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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lect an optimum application rate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 as slow 

release fertilizer during tomato cultivation. The supplemented biochar pellet was made through pellet mill 

placed with a combination (4:6) of biochar and pig manure compost with spraying the N-P-K solution. The 

treatments consisted of control as the recommended application rates of fertilizers and pig manure compost, N 

40%, N 50% and N 70% of the supplemented biochar pellet application based on the recommended 

application rates of nitrogen. The highest nitrogen balance was 80.1% in the N 40%, while the highest carbon 

balance was 80.8% in the N 50% during tomato cultivation. Mehlich III extractable P2O5 contents in the N 

50% was highest among the supplemented biochar pellet treatments. The highest stem diameter and plant 

height were 10.7 mm and 169.3 cm in the N 70% at 90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fresh weight of fru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ntrol and N 50% treatment. Therefore, it might be considered that an 

optimum application rate was N 50% with considering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d growth responses to 

application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 during tomato cultivation.

Keywords: Biochar pellet, slow release fertilizer, optimum application rate, tomato cultivation

Responses of nitrogen balance to application of blended biochar pellets for tomato cultivation.

Treatments*
Input amounts of total 

nitrogen (g pot
-1

)

Residual amounts of total 

nitrogen (g pot
-1

)
Nitrogen balance

Control 6.2 7.0 ± 0.1 △ 12.9 ± 1.6

N 40% 5.3 4.2 ± 0.3 80.1 ± 5.7

N 50% 5.4 3.5 ± 0.3 63.5 ± 4.8

N 70% 5.8 8.6 ± 0.2 △ 47.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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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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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질소 (N), 인산 (P), 칼륨 (K)는 작물 생육에 있어 필수 영양소이며, 그중 질소는 결핍 시 백화현상으로 인해 엽색이 

노랗게 되고, 과잉 시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생육이 지연되기 때문에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Raymond, 2011). 이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농경지 및 작물에 맞는 투입량으로 질소를 시비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연작으로 인해 질소를 포함한 염이 축적되어 과량이 토양에 잔류하게 된다. 또한, 질소 비료와 퇴비를 시용하

게 되면 토양 내 유기태 질소가 NH4

+
, NO3

-
, (NO)x로 이어지는 질소순환 과정을 거쳐 온실가스인 N2O로 배출된다 

(Pérez et al., 2010).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소 비료인 요소는 토양에서 빠르게 가수 분해되어 NH3

가 생성되고, 이는 대기로 휘산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질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Raymond, 2011). 때문에 화학 비

료를 대체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거나 가축분 퇴비를 시용하여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완효성비료나 바이오매스 전환 산물을 이용한 토양 개량제를 이용하여 질소 이용 효율이 증가될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살아있는 동·식·미생물의 유기물 또는 그로 인한 부산물로 (Woo, 2013), 농경지에 유기물과 양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개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종류로는 농업 부산물, 나무,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들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농업으로 인한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해마다 약 5,000만 톤 이상

으로 추정 된다 (MIFAFF, 2010). 그 중 왕겨는 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농업 폐기물

로 처리되고 있기에 실질적인 이용량은 적은 편이다 (Park et al., 2005). 그러나 최근 이러한 왕겨를 바이오차로 제조

하여 토양 개량제 및 온실가스 저감에 사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Mohan et al., 2014; Lee et al., 2018).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생성되는 탄소 함량이 높은 물질로 (Woo, 

2013), 넓은 표면적과 다공성 구조 등의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안정화된 방향족 화합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구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이다 (Lehmann et al., 2006; 

Seredych and Bandosz, 2007). 이러한 바이오차를 토양에 시용하게 되면 바이오차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퇴비의 부

숙을 촉진시키고 (Beesley and Marmiroli, 2011), 바이오차가 토양과 섞여 토양 내 물 보수성을 높여 뿌리의 수분흡수

를 도와주며 (Chan et al., 2007; Asai et al., 2009), 미생물이 자생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담체 역할을 하여 미생물 활성

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Laird et al., 2010). 또한 바이오차는 미생물에 의한 바이오매스 분해 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토양에 탄소를 저장시킴으로 탄소격리의 역할도 하며 (Woo, 2013), 토양 유기물이

나 퇴비보다 원료물질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을 더 잘 흡착하여 (Major, 2009) 중금속이나 유기 오염물질 등을 제거

하는 흡착제 기능을 가지므로 토양 개량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Tan et al., 2015). 또한 토양 개량제로 바이오차를 처

리하여 콩과 잔디를 재배한 경우 N2O 배출을 각각 50%와 8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Rondan et al., 2005). 이외

에도 많은 기존 연구에서 비료를 기본으로 한 바이오차는 영양분 용출을 지연하여 농업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

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오차의 시용 효과는 작물 마다 수확량이나 생산량이 다르며, 토양의 유기

물 함량과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Jeffery et al., 2011). 이러한 연구를 

검토하여,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를 토양 중량 대비로 처리하여 토마토 생육 및 탄소격리에 대해 실험

한 결과 대조구와 비교하여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토마토 생육이 더 좋았고, 탄소격리량과 질소 이용 효율 또한 더 높

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Park et al., 2019). 그러나 배추 재배 시 과량의 바이오차를 시비하게 되면 오히려 토양의 pH를 

증가시켜 염기성을 띠게 하므로 배추 생육에 좋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Oh et al., 2017). 

바이오차의 손실은 미립자 형태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용 시 30%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270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3, No. 3, 2020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d supplemented biochar pellet used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Soil texture
pH EC

†
TN

‡
TC

§

dS m
-1

g kg
-1

Soil Clay loam 5.5 ± 0.04 (1 : 5) 7.9 ± 0.4 4.6 ± 0.08 3.63 ± 0.81

Biochar pellet - 9.0 ± 0.03 (1 : 10) 0.9 ± 0.3 92.94 ± 0.2 1.1 ± 3.06
†

EC : Electrical conductivity.
‡

TN: Total nitrogen.
§
TC: Total carbon.

25%가량은 집중 호우 시 유거수에 의해 손실된다 (Shin and Park, 2018). 특히 시비할 때 비산에 의해 사람의 코나 입

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단점도 있다 (Shin and Park, 2018).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돈분 퇴

비와 바이오차를 혼합하여 만든 돈분 바이오차 펠렛 형태는 바람에 의한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돈분 퇴비보다 펠

렛형 돈분 퇴비가 NH4

+
-N를 더 천천히 용출 시킨다고 하였다 (Shin et al, 2018). 따라서 혼합형 바이오차 펠렛을 이용

한 결과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양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하였고 (Shin 

and Park, 2018), 바이오차와 돈분 퇴비 혼합비에 따른 작물 생육에 관한 연구 결과 돈분과 바이오차 혼합비 (6:4) 처

리구에서 상추 수량이 11% 증수되었다 (Shin et al., 2018). 이와 비슷한 연구로 배추 재배 시 돈분 퇴비와 바이오차의 

혼합비 (6:4)로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를 제조하여 추천 질소 시용량 기준으로 60%로 시비하였을 때, 바이오차 

펠렛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토양 중의 NO3-N의 농도는 천천히 감소하였고, 배추 수량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Kim et al., 2019). 

이러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의 적정 시용량 구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마토 재배에서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의 시용량에 따른 토양 내 질소와 탄소 

Balance, 토마토 생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적정 처리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 재료의 이화학성 본 연구는 국립농업과학원 유리온실에서 포트실험으로 시행하였으며, 왕겨에 8M KOH

를 처리한 후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였고, 돈분 퇴비와 바이오차는 6:4로 혼합한 후 N-P-K 용액을 분사하여 

펠렛 형태로 조제하였다. 시험 전 토양은 국립농업과학원 시험 포장에서 채취하였고, 시험 전 토양과 바이오차 펠렛

형 완효성 비료에 대한 이화학성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의 전질소 함량은 92.94 

g kg
-1
으로 나타났다 (Table 1).

토마토 포트 재배 관리 본 실험은 시판 중인 육묘 45일 된 완숙 토마토용 품종을 총 90일 동안 유리온실에서 재

배하면서 시행되었다. 대조구는 포트 (27∅ × 27 × 30 cm)의 가장 밑 부분에 5.3 kg의 토양을 채워 넣은 후 농촌진흥

청의 토마토 표준 기비 사용량 기준으로 N-P2O5-K2O (11.6-10.3-4.1 kg 10a
-1

)와 돈분 퇴비 (440 kg 10a
-1

)를 토양과 

잘 혼합하여 포트에 충진하였다. 질소와 가리는 2회에 걸쳐 절반은 기비로 시험 전 토양과 혼합하여 처리하였고, 추비

는 질소 (8.8 kg 10a
-1

)와 가리 (8.1 kg 10a
-1

)를 정식 후 60일에 시비하였다.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는 총 질소 함

량 대비 40% (7.76 g), 50% (9.70 g), 70% (13.58 g)로 전량 기비로 시험 전 토양과 혼합하여 충진하였고, 포트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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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daily temperature and irrigation amounts during tomato cultivation in the greenhouse. DAT; days 

after transplant.

된 토양 총 무게는 9.9 kg이며, 3 반복 완전 임의배치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포트 마다 점적관수 컨트롤러 (네타핌, 아

쿠아프로)를 설치하여 하루 평균 90 mL를 물 주기 하였으며, 정식 30일 후부터 하루 평균 1.9 L를 관수 하였다.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유리 온실의 측창과 천장을 개방하여 환기시켰으며, 유리온실의 평균 온도를 

27.5°C로 토마토 재배 적정온도인 25°C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Fig. 1).

시료 채취 및 토양 화학 분석 토양 시료는 각 포트별로 상위 표토를 약 1 cm 걷어낸 다음 토양 채취기 (Auger)

를 사용하여 10 cm 깊이로 뿌리 주변을 피해 약 10 g 정도를 정식 후 15일까지 5일 간격으로 채취하였고, 정식 30일부

터 약 30일 간격으로 2회 채취하였다. 토양은 무게를 측정한 후 건조기에서 60°C로 1 - 2일간 건조시켜 수분함량을 분

석한 후 2 mm 체에 걸렀다. pH와 EC는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체 거름한 건조한 토양 5 g과 증류수 25 mL를 가하

여 항온 진탕기 (JP/NTS-3000 Eyela Japan)에서 30분간 200 rpm으로 진탕한 후, pH, EC meter (Orion 4 star, Themo 

scientife, USA)로 측정하였다. Mehlich III 추출성 P2O5 및 K2O는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체 거름한 토양 4 g과 

Mehlich III 추출액 40 mL를 넣고 항온진탕기 (JP/NTS-3000 Eyela Japan)로 5분간 200 rpm으로 진탕한 후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한 침출액을 UV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용 키트 (C-Mac, Korea)로 분석한 후 

변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질소 (TN, total nitrogen)와 총 탄소 (TC, total carbon)는 체 거름 한 토양을 도

가니로 마쇄한 후 캔에 350mg씩 정량하여 원소분석기 (Vario EL II, Elementar, Germany)로 측정하였다.

질소 및 탄소 Balance 산정 돈분 퇴비를 혼합한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 투입량에 따른 토양 내 질소 

Balance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수식 (Eq. 1)을 이용하였다.

SNB = (△LSTN × SW) / ITN (Eq. 1)

SNB는 토양의 질소 Balance, △LSTN은 수확 후 토양의 총 질소 함량의 변화, SW는 포트에 투입된 토양의 총 무

게, ITN은 포트에 투입된 시험 전 총질소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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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s of nitrogen balance to application of blended biochar pellets for tomato cultivation.

Treatments
† Input amounts of total nitrogen 

(g pot
-1

)

Residual amounts of total nitrogen 

(g pot
-1

)
Nitrogen balance

Control 6.2 7.0 ± 0.1 △ 12.9 ± 1.6

N 40% 5.3 4.2 ± 0.3 80.1 ± 5.7

N 50% 5.4 3.5 ± 0.3 63.5 ± 4.8

N 70% 5.8 8.6 ± 0.2 △ 47.5 ± 3.5

†
N-40%, 50%, 70%; application amounts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s based on recommended application rates of 

nitrogen for tomato cultivation b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deviations (p < 0.05).

또한, 탄소 Balance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수식 (Eq. 2)을 이용하였다.

SCB = (△LSTC × SW) / ITCN (Eq. 2)

SCB는 토양의 탄소 Balance, △LSTC는 수확 후 토양의 총 탄소 함량의 변화, SW는 포트에 투입된 토양의 총 무

게, ITC는 포트에 투입된 시험 전 총탄소의 양이다.

토마토 생육 효과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 시용 비율에 따른 토마토 생육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

해, 초장, 줄기 굵기 및 총 수량을 조사하였다. 토마토 과실 중은 수확시기별로 토마토를 수확한 후 처리 별로 합산하여 

주당 과일 무게로 나타내었다. 처리 간에 토마토 생육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표준편차 (p < 0.05)를 이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의 질소 및 탄소 Balance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를 시용한 토양의 질소 Balance를 수식 (Eq. 1)을 이용 

산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바이오차 펠렛 N 40% 처리구에서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 50% 

처리구에서 63.5%로 나타났다. 

Glaser and Lehmann (2002)은 과량의 바이오차를 투입 시 양분 흡착 능력 때문에 작물의 양분이용능력이 저하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조구와 N 70% 처리구를 보면 실험 전 포트에 투입한 질소량보다 수확 후 포트에 남아있는 양

이 더 많았으며, 질소 Balance 또한 12.9% - 47.5% 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토마토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질소량

보다 과잉 존재하며, 바이오매스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토마토 전체 생육 기간 동안 P2O5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대조구에서 평균 2.6 g kg
-1
으로 가장 높게 유지되었으며,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에서 평균 1.5 g kg
-1
으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2). 바이오차를 처리할 경우 

산성 토양 (pH<6)에서 P 흡착능이 증가했지만, 알칼리 토양에서는 P 흡착능은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점 (Xu et al., 

2014)을 고려하면, 바이오차 처리구보다 대조구에서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성 P2O5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

는 초기에 투입한 인산 시용량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마토 재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처리 30일과 처리 60일에 대조구와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의 감소 폭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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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Mehlich Ⅲ extractable P2O5 contents in the soil incorporated with different ratios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 during tomato cultivation.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deviations (p < 0.05). DAT; 

days after transplant.

Fig. 3. Changes of Mehlich Ⅲ extractable K2O contents in the soil incorporated with different ratios of biochar pellet 

during tomato cultivation.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deviations (p < 0.05). DAT; days after 

transplant.

보면, 각각 2.8 - 1.6 g kg
-1
에서 1.7 - 1.1 g kg

-1
로 바이오차 펠렛 처리구보다 대조구에서 약 2배 더 큰 폭으로 감소되

었다.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성 K2O 농도는 처리 10일을 정점으로 토마토 재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g. 3), 처리 5일에 대조구와 바이오차 펠렛 N 40% 처리구에서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성 K2O 

농도가 13.0 - 9.4 g kg
-1
으로 농도차가 약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처리 60일에는 7.8 - 6.9 g kg

-1
으로 두 처리간

에 농도차가 크지 않았다. 

바이오차는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토양 내 양이온 및 음이온을 흡착하여 양분 보유 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Han et al., 2014). 이러한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토마토 재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성 

P2O5와 K2O에서 대조구 보다 바이오차 펠렛 처리구의 농도가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것은 바이오차 펠렛에 의한 양분보

유능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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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ses of carbon balance to application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s during tomato cultivation.

Treatments
† Input amounts of total carbon 

(g pot
-1

)

Residual amounts of total carbon 

(g pot
-1

)
carbon balance

Control 45.0 33.8 ± 0.1 75.1 ± 0.3

N 40% 38.0 28.5 ± 0.2 74.9 ± 0.5

N 50% 38.5 31.1 ± 0.3 80.8 ± 0.9

N 70% 39.6 28.2 ± 0.2 71.1 ± 0.5
†

N-40%, 50%, 70%; application amounts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s based on recommended application rates of 

nitrogen for tomato cultivation b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deviations (p < 0.05).

Table 4. Growth responses to different application ratios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s during tomato cultivation.

Treatment
†

Plant height (cm) Plant stem (mm) Total fruit wight (g) 

Control 140.8 ± 7.8 8.5 ± 0.5 179.9 ± 7.8

N 40% 143.3 ± 7.6 8.8 ± 0.5 131.9 ± 15.8

N 50% 154.3 ± 2.9 10.2 ± 0.2 173.4 ± 12.7

N 70% 169.3 ± 7.2 10.7 ± 0.5 148.8 ± 11.8
†

N 40%, 50%, 70%; application amounts of supplemented biochar pellets based on recommended application rates of 

nitrogen for tomato cultivation b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deviations (p < 0.05).

토양 탄소는 유기물 분해 때문에 일부는 CO2로 배출되고, 일부는 잔류물로 남아 토양에 저장된다. 또한, 저장된 

탄소는 토양에서 반응하여 중 탄산염을 생성하고, 이것은 쉽게 용해되어 유거수에 의해 유출되거나, 일부는 다시 CO2

로 배출된다 (Raymond, 2011). Shin et al. (2017)는 바이오차를 우분 또는 돈분 퇴비를 혼합하여 경작지에 처리한 결

과, CO2 배출량은 바이오차와 돈분 퇴비를 혼합한 것이 7.24 MT ha
-1
로 가장 적은 양의 CO2 배출로 탄소저장 가능성

을 제기한 바 있다. 

토양 내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를 시용한 토양의 탄소 Balance는 수식 (Eq. 2)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Table 

3). 그 결과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에서 80.8%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실험 전 탄소 투입량

과 비교해 수확 후 포트에 남은 탄소량이 감소하였다. 대조구와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를 비교해보면 초기 탄소 

투입량이 많은 대조구에 비해 N 50% 처리구에 남아있는 탄소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al (2004)에 의하면 투입된 탄소는 작물 재배로 단기간에 광합성으로 인해 토양에 저장되며, 호흡을 통해 에너지

원으로 사용된 후 손실된다고 하였다. 대조구에 처리한 탄소는 작물 호흡으로 인해 많은 양이 손실되었지만, N 50% 

처리구의 탄소는 바이오차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토양 중에 분해되지 않는 탄소로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토마토 생육 반응 및 수량 토마토의 초장 길이와 줄기 두께는 정식 후 90일에 바이오차 펠렛 N 70% 처리구에

서 169.3 cm와 10.7 mm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대조구와 비교하여, 모든 바이오차 펠렛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

다. 과실 총 중량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서 179.9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 50% 처리구에서 173.4 g으로 대조

구와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이러한 결과로 보아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 펠렛 적정 시용량은 추천 시비

량의 절반가량인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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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 펠렛형 완효성 비료의 적정 시용량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토

양의 질소 Balance를 보면 바이오차 펠렛 N 40% 처리구에서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 Balance는 N 50% 

처리구에서 80.8%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성 P2O5 농도는 전체적으로 대조구에서 2.7 g 

kg
-1
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에서 1.5 g kg

-1
으로 나타났다. 토양 중의 Mehlich III 추출

성 K2O 농도는 전체 생육 기간 동안 대조구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처리 10일 정점으로 토마토 재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실의 총 중량은 대조구와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구 사이에 유의차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공시 토양에서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의 적정 시용량은 질소 기준 시비량의 

절반인 N 50% 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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