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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har is a solid substance made by carbonizing biomass. Biochar can be added to the soil and used as a soil 

conditioner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ice hull- 

derived biochar application on the growth, yield and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watermelon culti-

vated under greenhouse. Rice hull-derived biochar was tested with 0 (no treatment), 1,000, 2,000, and 4,000 

kg per ha levels. Among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harvest season,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hickened stem diameter and increased fresh weight. The weight of watermelon was the heaviest 

in 2,000 kg ha-1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and the sugar content of watermelon was 0.3 - 0.4°Brix 

higher than that of control 11.5°Brix. The watermelon yield was the highest at 52,990 kg ha-1 in 2,000 kg ha-1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of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were increased with pH, exchangeable K, Ca and Mg, but available 

phosphate acid was decreased. The bulk density decreased and the porosity increased with the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o the watermelon 

cultivation area could improve the productivity of watermelon by improving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watermelon culti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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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elon yield component and sugar content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Fruit weight

(kg ea-1)

Fruit length

(cm)

Fruit width

(cm)

Fruit thickness

(cm)

Sugar content

(°Brix)

0 7.9 c† 28.6 b 23.9 b 1.0 a 11.6 b

1,000 8.3 b 29.1 a 24.5 a 1.1 a 12.0 a

2,000 8.6 a 29.2 a 24.5 a 1.1 a 12.0 a

4,000 8.3 b 28.7 b   24.3 ab 1.0 a 11.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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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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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경제성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시설재배지는 윤작을 기피하고 동일한 작목을 연작하며 연중 작물재배를 위하여 양

분의 과다투입으로 염류집적, 병해충 밀도의 증가, 시설 특성상 고온과 양분의 증발산에 의한 양분집적 등 노지재배

와는 재배 패턴이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Kim et al., 2015). 시설수박 재배지에서는 잦은 관수와 빈번한 경운으

로 물리성이 악화되어 수박의 품질저하와 수량이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수박 

농가에서는 객토, 담수, 유기물원 투입, 토양개량제 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토양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오차는 농업생산성 증가와 탄소격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4가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생산, 토양

개량,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연구와 활용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Lehmann and Joseph, 2009).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 (pyrolysis) 및 액화공정 (liquefaction technology)하는 과정을 통하여 바이오 

오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흡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Arami-Niya et al., 2012). 그 효과는 탄소를 

격리 및 온실가스를 저감, 토양개량제로서 pH 증가, 보수력 증가, 이온교환 능력의 증가, 미생물 서식지 제공에 기인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Woo, 2013). 왕겨는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로 토양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하

여 왕겨를 바이오차로 만들어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왕겨 바이오차는 탄화된 후에도 왕겨형태를 유지하므로 입자

간의 조직이 성글어서 통기성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탄화물이 갖는 특유의 수분 보유능력이 높아 근권의 물리적 성질

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Hong, 1993). 왕겨바이오차 시용은 기존 토양의 유기탄소를 안정화시키는 경향을 보였

으며, 토양 내 입단 촉진이나 안정화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Lim et al., 2009). 또한 성분함량 

중에 규소가 50% 정도로 많고 높은 온도의 탄화과정에서 잡초종자와 병원미생물이 저절로 제거된 청정한 재료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소는 식물 조직의 외피층을 두껍게 하여 병원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다고 밝혀져 

있다 (Sherwood and Vance, 1980; Epstein, 1994; Ma, 2004).

본 연구에서는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 따른 수박의 생육, 수량과 토양 물리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시설수

박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재배방법 및 시험처리 본 시험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에서 반촉성 작형으로 재배하였으며, 수박 

(Citrullus lanatus Thunb.) 품종은 ‘삼복꿀’로 대목은 박 (Lagenaria leucantha Standl.)인 블로장생으로 하였다. 정

식은 본잎이 4매일 때 45일 묘를 4월 10일에 정식하였으며, 재식거리는 250 × 45 cm으로 하여, 중앙 안쪽 25 cm 부분

에 2줄로 정식하였다. 정식 후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물 및 양분을 공급하였다. 온도관리를 위하여 초기에는 PE 터널 + 

부직포를 활용하였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PE 터널만 피복하여 보온관리 하였다. 덩굴은 3줄기 (원줄기 + 아들줄기 

2)로 유인하여 관리하였고, 착과는 3화방에 벌을 이용하여 수분하였으며 착과절 이후의 곁순은 제거하여 관리하였다. 

시비량은 토양검정시비에 의하여 시비하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비종은 질소는 요소로 인산은 용과린으로 칼리는 황산

가리를 이용하였으며, 질소와 칼리는 기비와 추비 비율을 6:4로 하여 3회 (기비 1회, 추비 2회)로 나누어 시비하였으

며, 인산과 부산물 퇴비 (10,000 kg ha-1)는 전량기비 밑거름으로 처리하였으며, 왕겨 바이오차는 0 (무처리), 1,000 kg 

ha-1, 2,000 kg ha-1, 및 4,000 kg ha-1로 4수준을 두어 난괴법 3반복으로 전량 밑거름으로 처리하였다. 기타 재배방법 및 

관리는 수박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수박 생육과 과실특성 등은 농업과학기술연구 조사분석기준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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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 준하여, 초장, 절간장, 절수, 과중 등을 조사하였고, 당함량은 당도계 (Atago, PAL-1,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수확한 과실은 기형과, 공동과 등을 비상품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토양화학성 분석은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Auga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음지에

서 자연건조 시킨 후 2 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 한 후 pH는 pH 

meter (Radiometer M-92, Denmark)로 측정하였으며,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

를 (Varian Carry 50, Australia)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1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

여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토성은 Micropipette법으로 입경분포를 조사하여 미국농무성 

(USD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Miller and Miller, 1987). 토양물리성 지표로서 용적밀도, 공극율 및 삼상

분석은 수박 수확이 끝난 다음 100 cm3 코아를 이용하여 채취 후 즉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습토의 무게를 평

량한 후 110°C 건조기에 48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건토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식물체 시료는 수확기에 채취하여 

70°C에서 건조시킨 다음 건물중을 조사하고 화학성분의 분석시료로 조제하였다.

통계분석 각 분석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유의성

을 검정하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 (SAS Version 9.1.3., 2006)을 이용하여 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수박을 재배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농촌진흥청 (NIAST, 2006)에서 제시하는 수박재배지 

토양화학성 적정범위 (pH 6.0 - 6.5, OM 20 - 30 g kg-1, Avail. P2O5 350 - 450 mg kg-1, Exch. K 0.70 - 0.80 cmolc kg-1, 

Exch. Ca 5.0 - 6.0 cmolc kg-1, Exch. Mg 1.5 - 2.0 cmolc kg-1, EC 2 dS m-1 이하)에 비하여 토양 유기물, 유효인산, 치

환성 K은 적정범위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 Ca, Mg은 적정범위에 있었으며, 토성은 수박

재배지에 적합한 사양토이었다.

Table 1. Phy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the experimental field.

pH

(1:5)

EC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Soil texture

K Ca Mg

6.2 1.6 12.0 240 0.40 5.2 2.0 Sandy loan

시험에 사용한 왕겨 바이오차의 화학성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pH가 8.7인 약 알카리성을 나타냈으며 T-N이 

0.4%이었고 규산이 50.4%, 회분 45.9% 정도로 많았으며 수용성 칼륨도 1.1% 정도가 함유되었다. 부산물퇴비는 pH

가 5.6인 약산성을 나타냈으며, 질소가 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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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unds of rice hull-derived biochar and by-product compost used in the experiment.

Materials
pH

(1:20)

Main ingredients (%) Micronutrients (mg kg-1)

T-N SiO2 Ash Ca K Mn Fe

Rice hull-derived biochar 8.7 0.42 50.4 45.9   5,700 11,000 790 190

By-product compost 5.6 2.1 22.0 20.1 15,600 13,230 320   13

Table 3은 수박의 정식 후 30일의 초기생육 상황이다. 수박의 경경은 11.7 - 12.0 mm, 엽장은 19.6 - 20.2 cm, 엽폭

은 20.1 - 20.7 cm 및 초장은 196 - 209 cm으로 초장을 제외하고는 시험처리간에 비슷한 생육상황을 보였다. 수확기

의 수박 생육상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30 days after planting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Plant height

(cm)

0 11.7 a† 19.6 a 20.1 a 196 b

1,000 11.8 a 20.2 a 20.5 a 198 b

2,000 12.0 a 20.0 a 20.5 a   205 ab

4,000 11.9 a 20.2 a 20.7 a 20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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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harvesting time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No. of node

(ea plant-1)

Stem diameter

(mm)

Plant height

(cm)

Fresh weight

(kg plant-1)

0 44.0 a† 14.6 b 475 a 1.56 b

1,000 44.4 a   15.3 ab 477 a   1.66 ab

2,000 46.0 a 15.6 a 482 a 1.74 a

4,000 46.0 a   15.4 ab 492 a 1.7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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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수확기의 주당 절수는 44.0 - 46.0개, 경경은 14.6 - 15.6 mm, 초장은 475 - 492 cm, 주당 생체중은 1.56 - 1.74 

kg이었다. 왕겨 바이오차 시용량에 따른 생육은 왕겨 바이오차 시용처리에서 경경은 두꺼워지고, 생체중이 증가하여 

생육이 양호하였다. 이는 목탄의 다량 시용으로 양파재배지의 지온이 상승하고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개선되어 

양파 생육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보고 (Yun et al., 2004)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Jang et al. (2018)도 바이오

차 시용으로 배추생육이 양호하고 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과량의 바이오차 처리는 토양의 적정 pH 

범위 (6.0 - 6.5)를 초과하여 작물생육이 저조할 수 있으며 (Oh et al., 2017), 착근 불량으로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Kang et al., 2017; Lee et al., 2018), 양분 흡착으로 인해 작물생육이 부진한다는 보고 (Sorensen and 

Lamb, 2016)와 비료 투입량에 따라 토양특성 및 작물생육에 차이를 보인다 (Chen et al., 2020; Park et al., 2021)는 보

고로 미루어 보아 작물에 따라 적정 시용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작물 및 재배방법에 따라 바이오차의 효과는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수박은 일조부족, 저온, 과습 시 또는 염류집적과 같은 환경에서는 생육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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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착과불량 및 병해가 유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 따른 생육장해나 부작용과 같은 어떠한 

역효과 (성적 미제 시)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는 수박의 수량구성요소, 수량 및 당도를 나타내었다. 수박의 개당 과중은 7.9 - 8.6 kg, 과장은 28.6 - 29.2 

cm, 과폭은 23.9 - 24.5 cm, 과피두께는 1.0 - 1.1 cm, 당도는 11.6 - 12.0°Brix로 왕겨 바이오차의 시용량에 따라서 과

중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숯은 생리활성 물질로서 작물이나 미생물 체내에서의 반응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조효소적인 역할을 하고 작물의 생리대사를 촉진시켜 과일의 당도와 맛을 좋게 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알려져 있다 

(Akira, 1998). 수박 과중은 왕겨 바이오차 2,000 kg ha-1 처리에서 개당 8.6 k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대조구에 비하여 

개당 0.7 kg이 무거워진 결과를 보였다. 수박 당도는 대조구 11.6°Brix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시용 처리에서 11.9 - 

12.0°Brix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수박은 과피두께가 너무 얇으면 운송 중 쉽게 깨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너무 두꺼우

면 식용 부위의 감소와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박의 과피두께는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수박의 외관적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 Watermelon yield component and sugar content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Fruit weight

(kg ea-1)

Fruit length

(cm)

Fruit width

(cm)

Fruit thickness

(cm)

Sugar content

(°Brix)

0 7.9 c† 28.6 b 23.9 b 1.0 a 11.6 b

1,000 8.3 b 29.1 a 24.5 a 1.1 a 12.0 a

2,000 8.6 a 29.2 a 24.5 a 1.1 a 12.0 a

4,000 8.3 b 28.7 b   24.3 ab 1.0 a 11.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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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상품과율을 조사한 결과 (Table 6) 비상품과 (공동과, 열과, 기형과)율은 8.4 - 8.6%, 상품

과율은 91.5 - 91.6%, 상품수량은 1 ha 당 상품수량 48,290 - 52,990 kg으로 왕겨 바이오차 시용으로 대조구 대비 4 - 

10% 증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탄 시용량이 많아질수록 고추 수량이 증수되었으며 (Park et al., 1991), Yun (1998)

은 고추재배 토양에 목탄 종류별로 10a 당 300 kg을 시용한 결과 1 - 4% 증수되었다고 보고, 토마토 재배 시 바이오차 

펠렛 적정 시용량은 추천 시비량의 절반 가량인 바이오차 펠렛 N 50% 처리가 적정하다고 보고 (Kim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Table 6. Watermelon commodity ratio and marketable yield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Non-commodity rate

(%)

Commodity rate

(%)

Marketable yield

(kg ha-1)
Yield index

0 8.6 91.5 48,290 c† 100

1,000 8.6 91.5 50,730 b 105

2,000 8.4 91.6 52,990 a 110

4,000 8.5 91.5 50,460 b 104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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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지하부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조구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를 시용

함에 따라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숯처리는 작물의 발근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 

(Akira, 1998)와 일맥 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인삼에서는 목탄처리로 지하부 중량이 무거워졌다고 보고 (Hong et al., 

1992)하였으며, 지하부 생육도 근중이 무겁고 식부 가능 묘삼의 생산량이 많았으며 총 생산량도 많아지는 경향이라

고 보고하였다.

Table 7.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watermelon root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Fresh weight

(kg plant-1)

Dry weight

(kg plant-1)

0 1.44 b† 0.20 b

1,000 1.53 ab 0.23 a

2,000 1.59 a 0.24 a

4,000 1.54 ab 0.2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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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및 Table 9는 수박 수확기 식물체 중의 무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이다. 수박 엽중 무기성분 함량은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 따라 질소와 인산함량이 낮아졌으며, 칼리, 칼슘 및 마그네슘은 증가하였으나 나트륨은 차이가 없었

다. 수박 줄기중의 무기성분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서 인산,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졌으

며, 질소는 낮아졌고, 나트륨은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왕겨 바이오차 시용

에서 엽중 질소와 인산의 농도가 낮아진 이유는 생체량이 많아 희석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8. Inorganic component content in watermelon leaves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T-N

(%)

P2O5

(%)

K2O

(%)

CaO

(%)

MgO

(%)

Na2O

(%)

0 1.85 a† 0.64 a 1.96 c   6.46 b 0.89 c 0.08 a

1,000 1.84 a 0.62 a 2.52 b   7.82 b 1.42 b 0.08 a

2,000 1.80 b 0.58 b 3.22 a 10.43 a 1.82 a 0.08 a

4,000 1.78 b 0.56 b 3.26 a 11.55 a 1.86 a 0.0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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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Inorganic component content in watermelon stem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T-N

(%)

P2O5

(%)

K2O

(%)

CaO

(%)

MgO

(%)

Na2O

(%)

0 1.69 a† 0.52 b 2.92 a   6.37 b 1.34 b 0.08 a

1,000 1.67 a 0.53 b 2.45 b   7.93 b 1.36 b 0.08 a

2,000 1.63 a 0.56 a 2.32 b   9.97 a 1.57 ab 0.08 a

4,000 1.52 b 0.64 a 2.10 b 11.09 a 1.68 a 0.08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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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은 시험 후 토양 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토양 pH는 대조구 6.2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서 

6.3 - 6.5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왕겨 바이오차의 알칼리성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대조구 

21.0 g kg-1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서 23.0 - 26.0 g kg-1로 증가하였다. 치환성양이온 K, Ca, Mg도 왕겨 바이오

차 시용에 따라 증가하였다. 유기물 함량과 치환성양이온 K, Ca, Mg 증가는 목탄의 탄소원으로 부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토양유기물 함량은 왕겨 바이오차 시용으로 유기물 함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Jeon et al., 2010)도 

있어 연구자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효인산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et al. (1991)은 목탄시용은 삼림묘포의 토양 pH, T-N,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추재배지에 목탄시용으로 토양 pH가 0.1 - 0.3정도 상승하였고 인산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1991). Yun (1998)도 고추재배 토양에 활성탄 시용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과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시험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바이오차는 다공성 물질로 흡착능력이 우수한 농산

부산물로서 양이온 치환용량이 3.8 - 11.6 cmolc kg-1으로 시용한 비료분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양분보유 능력이 크다

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1993).

Table 10.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pH

(1:5)

EC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0 2017 6.2 1.8 21.0 245 0.44 6.6 2.4

1,000 2017 6.3 1.8 23.0 189 0.87 8.4 2.4

2,000 2017 6.4 1.9 25.0 175 0.92 8.4 2.5

4,000 2017 6.5 1.9 26.0 170 0.98 8.6 2.7

시험 전 ‧ 후 토양 물리성의 변화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용적밀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서 

감소하였으며 왕겨 바이오차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극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

차 시용으로 높아졌으나 왕겨 바이오차 시용량간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왕겨 바이오차 시용으로 표면적의 확

장과 공급의 증가는 토양 물리성을 개선시켰다는 보고 (Chand et al., 2009)와 토마토 재배 토양에서 바이오차 시용은 

토양의 용적밀도가 낮아지고 공극율 및 입단율이 높아졌다는 보고 (Jang et al., 201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11. Changes in soil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ice hull-derived biochar application.

Treatments

(kg ha-1)

Bulk density

(Mg m3)

Porosity

(%)

Three phase (%)

Solid phase Liquid phase Gaseous phase

Before Exe. 1.46 45.0 55.0 11.0 34.0

0 1.40 a† 47.0 b 53.0 a 21.6 a 25.4 b

1,000 1.30 b 54.5 a 47.5 b 17.6 a 34.8 a

2,000 1.27 b 54.2 a 45.8 b 17.1 a 37.2 a

4,000 1.21 c 53.8 a 44.3 b 16.6 a 39.1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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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삼상 중 고상은 왕겨 바이오차 시용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상은 증가하였으나 액상은 처리간에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Toyomasa (2002)는 미생물의 활성화에 의한 토양개량, 지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0a 당 300 - 

400 kg의 목탄 시용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Shinichi (1990)는 목탄의 다량 시용으로 토양기상율 증가와 토양 

통기성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토양화학성도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시설재배지에서 왕겨 바이오차를 시용

함으로써 토양의 산도교정은 물론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가와 양이온치환용량의 증가, 토양의 용적밀도와 고상율의 

감소, 토양 공극율의 증가 등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재배지에서 수박 생육과 상

품수량을 감안한 알맞은 시용량은 1 ha 당 2,000 kg 정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nclusions

시설재배지에서 왕겨 바이오차의 적정 시용량 및 토양개량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1 ha 당 왕겨 바이오차를 0 (무

처리), 1,000, 2,000, 4,000 kg 수준의 4처리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확기 생육 특성 중 경경 및 생체중은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라 경경은 두꺼워지고 생체중은 무거운 결과를 보였다. 수박 과중은 왕겨 바이오차 2,000 kg ha-1 

시용에서 가장 무거웠으며, 당도는 무처리 11.5°Brix에 비하여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서 0.3 - 0.4°Brix 높아졌다. 수박 

상품수량은 왕겨 바이오차 2,000 kg ha-1 시용에서 52,990 kg ha-1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과율은 90.1 - 90.2%로 왕겨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식물체 중 엽 중의 무기성분 농도는 질소와 인산은 무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왕겨 바이오차 처리량이 많을수록 높았다. 왕겨 바이오차 시용에 따라 토양화학성 중 pH, 치

환성 K, Ca, Mg는 높아졌고, 유효인산은 감소하였다. 토양물리성 중 용적밀도는 감소하고 공극율은 증가하였으며, 

토양 3상 중 고상은 감소하고 기상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수박 재배 시 왕겨 바이오차 시용은 수박의 수량 증가 

효과 및 토양물리화학성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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