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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fine dust causes asthma and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hen inhaled. 
Ammonia (NH3) plays a big role in ultrafine dust formation in the atmosphere by reacting with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emitted from various sources. The agricultural 
sector is the single largest contributor of NH3, with the vast majority of emissions ensuing 
from fertilizers and livestock sector. Interest in using biochar to attenuate these NH3 emissions 
has grown.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tudy the effects of using rice hull biochar 
pyrolyzed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of 250℃ (BP 4.6, biochar pH 4.6), 350℃ (BP 6.8), 
and 450℃ (BP 10.3) on the emission of ammonia from soil fertilized with urea. The emissions 
of NH3 initially increased as the experiment progressed but decreased after peaking at the 
84th hour. The amount of emitted NH3 was lower in soil with biochar amendments than in 
that without biochar. Emissions amongst biochar-amended soils were lowest for the BP 6.8 
treatment, followed in an ascending order by BP 10.3 and BP 4.6. Since BP 6.8 biochar with 
neutral pH resulted in the lowest amount of NH3 emitted, it can be concluded that biochar’s 
pH has an effect on the emissions of NH3.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indicate that 
biochar can abate NH3 emissions and that a neutral pH biochar is more effective at reducing 
gaseous emissions than either alkaline or acidic bio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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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μm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이며, 그 중 입자의 크기가 2.5 μm 
이하인 초미세먼지(PM 2.5, particulate matter 2.5)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천식, 호흡기, 심혈관
계의 질병을 유발시킨다(ME, 2016). Air Visual (2018)에 따르면 한국의 PM 2.5의 농도는 1 m3 
당 24 μg로 조사된 73개 국가 중 27위이며, OECD 국가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PM 2.5는 1차적으로 공장의 굴뚝 등에서 고체 물질로 발생되며, 2차적으로는 대기 중 
NH3가 각종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NOx와 SOx에 반응하여 생성된다(Shin, 2007; Hong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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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이 되는 NH3의 국내 배출량 중 78%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며, 이는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입한 무기질 비료와 유기물의 질소 성분이 토양 내에서 가수분해되어 NH4

+가 OH-와 반응하여 NH3

를 발생시킨다(Lim et al., 2012; Hong et al., 2019b). 특히, 토양에서의 NH3 배출은 pH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토양의 pH가 7.0 이하일 때에는 NH4

+ 형태로 토양 내에 존재하지만, pH가 7.0이상이 되면 토양 내 
NH4

+가 OH-와 반응하여 NH3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Hillel and Hatfield, 2005).
바이오차(biochar)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탄소함량이 높은 고형물질이며, 
제조 시 농업부산물을 바이오매스로 이용함으로써 농업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들을 재활용 할 수 있다(Oh et al., 
2017).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열분해 온도 및 시간 등에 따라 pH가 달라지는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
에 투입 시 pH를 조절해 주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바이오차 표면의 미세공극은 NH3를 흡착하는 효과를 가진다
(Kim et al., 2014; Sanchita et al., 2015). 따라서, 바이오차는 농경지 토양의 pH를 조절하고, 물리적 특징인 미세공극
을 통해 농업부문 NH3 배출량 저감에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토양 개량제로 이용 시 미세공극으로 인해 토양의 보수
력과 보비력이 증가되어 작물의 생산성이 높일 수 있다(Woo, 2013). 하지만, 토양 내 과량의 바이오차 시용은 토양
의 pH 및 EC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비 시 적정량의 시용이 필요하다(Lee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의 특성을 갖는 바이오차를 각각 토양에 시용 시 NH3 배출량 저감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 토양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 토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소재의 충남대학교 부속 농장(36°22'02.1"N 127°
21'12.1"E)의 밭에서 채취하여 2주간 풍건 후 2 mm로 체거름하여 사용하였다. 토양은 pH,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유효인산, 총 탄소 및 총 질소, 치환성양이온(K+, Ca2+, Mg2+)을 분석하였다. pH와 EC는 토양과 증
류수의 비율을 1 : 5 (w/w)로 하여 30분간 진탕 후 pH와 EC meter (ORIONTM Versa Star ProTM,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 탄소와 총 질소는 Elemental analyzer (Flash 1112 series EA,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UV/Vis 
Spectrophotometer (Genesys 50,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의 파장 720 nm에서  분석하였으
며, 치환성 양이온은 1 N-ammonium acetate (pH 7.0) 용액으로 침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ICAP 7000series 
ICP spectrometer, Thermo, Waltham, Massachusetts, USA)로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각각 7.2와 0.25 dS·m-1였
으며, 총 탄소와 총 질소함량은 각각 1.07%와 0.03% 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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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Texture
pH EC Av. P2O5 T-C T-N C/N 

ratio
Ex. cation (cmolc〮kg-1)

(1 : 5) (dS〮m-1) (mg〮kg-1) (%) K Ca Mg
Soil Sandy clay loam 7.2 ± 0.01 0.25 ± 0.01 219.4 ± 3.55 0.65 ± 0.00 0.03 ± 0.01 19.5 0.27 ± 0.01 2.77 ± 0.20 1.35 ± 0.14
EC, electrical conductivity; Av. P2O5, available phosphorus; T-C, total carbon; T-N, total nitrogen;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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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특성 분석

바이오차는 2020년 1월 경기도 화성의 상화정미소에서 구매한 왕겨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왕겨를 상온에
서 건조 후 산소가 제한된 조건으로 각각 250, 350, 450℃에서 1시간 동안 회화로(1100 Box Furnace, LindBerg/Blue 
M,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해 열분해하여 각각 산성(pH 4.6), 중성(pH 6.8), 알
칼리성(pH 10.3)으로 바이오차를 제조하였으며,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바이오차의 표면은 주사전사현
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ilips, Amsterdam, Nederland)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비표면적, pH, 
EC, 총 인산, 총 탄소 및 총 질소, 양이온을 분석하였다. 바이오차의 비표면적은 ‘Determination of Iodine Number 
of Activated Carbon�법을 따랐으며 sodium thiosulfate를 이용해 비색 정량 후 계산하였다(Cafer, 2012). pH와 EC
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 : 10 (w/w)로 하여 30분간 진탕 후 pH와 EC meter (ORIONTM Versa Star ProTM,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 탄소와 질소함량은 Elemental analyzer (Flash 
1112series EA,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로 분석하였다. 총 인산과 양이온(K2O, CaO, 
MgO)은 Nitric acid와 Ternary용액을 이용한 분해 후 분해액을 총 인산은 Vanadate 법으로 UV/Vis Spectrophotometer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의 파장 470 nm 에서 분석하였으며,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
(ICAP 7000series ICP spectrometer,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로 측정하였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rice hull and rice hull biochars used in the experiment.

Feedstock
PT SA 

(iodine number) pH EC T-P T-C T-N C/N 
ratio

K2O CaO MgO

(℃) (mg〮g-1) (1 : 5) (dS〮m-1) (%) (%)
Rice hull - 3.4 6.97 ± 0.02 9.3 ± 0.8 0.2 ± 0.0 37.5 ± 0.0 0.6 ± 0.0 60 0.57 ± 0.02 0.21 ± 0.02 0.04 ± 0.01

250 13.9 4.6 ± 0.04 11.7 ± 1.6 0.2 ± 0.0 41.9 ± 0.0 0.4 ± 0.0 100 0.69 ± 0.07 0.20 ± 0.04 0.06 ± 0.01
350 52.2 6.8 ± 0.06 1.6 ± 0.1 0.2 ± 0.0 48.4 ± 0.9 0.4 ± 0.0 135 1.14 ± 0.06 0.39 ± 0.11 0.18 ± 0.01
450 71.6 10.3 ± 0.02 7.4 ± 0.1 0.4 ± 0.1 49.9 ± 0.0 0.3 ± 0.0 145 1.13 ± 0.13 0.24 ± 0.03 0.09 ± 0.01

PT, pyrolysis temperature; SA, surface area; EC, electrical conductivity; T-P, total phosphorus; T-C, total carbon; T-N, total nitrogen;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NH3 포집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NH3 포집 장치의 모식도는 Fig. 1과 같다. 장치의 주요 구성요소는 air pump, air flow meter, 
column, trapping bottle이며, column은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Column의 내부 크기는 90 cm (Ø) × 50 cm (H)로, 유효 
용적은 약 3.2 L이다. Column 외부에 air pump를 설치하였으며, 유속은 2.0 L·min -1으로 공기를 column에 공급하여 
column 내부의 NH3를 trapping bottle의 0.05 N H2SO4 용액에 포집하였다.

NH3 배출량 평가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NH3 배출량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H별로 제조된 왕겨 바이오차를 수분함량을 20%
로 조절한 토양에 중량 대비 3% (w/w)로 혼합하여 column의 20 cm높이까지 투입하였다. 무기질 비료로 요소비료
를 320 kg·ha-1로 시용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구(control)로 바이오차와 요소비료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무기질비료 
처리구(N)는 바이오차 처리 없이 요소비료만 처리하였다. 바이오차 처리구는 각각의 pH별(pH 4.6, 6.8, 10.3) 바이
오차에 요소비료를 시용하였으며(BP 4.6, biochar pH 4.6 + N; BP 6.8, biochar pH 6.8 + N; BP 10.3, biochar pH 10.3 + N), 
각 처리구당 3반복 실시하였다. NH3 포집은 약 3주간 실시하였으며, 초기 150시간까지 12시간 간격, 이후 종료시
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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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NH3는 Indophenol blue 비색법(Searle, 1984)으로 UV/Vis Spectrophotometer (Genesys 50,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640 nm의 파장에서 측정된 값을 식(1)에 대입하여 발생
량을 계산하였다.

J = Q/AL × [C × {ρ × (273/273+T) }]            (1)

이때, J, NH3-N flux (μg·m-2·min-1); Q, 시료채취 기간 동안 유량(m3·min-1);
AL, column 내 head space의 면적(m2); C, column 내 NH3-N 농도(μg·m-3);
ρ, NH3의 밀도(0.769 kg·m-3); T, column 내 온도이다.

Results and Discussion

열분해 온도에 따른 바이오차의 특성

열분해 온도에 따른 왕겨 바이오차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왕겨 바이오차의 pH는 열분해 온도 250, 350, 450℃
에서 각각 4.6, 6.8, 10.3으로 열분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C는 열분해 온도 250℃
에서 11.7 dS·m-1, 350℃는 1.6 dS·m-1, 450℃는 7.4 dS·m-1로 350℃ 열분해 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450℃에서 증가되
었다. 총 탄소 함량은 열분해 온도 250, 350, 450℃에서 각각 41.9, 48.4, 49.9%로 열분해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분해 온도 450℃에서 가장 높은 총 탄소함량을 보였다. 총 질소는 열분해 온도 250, 350, 450℃
에서 각각 0.4, 0.4, 0.3%로 열분해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분해 온도는 바이오차의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필수적인 열역학적인 변수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온도 증가에 따라 제조되는 
바이오차의 pH와 총 탄소함량은 증가하고 총질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Woo, 2013). 열분해에 의한 왕겨 원물과 바이오차의 표면 구조 변화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250℃에서 열
분해한 왕겨 바이오차는 돌기 부위가 거칠어졌으며, 비교적 높은 온도인 350℃와 450℃로 열분해한 왕겨 바이오
차는 돌기부위의 거친 부분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Fig. 1. NH3 trapping device apparatus. A, air pump; B, air flow meter; C, column; D, trapping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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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s of surface of the rice-hull biochar. (A) Rice hull treated 
with Furnace at 250℃, (B) rice hull treated with Furnace at 350℃, (C) rice-hull treated with Furnace at 450℃.

실험 후 토양 이화학적 특성 분석

실험 후 토양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pH는 시험 전 토양(pH 7.2)의 비해 무처리구와 N처리구
에서는 각각 pH 7.1, 7.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왕겨 바이오차 처리구 BP 4.6, BP 6.8, BP 10.3처리구에서 
각각 pH 7.1, 7.4, 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차는 토양에 투입 시 토양의 EC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Jung, 2014). 이는 바이오차의 높은 EC 함량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모든 바이오차 처리구에서의 
실험 후 토양 EC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적 낮은 EC를 보인 350℃에서 열분해한 바이오차를 시용한 BP 
6.8처리구의 EC는 0.49 dS·m-1 로 BP 4.6처리구(0.60 dS·m-1)와 BP 10.3처리구(0.58 dS·m-1)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
다. 토양 내 총 탄소함량은 왕겨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BP 4.6, BP 6.8, BP 10.3처리구에서 각각 2.01, 2.56, 2.45%로 바
이오차의 높은 탄소함량으로 인하여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oils in different biochar treatments after experiment.

Treatments
pH EC Av. P2O5 T-C T-N

C/N ratio
Ex. cation (cmolc〮kg-1)

(1 : 5) (dS〮m-1) (mg〮kg-1) (%) K Ca Mg
Control 7.1 ± 0.0 0.33 ± 0.02 267.1 ± 24.2 0.07 ± 0.94 0.05 ± 0.00 13.2 0.83 ± 0.01 2.27 ± 0.14 1.34 ± 0.08
N 7.0 ± 0.0 0.59 ± 0.07 286.2 ± 5.1 0.58 ± 0.06 0.05 ± 0.01 11.3 0.83 ± 0.01 2.23 ± 0.07 1.42 ± 0.08
BP 4.6 7.1 ± 0.0 0.60 ± 0.03 329.7 ± 12.3 2.01 ± 0.25 0.21 ± 0.05 9.2 0.35 ± 0.02 2.23 ± 0.07 1.25 ± 0.07
BP 6.8 7.4 ± 0.0 0.49 ± 0.03 335.1 ± 8.0 2.56 ± 0.36 0.14 ± 0.03 17.7 0.45 ± 0.03 2.36 ± 0.09 1.24 ± 0.08
BP 10.3 7.4 ± 0.1 0.58 ± 0.05 371.8 ± 20.6 2.45 ± 0.17 0.13 ± 0.01 18.8 0.51 ± 0.08 2.34 ± 0.09 1.11 ± 0.14
BP 4.6, biochar pH 4.6 + N; BP 6.8, biochar pH 6.8 + N; BP 10.3, biochar 10.3 + N; EC, electrical conductivity; Av. P2O5, 
available phosphorus; T-C, total carbon; T-N, total nitrogen;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

NH3 배출량 평가

시험 시작 후 무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NH3 배출이 시작되었으며, 3일차에 모든 처리구에서 가장 높
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때, 배출량은 N처리구 0.38 kg·ha-1, BP 4.6처리구 0.32 kg·ha-1, BP 6.8처리구 0.27 kg·ha-1, BP 
10.3처리구 0.24 kg·ha-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처리구에서 10일 이후 NH3 배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시험 종
료시점인 21일차에 무처리구와 비슷한 안정화된 배출량을 보였다(Fig. 3). 시험 기간 동안의 NH3 총 배출량은 N처
리구에서 5.52 kg·ha-1 로 가장 높은 NH3 배출량을 보였다. 바이오차 처리구는 BP 4.6처리구에서 3.40 kg·ha-1, BP 6.8
처리구는 2.02 kg·ha-1, BP 10.3처리구는 3.15 kg·ha-1 로 모든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NH3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BP 6.8
처리구가 N처리구 대비 약 63.4% 감소로 가장 낮은 배출량을 나타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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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NH3 emission by different rice hull biochar application. BP 4.6, biochar pH 4.6 + N; BP 6.8, 
biochar pH 6.8 + N; BP 10.3, biochar 10.3 + N.

Fig. 4. NH3 total emission by different rice hull biochar application. BP 4.6, biochar pH 4.6 + N; BP 6.8, biochar 
pH 6.8 + N; BP 10.3, biochar 10.3 + N.

Sanchita et al. (2015)에 의하면 바이오차는 표면의 미세공극에 의한 NH3 흡착, 음이온에 의한 NH4
+ 흡착, 양이온

에 의한 NO3
- 흡착 효과 등으로 인해 NH3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NH3는 토양의 pH와도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토양 pH 7.0 이하에서 NH4
+ 형태로 존재하여, 토양의 pH 7.0 이상이면 급격하게 NH4

+가 NH3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왕겨 바이오차의 비표면적은 열분해 온도에 250, 350, 450℃에 따라 각각 13.9, 52.2, 71.6 

mg·g-1, pH는 각각 pH 4.6, 6.8, 10.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NH3 배출량은 BP 6.8처리구에서 가장 적었으며 BP 10.3처리구, BP 4.6처리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
차의 열분해 온도에 따라 증가되는 비표면적으로 인해 BP 4.6과 BP 6.8은 NH3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PB 
10.3은 바이오차의 높은 pH (10.3)로 인해 BP 6.8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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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의 NH3 흡착과 토양 내 pH 조절을 통하여 토양 내 NH3 배출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왕겨 바이오차는 열분해 온도에 따라 산성(pH 4.6), 중성(pH 6.8), 알칼
리성(pH 10.3)으로 제조하여 토양에 3% (w/w)처리하였으며, 질소원으로 요소 비료를 320 kg·ha-1 를 처리하였다. 왕
겨 바이오차의 열분해 온도에 따라 비표면적과 pH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왕겨 바이오차 처리구(BP 
4.6, BP 6.8, BP 10.3)가 요소 비료처리구(N)에 비해 NH3 저감효과를 보였다. 특히, 350℃에서 열분해한 왕겨 바이오
차를 처리한 처리구(BP 6.8)가 N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은 63.4% 저감 효과를 보였다. 바이오차의 열분해 온도에 따
라 증가되는 비표면적으로 인해 BP 4.6과 BP 6.8은 NH3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PB 10.3처리구는 바이오차의 
비표면적은 높지만 토양의 pH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인해 BP 6.8에 비해 높은 NH3 배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PM 2.5)의 전구물질인 NH3 배출량을 저감을 위해서 왕겨 바이오차의 시용은 효과적이며, 
그중 pH가 중성에 가까운 왕겨 바이오차가 NH3 저감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425302202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Autors Information
Seong-Yong Par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Ha-Yeon Choi,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Yun-Gu Ka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Seong-Jin Park, https://orcid.org/0000-0001-5102-3657        
Deogratius Luyim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Jae-Han Lee, https://orcid.org/0000-0001-5761-2006        
Taek-Keun Oh, https://orcid.org/0000-0003-0215-0427   

Reference

Air visual. 2018. World air quality report 2018. IQ Air, Goldach, Switzerland.
Cafer S. 2012. BET, TG–DTG, FT-IR, SEM, iodine number analysis and preparation of activated carbon from acorn shell 

by chemical activation with ZnCl2. Journal of Analytical and Applied Pyrolysis 95:21-24.
Hillel D, Hatfield JL. 2005. Encyclopedia of soils in the environment (Vol. 3). pp. 56-64. Elsevier, NY, USA.
Hong SC, Jang ES, Yu SY, Lee GH, Kim KS, Song SN. 2019a. Comparison of the effect of peat moss and zeolite on 

ammonia volatilization as a sour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 2.5) from upland soil.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Agriculture 46:907-914. [in Korean]

Hong SC, Jang ES, Yu SY, Lee GH, Kim KS, Song SN. 2019b. Ammonia emission inventory in agriculture. Climate 
Change & Agroecology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Korea. [in Korean]

Jung SH. 2014. Effects of biochar derived from agricultural and forest residue on carbon sequestration and soil quality. 
Master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 Chuncheon, Korea. [in Korean]



Evaluation of ammonia (NH3) emissions from soil amended with rice hull biochar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1056

Kim DY, Cho KR, Won TJ, Bak IT, Yoo GY. 2014. Changes in crop yield and CH4 emission from rice paddy soil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32:327-334. [in Korean]

Lee JH, Seong CJ, Kang SS, Lee HC, Kim SH, Lim JS, Kim JH, Yoo JH, Park JH, Oh TK. 2018.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biochar on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hinensi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5:197-203. 
[in Korean]

Lim JE, Lee SS, Jeong SH, Choi YB, Kim SW, Lee YB, Ok YS. 2012. Evaluation of C and N mineralization in soil 
incoBPorated with green manure.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24:8-16. [in Korean]

M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Fine dust, what is it? ME, Sejong, Korea. [in Korean]
Oh TK, Lee JH, Kim SH, Lee CH. 2017. Effect of biochar application on growth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hinensi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4:359-365. [in Korean]
Sanchita M, Ramya T, Nanthi SB, Binoy S, Naser K, Ok YS, Ravi N. 2015. Biochar-induced concomitant decrease in 

ammonia volatilization and increase in nitrogen use efficiency by wheat. Chemosphere 142:120-127.
Searle PL. 1984. The Berthelot or indophenol reaction and its use in the analytical chemistry of nitrogen. A review. 

Analyst 109:549-565.
Shin DC. 2007. Health effects of ambient particulate matter.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0:175-182. [in 

Korean]
Woo SH. 2013. Biochar for soil carbon sequestration. Clean Technology 19:201-211.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