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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orn growth and soil fertility after soil amendment application of three 

types in an upland field in South Korea. Each of the barley straw biochar (BSB, applied at 1,000 kg 10a-1), 

animal carcass biochar (ACB, applied at 1,000 kg 10a-1) along with compost (applied at 2,000 kg 10a-1), and 

bottom ash (BA, applied at 1,000 kg 10a-1); the Control area was only treated compost. The corn grain yield was 

improved when grown under BSB, ACB, and BA with compost. Overall, biochar application had more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biomass and corn yield, and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corn cultivation. In particular, 

the corn grain yield was the highest under BSB treatment was over 22%, 11%, and 7% higher than those 

grown under Control, ACB, and BA treatments, respectively. Soil chemical properties after soil amendment 

addition were improved. In particular, soil pH and CEC related to crop nutrient availabil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BSB, ACB, and BA areas compared to those in Control area.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rn productivity, when cultivated in soil conditions such as those in an upland field in South Korea, can be 

increased by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s including BSB, ACB, and BA with compost.

Keywords: Animal carcass biochar, Barley straw biochar, Bottom ash, Productivity

Corn production under different soil amendments of thre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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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비료는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토양 또는 식물의 엽면에 적용하는 원료이다. 특히, 무기

질 비료는 편리성과 그 효과를 바탕으로 작물의 수확량 증대와 작물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물질이다 (Kang et al., 2021a). 그러나 농경지에 무기질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

면 토양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낮추게 된다. 농경지 토양의 유기물 함량 감소는 토양의 물리

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저하시켜 토양의 비옥도 감소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무기질 비료 시용량은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기질 비료

를 사용하고 있다 (Park et al., 2021). 따라서 현대적인 농업 시스템 내에서 작물의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토

양의 비옥도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시장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Liu et al., 

2017).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료, 농

약, 그리고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물, 공기 및 토양의 오염을 최소

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토양개량제로서 녹비작물과 가축분뇨액비를 이용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양내 탄소를 

증가시키고 비옥도를 개선하여 건강한 토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Lee et al., 2014; Kang 

et al., 2020). 그러나 농촌노동력 감소와 동계작물 재배 기피 등의 현상은 경지이용률과 식량자급률을 점점 감소시키

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작부체계가 요구되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내용으로는 바이오차의 효과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볼 수 있다 (Jung et al., 2020; Lee et al., 

2020).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유기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열분해를 통해서 제조된 탄소 함량이 높

은 물질을 뜻한다. 바이오차의 주요 특징은 안정적인 방향족 유기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 투입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는 특성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바이오차는 pH, CEC, 비표면적, 

부피, 밀도 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토양에 적용되었을 때 작물 생육 개선 및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Woo, 2013; Kim et al., 2020).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때, 농작물 재배 후 버려지는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차 전환은 폐자원의 재활용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적인 측면에서 농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

력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Yi et al., 2019). 하지만, 현재까지 농업환경에 활용하여 그 효과가 보고된 바이오차는 초

본류를 이용하여 제조한 바이오차 연구가 대부분이며, 축산분야와 산업분야로부터 발생되는 바이오차를 농업환경에 

적용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 축산, 그리고 산업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바이오차의 비료학적 가치를 평

가하였고, 바이오차의 토양 시용이 작물의 생산성과 토양의 비옥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장 본 시험은 바이오차 종류별 시용이 옥수수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시

험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지를 선정하였다. 시험포장은 옥수수와 배추 윤작 재배지이며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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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축분퇴비를 사용하는 곳으로, 축분퇴비의 TC, TN, P2O5, K2O, CaO 및 

MgO 함량은 각각 41.8%, 1.82%, 2.06%, 1.80%, 1.69% 및 0.28%이었다. 옥수수 재배기간 동안 (3 - 7월) 시험지역은 

평균기온이 18.8°C, 총 강우량은 773 mm, 그리고 평균 일조시간이 7.12 hr이었다.

시험지역의 공시 토양의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는 6.08, EC는 0.65 dS m-1, OM은 22.6 g kg-1, 그리

고 CEC는 7.56 cmolc kg-1이었으며, 미사질 양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soil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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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a Mg CEC

6.08 0.65 22.6 0.94 75.5 0.32 3.67 1.86 7.56

바이오차 제조 본 시험에 사용된 바이오차는 보릿짚 바이오차 (barley straw biochar, BSB), 가축사체 바이오차 

(animal carcass biochar, ACB), 그리고 남동발전에서 배출되는 바이오차 (bottom ash, BA)를 사용하였다. BSB와 

ACB는 보리 수확 후 발생하는 보릿짚과 가축사체를 랜더링 처리한 후 남은 잔류물을 각각 원료로 사용하여 바이오차

로 제조하였고, BA는 바이오매스 기반 전소화력발전소에서 우드펠렛을 사용하고 배출되는 저회를 바이오차로 사용

하였다.

보릿짚과 가축사체 랜더링 잔류물을 이용한 바이오차 제조는 공시 원료를 완전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으며, 

건조된 원료는 밀폐형 내부 챔버에 넣은 후 열분해 장치 (Nabertherm, Germany)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열분해 장

치의 내부는 무산소 조건을 유지하였고, 열분해 온도는 500°C, 그리고 열분해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여 BSB와 

ACB를 제조하였다.

옥수수 재배 본 연구에서 옥수수 재배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조건은 대조구 (Control), BSB, ACB 및 BA로 

각각 나누었으며, 모든 처리구는 4 m2로 나누었고 완전임의배치법에 의해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각 처리조건에 따

른 시비기준은 Control의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별시비처방 기준에 준하여 축분퇴비만 2,000 kg 10a-1으로 시용하였

고, 퇴비와 함께 BSB, ACB 및 BA는 1,000 kg 10a-1으로 각각 시용하였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작물별 바이오차 시용

수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실험은 바이오차를 10a당 1,000 kg으로 고정하여 진행되었다.

축분퇴비, BSB, ACB, 그리고 BA 처리구는 각각의 토양개량제와 퇴비를 옥수수 이식 10일 전에 전량 기비로 사용

하였고, 비닐멀칭을 하여 재배 관리하였다. 옥수수의 품종은 찰옥수수를 사용하였고, 재식밀도는 60 × 25 cm로 2021

년 4월 6일에 이식하였으며, 7월 7일에 수확하였다.

옥수수의 수확기 생육조사는 지상부 길이, 생체중 및 단위면적 (m2) 당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조사하였고, 수확한 

옥수수는 길이, 옥수수와 껍질 그리고 낱알의 무게를 조사한 후 단위면적 (m2) 당 수확량을 산정하였다. 옥수수 수확 

후 토양조사는 각 처리조건별 표층을 채취하여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 본 시험에 사용된 공시재료, 바이오차 및 토양 분석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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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재료로 사용된 보릿짚, 랜더링 잔류물, 그리고 우드펠렛과 열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바이오차들의 TN, TP, K, 

Ca 및 Mg 함량은 습식분해법 (H2SO4 + HClO4)으로 전처리하여 TN은 Kjeldahl법 (질소자동분석기, Gerhardt auto-

sampler Vapodest 50 carouse, Germany)으로 분석하였고, TP는 Vanado molybdate법 (UV2550PC, Pekinelmer)으로 

분석하였으며, K, Ca 및 Mg 함량은 산으로 전처리 후 여액을 ICP (ICPE-9000, Shimadzu)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개량제로 사용된 BSB, ACB 및 BA의 pH는 pH meter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통계 분석방법 바이오차 종류별 시용에 따른 옥수수의 생육 결과 및 토양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6 

(IBM Corp., USA) 버전을 사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바이오차의 특성 농업, 축산, 그리고 산업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와 열분해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차의 pH와 

무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oil amendments used in this study.

Item

Barley straw Animal carcass Wood pellet

Before

(raw)

After

(BSB†)

Before

(raw)

After

(ACB)

Before

(raw)

After

(BA)

pH (1:10) - 7.85 - 9.43 - 9.11

TN (%) 0.27 0.29 6.52 4.56 0.26 0.22

TP (%) 0.05 0.19 3.13 6.79 0.01 0.05

K (%) 0.44 1.54 0.06 1.63 0.19 0.54

Ca (%) 0.28 0.57 0.86 3.78 0.38 2.41

Mg (%) 0.09 0.65 0.02 0.93 0.07 0.54

†BSB, barley straw biochar; ACB, animal carcass biochar; BA, bottom ash.

생산된 바이오차의 pH는 모두 7 이상의 알칼리성을 나타내었고, ACB ≧ BA > BSB 순으로 높았다. 바이오차의 

pH는 원재료와 열분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열분해를 통한 유기물 감소

와 염기성 표면 산화물 형성 등으로 인해 pH가 증가된다 (Rehrah et al., 2014; Tomczyk et al., 2020). 이러한 변화는 

원재료에서 열분해되지 않은 무기원소의 상대적 농도 증가로 인한 무기성분 함량의 증가 또한 바이오차의 pH가 증가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Novak et al., 2009).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조된 바이오차의 무기성분 함량은 

전반적으로 공시재료에 비해 증가하였고, 원재료에 따라서 각 성분의 함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백질계 

바이오매스로 사용된 가축사체는 육질과 뼈 부위에 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o et 

al., 2011). 가축사체의 열분해를 통해 제조된 ACB는 질소 함량이 4.56%, 인 함량이 6.79%, 그리고 칼슘 함량이 

3.78%로 유기농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녹비작물과 대등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Kang et al., 2020). 반면에 초

본류와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보릿짚과 우드펠렛은 기본적인 비료적 성분 함량이 낮아서 BSB와 BA의 질소, 인, 칼륨,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의 함량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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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종류에 따른 작물의 생육 특성 변화 옥수수 수확 후 식물체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 

및 Fig. 1과 같고, 옥수수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옥수수 식물체의 초장은 처리조건에 상관없이 179 - 191 cm plant-1 범위로 조사되었고, 옥수수 식물체의 부위별 

생체중은 바이오차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조사된 생체중 결과를 이용하여 옥수수 수확 후 발생되는 대와 잎의 

바이오매스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ACB 처리구에서 4.08 kg m-2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고, BA, BSB 순으로 

높았다. 바이오매스 생산성은 BSB, ACB, 그리고 BA 처리구가 Control 처리구에 비해 약 126%, 140% 및 134%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plant parts after corn harvest.

Treatment
Plant height

(cm plant-1)

Fresh weight (g plant-1)

Stem Leaf Root

Control 179 a† 340 a 147 a 124 ab

BSB 191 b 435 b 180 b 114 a

ACB 182 a 478 c 203 c 121 b

BA 180 a 505 d 149 a 127 c

†Means by the same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Biomass productivity by soil amendments applic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corn after corn harvest.

Treatment
Total weight

(g plant-1)

Corn yield

(g plant-1)

Straw

(g plant-1)

Grain yield

(g plant-1)

Corn productivity

(kg m-2)

Length

(cm ea-1)

Control 245 b† 163 a 81.7 d 120 a 1.96 a 16.0 a

BSB 256 c 186 c 70.0 b 146 c 2.23 c 17.0 b

ACB 237 a 174 b 62.7 a 133 b 2.09 b 17.2 b

BA 252 c 175 b 77.6 c 137 b 2.10 b 17.0 b

†Means by the same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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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수수의 생육 특성은 식물체의 생육 특성과 달리 BSB 처리구에서 높은 생산량을 보였다. 옥수수의 단위면적 

(m2) 당 생산량은 BSB, ACB 및 BA 처리구에서 각각 2.23, 2.09 및 2.10 kg m-2으로 Control 처리구에 비해 약 114%, 

107% 및 107% 증수율을 보였다.

바이오차의 토양 시용에 따른 효과는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작물 생육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었다 (Afreh et al., 2018; Kang et al., 2021b). Kang et al. (2018)의 밭 작물 재배 연구에 의하면, 보릿짚 바이오차

의 시용은 pH, 수분함량 등의 토양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개선시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용률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B를 비롯한 ACB 및 BA의 시용을 통해서 옥수수 수확 후 남은 바이오매스의 생

산성과 옥수수의 생산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바이오차 시용 후 토양 특성 변화 원재료의 특성이 다른 바이오차 시용이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모든 지표에서 바이오차 시용으로 인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작물의 생육과 

Fig. 2. Changes in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fter corn harvesting for each tested treatment group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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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양의 pH 및 CEC는 바이오차 처리구가 Control 처리구에 비해 각각 0.62 - 1.11 및 0.32 - 0.60 

cmolc kg-1 범위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ark et al. (2021)은 바이오차에 의한 pH 및 CEC 증가는 바이오차의 높은 

pH와 표면적에 의한 영향으로 CEC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고, 바이오차는 표면 및 전하 밀도가 높고, CEC가 높기 

때문에 농경지에 바이오차를 적용하면 CEC가 증가된다고 Kamara et al. (2015)과 Peng et al. (2011)이 보고한 바 있

다. 또한, 영양 공급, 보수력 및 미생물 활동을 증가시켜 토양 비옥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SOC 함량은 pH, CEC 결

과와 유사하게 BSB, ACB 및 BA 처리구가 Control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Kang et al., 

2021a).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이오차 시용 효과는 바이오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토양에서 작물 성장을 위한 

양분유효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차로 전환 후 농작물에 대한 시용 효과를 평가하였다. 공

시원료로 사용된 보릿짚, 가축사체 및 우드펠렛을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로 전환하였고, 옥수수 재배에 사용하였다. 바

이오차의 비료적 성분은 축산환경에서 발생되는 가축사체로부터 제조된 ACB의 pH와 무기성분 함량이 초본류 및 목

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바이오차에 비해 많았다. 옥수수 생육 및 토양 특성에 대한 바이오차 시용 효과는 전반

적으로 바이오차 종류에 상관없이 Control 처리에 비해 옥수수의 생산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양분유효도와 관

련이 깊은 토양 pH와 CEC 특성 또한 Control 처리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시험의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농업, 축산,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차로 전환하여 농경지로의 적용은 작물 생산성 향

상, 토양 환경 개선, 그리고 무기질 비료 대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바이오차의 농

업적 이용을 위한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바이오차 특성에 따른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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