 ± 31.46 g plant-1)와 비교해서 10% 정도 증가하였다. Bead형 바이오차 5% 처리구(60.9 ± 9.82 g plant-1)에서
는 생육이 대조구에 비해 57% 정도 감소하였으며, bead형 바이오차 처리구는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지상부 생중량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반면 pellet형 바이오차 처리구는 대조구와 차이가 미비하였다. 지하부 건중량을 제외한 
모든 조사항목(지상부 생중량 및 건중량, 엽장, 엽수, 엽폭)에서 bead형 바이오차 2% 처리구가 가장 좋은 생육을 보였으
며, bead형 바이오차 5% 처리구에서 가장 저조한 생육을 보였다. Pellet형 바이오차 처리구도 마찬가지로 대조구와 차
이가 미비하였지만, 모든 조사항목에서 대조구보다 좋은 생육을 보였다. 엽록소 함량은 bead형 바이오차 2% 처리구에
서 40.52 ± 2.94 SPAD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pellet형 바이오차 5% 처리구에서 29.78 ± 4.31 SPAD로 최저치를 보였다
(Table 4). 질산 이온 함량 또한 엽록소 함량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bead형과 pellet형 바이오차의 처리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당도는 pellet형 바이오차 2% 처리구가 3.82 ± 0.39 Brix로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bead형 바
이오차 2% 처리구가 3.23 ± 0.26 Brix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비교적 모든 처리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bead
형 바이오차 처리가 엽록소 함량과 질산 이온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후 토양 분석
토양의 pH 분석결과 대조구에서 pH 7.26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바이오차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pH 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Table 5). 바이오차는 토양에 투입 시 토양의 pH 및 CE가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으나(Jung, 
2014; Oh et al., 2017), 실험결과 제작된 바이오차의 낮은 pH로 인하여 토양 pH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EC 
분석결과 대조구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차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EC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기물 함량 분석 결과 pellet 5% 처리구에서 2.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바이오차 처리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기
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물이 낮은 토양은 토양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원 공급의 부족이 일

Table3. Growth characteristic of Chinese cabbage on biochar treatments by different form and concentration.

Treatments
Shoot (g plant-1) Root (g plant-1) Leaf

Fresh Dry Fresh Dry Number Length Width 
weight weight weight weight (per plant) (cm) (cm)

Control 136.91 ± 31.46a 9.99 ± 3.15b 2.67 ± 0.87bc 0.24 ± 0.11b 28.21 ± 3.49ab 26.04 ± 3.15b 11.97 ± 1.93a
Bead biochar 2% 149.43 ± 15.92a 15.74 ± 1.42a 2.11 ± 0.19cd 0.33 ± 0.04a 30.33 ± 1.75a 29.52 ± 0.26a 13.79 ± 0.42a
Bead biochar 5% 60.91 ± 9.82b 6.15 ± 1.36c 1.21 ± 0.31d 0.16 ± 0.03c 25.52 ± 1.66b 19.90 ± 0.83c 8.91 ± 0.68b
Pellet biochar 2% 139.64 ± 8.14a 10.14 ± 0.89b 3.74 ± 0.43a 0.36 ± 0.08a 30.00 ± 2.28a 27.66 ± 2.23b 12.37 ± 0.79a
Pellet biochar 5% 138.44 ± 8.76a 9.96 ± 1.02b 3.41 ± 0.69ab 0.31 ± 0.08a 29.00 ± 1.41ab 27.19 ± 1.18ab 12.11 ± 0.84a
Values represent by means ± SD. 
a - 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ost Hoc Tests by Duncan in SPSS version 24.0.

Table 4. The chlorophyll, nitrate, sweetness degree contents in Chinese cabbage on biochar treatments by 
different form and concentration.

Analysis Treatments
Control Bead 2% Bead 5% Pellet 2% Pellet 5%

Chlorophyll (SPAD) 31.59 ± 2.94bc 40.52 ± 2.94a 36.68 ± 2.58ab 31.25 ± 2.24b 29.78 ± 4.31b
Nitrate (mg kg-1) 3680 ± 1355b 7650 ± 1071a 7366 ± 939a 4100 ± 779b 3920 ± 624b
Sweetness degree (Brix) 3.42 ± 1.04a 3.23 ± 0.26a 3.28 ± 0.31a 3.82 ± 0.39a 3.61 ± 0.36a
Values represent by means ± SD. 
a - c: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ost Hoc Tests by Duncan in SPSS versio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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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수 있고 보비력, 완충능이 낮기 때문에 바이오차 시용에 따라 일정 유기물을 유지 또는 증가시켜 작물 생산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인산 분석결과 bead형 바이오차 5% 처리구에서 232.8 mg kg-1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고 EC와 유기물 함량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바이오차 처리구의 유효인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바이오차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산의 흡착량이 일반 토양 유기물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Woo, 2013). 치환성 양이온 분석결과 모든 치환성 양이온(K+, Mg2+, Ca2+)이 대조구에서 가장 낮은 수치
를 보였다. K+는 bead형 바이오차 5% 처리구, Mg2+와 Ca2+는 pellet형 바이오차 5%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낸 것처럼 치환성 양이온 역시 대조구에 비해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치환성 양이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바이오차의 높은 치환성 양이온 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harvesting Chinese cabbage.

Treatment pH
(1 : 5)

EC
(dS m-1)

Element content
C/N
ratio

OM
(%)

Av. P2O5
(mg kg-1)

Ex. cations 
(%) (cmolc kg-1)

C N K+ Ca2+ Mg2+

Control 7.26 ± 0.02 0.50 ± 0.010.50 ± 0.04 0.05 ± 0.00 10 0.80 ± 0.07 177.5 ± 3.8 0.13 ± 0.01 9.9 ± 0.31 0.95 ± 0.03
Bead biochar 2% 6.96 ± 0.58 3.32 ± 1.000.60 ± 0.02 0.06 ± 0.01 10 1.04 ± 0.03 202.5 ± 7.0 0.15 ± 0.0114.7 ± 0.48 0.97 ± 0.02
Bead biochar 5% 6.78 ± 0.69 5.58 ± 1.470.84 ± 0.09 0.09 ± 0.02 9.3 1.45 ± 0.16 232.8 ± 1.7 0.36 ± 0.0221.1 ± 0.43 0.97 ± 0.04
Pellet biochar 2% 6.96 ± 0.43 2.19 ± 0.411.11 ± 0.16 0.06 ± 0.01 18.5 1.91 ± 0.27 190.2 ± 2.0 0.15 ± 0.0122.6 ± 2.61 1.13 ± 0.16
Pellet biochar 5% 6.72 ± 0.24 3.18 ± 0.432.42 ± 0.43 0.09 ± 0.00 26.8 2.58 ± 0.74 216.7 ± 14.2 0.14 ± 0.0323.7 ± 1.30 1.34 ± 0.13
EC, electrical conductivity;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OM, organic matter; Av. P2O5, available phosphate;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s

Fig. 1. Photographs of Chinese cabbage grown for 50 days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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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시험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내 유리온실에서 바이오차의 형태 및 함량별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배추의 생

육 및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시험으로 17년 04월 14일부터 17년 06월 02일까지 50일간 실시하
였다. 배추의 생육조사 결과 지상부 생중량 및 건중량, 엽장, 엽수, 엽폭에서 bead형 바이오차 2% 처리구가 최대치를 나
타내었으며, bead형 바이오차 5% 처리구에서는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지하부 건중량은 pellet형 바이오차 2% 처리구
에서 최대치를 보였으나, pellet형 바이오차 함량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엽록소 함량과 질산이온 함량 은 bead형 바
이오차 2% 처리구에서 최대치를 보였다. 위 결과로 보아 배추 생육은 bead형 바이오차 2% 처리구에서 가장 좋은 생육
을 나타내었다. 배추 수확 후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했을 때 pH 값을 제외한 EC,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Mg2+, Ca2+) 항목에서 바이오차 처리구 값이 대조구 값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바이오차가 토양
개량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EC나 치환성 양이온 Ca2+ 값이 과도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향
후 바이오차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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