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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hanges in greenhouse gases and crop growth according to application 

levels of rice hull biochar (BC) in upland (U) and greenhouse (G) fields. The field experiment was performed 

by applying a different input amount biochar (0, 1, 3 and 5 t ha-1) and all treatments were applied inorganic 

fertilizers by N-P2O5-K2O : 0.32-0.08-0.2 t ha-1. CO2 and N2O emissions in U and G fields were determined 

using closed chamber for crop cultivation period.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by BC was positively affected, 

and the Fresh weight of Chinese cabbage in U and G Fields treated with BC increased up to 28.5% and 10.6% 

compared to UBC0t and GBC0t treatments. CO2 emissions in the BC treatment were increased. Compared with 

0 t ha-1 CO2 cumulative emission was increased in the range of UBC treatments 1.36 - 2.26 times and GBC 

treatments 1.15 - 1.70 times. Compared with 0 t ha-1 N2O emission was decreased in the range of UBC treat-

ments 47.6 - 81.3 and GBC treatments. 27.4 - 54.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BC in Chinese 

cabbage cultivation can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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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weight of Chinese cabbage by application level of rice hull bio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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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7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기후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

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IPCC, 2014).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수립하였고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

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각 산업 부문 중 농업 비에너지 부문은 배출 전망치 대비 7.9%에 해당하는 약 1.6백만 

톤의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Kwon and Kim, 2017). 농업분야에서 발생되는 주요 온실가스는 CO2, CH4, N2O이며, 

노지와 시설재배지에서 주로 CO2와 N2O가 발생된다. 농경지에서 CO2는 대기 CO2의 2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

으며 토지를 개간 및 이용하는 순간부터 토양의 유기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토양 유기물 보존하는 탄소 중립적

인 농업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N2O는 상대적으로 CO2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온

실가스이며, 지구의 온난화 기여율은 6%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CC, 1996). N2O는 주로 질소질 비료의 투입

과 퇴비 시비, 식물 잔재물의 시용 등에서 발생한다 (Regina et al., 2013; Li et al., 2015).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농경지 단위면적 당 무기질 비료를 가장 많이 시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특히 노지

와 시설재배지에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천 비료 시비량보다 과량의 비료를 시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

의 염류집적 및 물리성 악화와 N2O 휘발과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문제로 인해 적정량의 무기질 비료 시용방

법과 토양 내 식물이 이용가능한 질소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Seo et al., 2000).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차 시비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토양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Lyu et al., 2022).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탄화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양

개량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차는 열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의 용적밀도 감소와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토

양에 시용했을 때 수분보유능력이 증가하여 토양 물리성이 개선되고 양이온 교환 능력 (cation exchange capacity, 

CEC)의 증가로 양분보유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Wacal et al., 2019). 또한 바이오차를 비료와 함께 토양에 시

비하였을 때, 작물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Lehmann and Joseph, 2015), 토양에 직접 바이오차와 질소질 

비료를 시비했을 시 탄소투입과 함께 느린 질소 방출속도로 인한 N2O의 배출이 완화된다 (Cayuela et al., 2013). 최근 

다양한 바이오차를 이용하여 농경지 토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기술 및 배출계수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지에서 다양한 바이오차를 시용했을 시 N2O 배출량을 80%까지 감축시켰고 (Lee et al., 

2018), 옥수수 재배지에서 왕겨 바이오차를 이용해 질소비료 종류에 따라 52.4% 저감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Lee et al., 2020).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중 재배하는 배추는 다른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질소 시비량을 요구하는 채소이

며, 김치의 주원료가 되는 채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엽채류 채소이다. 현재 국내 배추 재배면적

은 30,085 ha로 엽채류 재배면적 중 64.9%를 차지하며, 1년 내내 파종과 수확이 가능해 노지와 시설재배지 등에서 재

배되고 있다 (Le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추 재배지에서 농경지 토양에 바이오차를 투입하여 작물의 생

산성 증진과 바이오차 적용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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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장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부속농장 (35°00'07.0"N 

127°30'24.3"E)과 인근 시설재배지 (34°59'54.8"N 127°30'23.6"E)에서 현장 포장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상청에 관측

된 자료에 따르면 배추 재배기간 중 현장 시험지에서 일일 최소 평균기온과 최대 평균기온은 각각 9.58°C, 22.78°C로 

조사되었고, 총 강수량은 277 mm였다. 재배기간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Daily mean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토양 및 바이오차 분석 순천대학교 부속농장에 위치한 노지토양 (U)과 인근 시설재배지 (G)의 토양 시료를 채

취 후 풍건하여 2 mm 체거름 후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토양 분석은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토양 용적밀도와 수분함량은 코어법을 사용하여 표토 15 cm 깊이에서 채취 후 분석하였다. 토양 pH 및 

EC는 풍건한 시료를 증류수와 1:5 (w/v) 비율로 30분간 교반하여 pH meter (S230 Mettler Toledo, USA) 및 EC 

meter (S230 Mettler Toledo, USA)로 각각 측정하였다. 유기물 함량 및 T-N은 원소분석기 (EA2400II,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을 이용하여 (UV2550PC, Pekinelmer, USA) 분석하였고, 

치환성 양이온 및 CEC는 1N-NH4OAc 용액으로 침출 후 ICP (ICPE-90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공시토양 이화학적 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노지토양은 식양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pH는 5.23, 

유기물 함량은 19.0 g kg-1, CEC는 8.24 cmolc kg-1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재배지 포장의 토양은 미사질 양토로 조사되

었으며, EC는 3.70 dS m-1, 유기물 함량은 43.8 g kg-1, CEC는 12.93 cmolc kg-1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Properties of experimental soil used in this study.

Type†
pH

(1:5)

EC

(dS m-1)

OM

(g kg-1)

T-N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CEC

Soil 

textureK Ca Mg

U 5.23 0.22 19.0 1.29 176 0.44 2.68 0.86   8.24 Clay loam

G 6.68 3.70 43.8 2.71 285 0.66 9.52 1.58 12.93 Silt loam

U, upland field; G, greenhouse.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이오차는 전북 고창에 있는 왕겨숯 제조공장 탄화로에서 약 500°C 온도에서 4시간 30분 동

안 TLUD (top lit up draft) 열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바이오차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바이오차의 p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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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시료 5 g을 증류수와 1:10 (w/v) 비율로 30분간 교반하여 pH meter 및 EC meter로 각각 측정하였다. 바이오차의 

원소분석 중 C, H, N는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성분함량을 분석하였으며, K, Ca, Mg은 습식분해법 (H2SO4:HClO4)

으로 전처리한 후, ICP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바이오차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ice hull biochar used in study.

pH

(1:10)

EC

(dS m-1)

C

(g kg-1)

H

(g kg-1)

N

(g kg-1)

K

(g kg-1)

Ca

(g kg-1)

Mg

(g kg-1)

Molar ratio

(H/C)

10.7 4.58 538 2.95 6.17 10.0 1.51 1.32 0.07

재배방법 및 시험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배추의 품종은 진청배추를 사용하였으며, 육묘장에서 파종하여 3주간 

육묘 후 4월 21일에 정식하였고 75일간 재배하였다. 처리구의 면적은 4 m2 (2 m × 2 m)이며, 재식거리는 이랑너비 75 

cm, 포기사이는 45 cm로 하여 처리구당 16주를 정식하였다. 모든 처리구는 비닐멀칭을 피복하였으며, 정식 후 점적

관수를 이용하여 수분을 공급하였으며, 배추 생육초기에는 2일 간격으로 경엽 신장기와 결구기에는 약 2주 간격으로 

관수를 실시하였다. 비료시비량은 농촌진흥청 작물별 시비처방기준 (NIAST, 2017)을 기준으로 N-P2O5-K2O : 0.32- 

0.08-0.2 t ha-1를 각 처리구별로 시비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비료의 비종은 질소는 요소로, 인산은 용성인비로, 

칼리는 염화칼리로 사용하였고 질소와 칼리비료는 기비와 정식 30, 45일 후 3회에 걸쳐 분시하였다. 시험 처리구는 완

전임의 배치구로 배치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처리조건은 BC0t (NPK), BC1t 

(biochar 1 t ha-1 + NPK), BC3t (biochar 3 t ha-1 + NPK), BC5t (biochar 5 t ha-1 + NPK)로 모든 처리구에 무기질 비료

를 시비하였다. 배추의 생육조사는 수확 후 엽폭, 엽장, 둘레 및 생중량을 조사하였다.

가스 flux 측정 및 분석 시험포장에서 Closed Chamber Method를 이용하여 내 발생되는 CO2와 N2O의 농도

를 조사하였으며, 설치된 챔버는 PVC 소재로 제작되었고, 지름이 0.3 m, 높이가 0.5 m이었다. 챔버는 배추와 배추사

이에 고정하여 설치하였고, 가스 샘플링은 10:00 - 12:00시 사이 30분 동안 밀폐하여 단위 시간당 온실가스의 농도 증

가율을 측정하였다. 온실가스는 1주일에 1회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강우가 많은 날과 추비를 준 다음 날은 추가로 

가스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측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8892 GC System, Agilen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실가스의 flux 계산식은 아래 Eq. 1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Eq. 1)

여기서, F는 CO2 및 N2O flux, ρ는 기체밀도로써 CO2는 1.977 mg cm-3, N2O는 1.967 mg cm-3, V는 챔버의 부피 (m3), 

A는 챔버 표면적 (m2), Δc/Δt는 챔버 내 단위시간당 CO2 및 N2O 농도의 평균 증가량, T는 항온온도를 의미한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 결과

에 대한 통계 처리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방법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여 상호 비

교하였다.



Evalu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Crop Growth in Chinese Cabbage Cultivation Using Biochar ∙ 459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 물리적 특성 배추 수확 후 조사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노지에서 토양

의 수분함량, 용적밀도, 공극률을 조사하였으며 수분함량은 노지에서 23.3 - 27.4% 범위로 조사되었고, 시설재배지

에서는 26.3 - 33.0%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용적밀도는 노지에서 1.06 - 1.24 Mg m-3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공극률

은 노지에서 53.4 - 56.2%의 범위로, 시설재배지에서 61.8 - 64.4%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수분함량은 노지와 시설재

배지 모두 바이오차 시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용적밀도는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극률은 

노지와 시설재배지에서 대조구에 비해 바이오차를 시용한 처리구에서 증가하였으나 바이오차 시용량 간에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열분해로 생성되는 바이오차의 다공성 구조는 토양의 수분보유능력을 증가시키고 용적밀도를 감

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입단화를 촉진시켜 식물 뿌리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양분과 물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Wang and Liu, 2018).

Table 3. Soil phys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Chinese cabbage harvest.

Treatments Water contents (%) Bulk density (Mg m-3) Porosity (%)

UBC0t 23.3 a† 1.24 a 53.4 a

UBC1t 23.9 a 1.21 a 54.3 a

UBC3t 26.9 a 1.21 a 54.3 a

UBC5t 27.4 a 1.16 a 56.2 a

GBC0t 26.3 b 1.01 a 61.8 b

GBC1t 27.7 ab 0.95 a 64.2 a

GBC3t 29.8 ab 0.95 a 64.2 a

GBC5t 33.0 a 0.94 a 64.4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배추 생육조사 바이오차 시용 수준별 배추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 및 Fig. 2와 같다. 노지에서 배추의 

엽장, 엽폭 및 둘레는 생육조사 결과 각각 27.8 - 28.8 cm plant-1, 16.8 - 17.5 cm plant-1 및 60.2 - 66.3 cm plant-1 범위

로 조사되었으며, 생중량은 1,083 - 1,391 g plant-1로 조사되었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배추의 엽장은 44.4 - 46.9 cm 

plant-1범위, 엽폭은 23.5 - 27.1 cm plant-1 범위 및 둘레는 57.3 - 59.6 cm plant-1범위로 조사되었으며, 생중량은 2,180 

- 2,411 g plant-1로 조사되었다. 배추의 생중량은 바이오차의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구에 비해 최대 노지에서 

28.5%, 시설재배지에서 10.6%로 생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 (2018)에 따르면 배 전정가지 바이오차

를 100, 200 및 300 kg 10a-1의 범위로 시용하였을 때 배추 생중량이 300 kg 10a-1 처리구에서 20.2%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왕겨 바이오차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추 생중량이 증가한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또한 왕겨 바이오차를 수박재배지에 2,000 kg 10a-1로 시비하였을 때 수박의 개당 과중은 대조

구 대비 최대 8.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Kim et al., 2022), Kang et al. (2018) 연구에서는 옥수수 수량이 대조구 대

비 바이오차와 무기질 비료 혼합 처리구에서 최대 14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바이오차 시비

로 인해 토양의 공극이 증가하면서 양분보유력 향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왕겨 바이오

차의 시용이 토양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켜 배추의 생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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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bbage by biochar applications.

Treatments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Perimeter (cm)

UBC0t 27.8 b† 16.8 a 64.4 ab

UBC1t 28.6 ab 16.8 a 61.3 b

UBC3t 28.6 ab 17.5 a 66.3 ab

UBC5t 28.8 a 17.4 a 60.2 b

GBC0t 44.4 a 23.9 b 59.6 a

GBC1t 46.6 a 24.0 b 58.3 a

GBC3t 46.1 a 23.5 b 57.3 a

GBC5t 46.9 a 27.1 a 59.4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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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sh weight of Chinese cabbage by biocha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온실가스 발생량 분석 본 연구 기간 동안 농경지 토양 및 바이오차 시용량에 따른 CO2 및 N2O 배출량 변화는 

Figs. 3, 4와 같다. CO2의 최대배출량은 노지의 UBC0t에서 109 mg m-2 hr-1 그리고 UBC1t, UBC3t, UBC5t에서 각각 

146, 161, 278 mg m-2 hr-1로 조사되었다. 시설재배지의 GBC0t에서는 111 mg m-2 hr-1 그리고 GBC1t, GBC3t, GBC5t

에서 각각 164, 174, 181 mg m-2 hr-1으로 조사되었다. 두 농경지 모두 바이오차를 투입했을 때 CO2의 배출량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험 기간동안 노지에서 바이오차 처리구의 CO2 누적 배출량은 대조구에 비해 1.36 - 2.26배 범

위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재배지에서 바이오차 처리구의 CO2 누적 배출량은 대조구에 비해 1.15 - 1.70배 범위로 증가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 바이오차의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토양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시용한 바이오차가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ang et 

al. (2020)에 따르면 질소비료 없이 바이오차를 시비한 토양을 배양했을 때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질

소원과 함께 시비하였을 때 바이오차의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CO2의 배출량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토

양에 질소원과 바이오차가 투입됨에 따라 미생물 에너지원의 공급으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바이오차의 점화

효과로 인한 CO2 발생량 증가로 판단된다 (Woolf and Lehman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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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CO2 emission rates in an upland and greenhouse fields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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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N2O emission rates in an upland and greenhouse fields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연구 기간 동안의 N2O 배출 양상결과는 Fig. 4와 같으며, CO2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배추 재배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N2O의 발생은 무기질 비료 투입 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노지에서는 35일 차에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였고, 시설재배지에서는 21일 차에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였다. N2O의 평균 배출량은 UBC1t, UBC3t, UBC5t에

서 각각 34.5, 17.4, 12.3 µg m-2 hr-1로 조사되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1.91 - 5.35배 감소하였다. 시설재배지의 1, 3, 5 t 

ha-1 처리구는 각각 11.9, 9.4, 7.4 µg m-2 hr-1로 조사되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1.38 - 2.21배 감소하였다. 무기질 비료의 

질소가 N2O로 배출되기까지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 및 탈질과정을 위한 소요시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향으로 판단

된다 (Lee et al., 2020). Abbruzzini et al. (2019)에 따르면 열대지방의 밀 재배지에서 일일 N2O flux 조사한 결과 NPK 

처리구에서 545 µg m-2 h-1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et al. (2022)에 따르면 바이오차 투입량이 증가함

에 따라 N2O 배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토양에 무기 질소가 풍부하고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토양의 N2O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 처리구가 대조구 대비 노지에서 최대 

6.26배, 시설재배지에서 최대 1.83배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바이오차가 토양에 투입되었을 때 습윤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하여 탈질과정에서 배출되는 N2O를 저감할 수 있으며, 바이오차의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NH4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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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의 고정으로 토양내 질소순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바이오차 기작에 의한 N2O의 발생이 저감되었다

고 판단된다 (Lee et al., 2018).

Conclusions

본 연구는 노지와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배추를 재배하며 왕겨 바이오차를 0, 1, 3, 5 t ha-1을 시용수준으로 투입하

여 작물 생육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배추 생육은 바이오차의 시용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추의 생육이 증가

하였고, 배추의 생중량은 노지에서는 UBC5t에서 36.4%까지 증가하였으며, 시설재배지 에서는 GBC5t에서 최대 

10.6%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노지와 시설재배지에서 CO2의 누적배출량은 최대 노지에서 2.26배, 시설재배지에서는 

1.70배 증가하였으며, N2O는 최대 5.4배 시설재배지는 최대 2.2배 감소하였다. 따라서 무기질 비료시비와 바이오차 

혼합시비 시 토양에서의 N2O의 발생량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농경지 토양에 무기질 비료와 

바이오차를 함께 시비할 경우 토양에 직접적인 탄소 공급으로 인한 이점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

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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