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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iochar-related research using agricultural by-product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s part of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However, the effect research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appli-

cation of biochar by soil type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level of biochar by soil type. Closed chambe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42 days. The closed chamber experiment was performed by applying a different 

input amount biochar (0, 5, 10 and 20 ton ha-1) by four soil types (upland soil, greenhouse soil, converted soil, 

reclaimed soil). The cumulative carbon dioxide (CO2) emission decreased by 21.1 - 25.7% on average in 

greenhouse soil, converted soil, and reclaimed soi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t was analyzed 

that the cumulative nitric oxide (N2O) emission decreased significantly by 43.7 - 72.1% on averag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ll four soil types were analyzed to have low N2O emissions in the treatment chamber to 

which 20 ton ha-1 of biochar was applied. Long-term monitoring studies related biochar that can suppress 

nitrous oxide emissions and increase crop production are considered to needed for sustainable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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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land soil (b) Greenhouse soil (c) Converted land soil (d) Reclaimed land soil

Cumulative total N2O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during the 4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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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농경지에서 작물 재배 후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량은 연간 약 1,170만 톤으로 추정된다 (Yoon et al., 2014). 활용

도가 낮은 농업부산물은 수확 이후 소각하거나 토양 환원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Park et al., 2011; Woo, 

2013). 이런 부산물을 혐기성 환경에서 매립할 경우 메탄 (methane, CH4) 생성을 야기하고, 소각할 경우 각종 유해가

스와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N2O)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Zhang 

et al., 2008).

1750년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s)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IPCC, 2007). 역사적 배출로 CO2, N2O, CH4 등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적어도 지난 80만 년 동안 유례없는 수준

으로 상승하였다 (IPCC, 2014). 이러한 온실가스 중 농경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CH4와 N2O의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CO2에 비해 각각 25배, 298배에 이르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IPCC, 2007).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면서 국내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고, 관련된 정책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차 (biochar)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ehmann et al., 2011; Lee et al., 2020).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biomass)와 숯 (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

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이다 (Lehmann, 2007). 바이오매스 내 탄소는 열

분해를 거치면서 안정된 형태의 사슬 구조로 재배열돼 토양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차를 토

양에 투입하면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토양에 격리할 수 있다 (Lehmann, 2007; Lehmann and Joseph, 2009). 농업 분야

에서 발생되는 각종 바이오매스 자원을 바이오차로 전환하여 활용할 경우 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Ameloot et al., 2013; Liu et al., 2019; Shaukat et al., 2019). 더불어 토양 개량 (Huang et al., 2013; Liu et al., 

2016; Nguyen et al., 2017), 작물 수확량 개선 (Park et al., 2019, 2021; Martos et al., 2020) 등의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arvalho et al., 2016).

기존 연구들의 경우 바이오차 재료 및 제조 방법 (Gaskin et al., 2008; Lehmann and Joseph, 2009), 온실가스 배출

량 평가 (Karhu et al., 2011; Aguilar-Chavez et al., 2012; Troy et al., 2013), 작물 생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

다 (Dong et al., 2015; Park et al., 2021). 바이오차의 효과는 바이오차의 재료 (Liu et al., 2011; Quilliam et al., 2013) 

및 물리 ‧ 화학적 특성 (Gaskin et al., 2008; Lehmann and Joseph, 2009), 열분해 온도 (Lehmann et al., 2011; Clough 

et al., 2013), 기존 토양특성 (Van Zwieten et al., 2014; Nguyen et al., 2017), 비료 투입량 (Carvalho et al., 2016; 

Shaukat et al., 2019)에 따라 토양특성 및 작물 생육에 차이를 보인다 (Chen et al., 2020; Park et al., 2021). 비옥한 토

양보다 빈약한 토양에서 바이오차 적용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ailegnaw et al., 2019).

농경지의 경우, 갯벌에서 간척되어 논으로 개간되거나 (Yang et al., 2008), 산림에서 밭 또는 시설재배지 (Lee et 

al., 2003, Oh et al., 2010; Ok et al., 2015)로 개간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토지이용 전환되는 농경지별

로 바이오차 적용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농경지 유형별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 저감 효과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경지 토양별 바이오차 적용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경지 토양별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른 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농경지별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농경지에서 일정 양 이하로 줄인 배출량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받아 거

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간 혹은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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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공시 토양 및 바이오차 제조 본 연구는 기존 배추를 재배하였던 노지 밭 토양 (upland soil: 35°00'7.0"N, 

127°30'24.2"E), 시설재배지 토양 (greenhouse soil: 35°22'52.3"N, 126°36'38.8"E), 개간지 토양 (converted soil: 

35°49'28.4"N, 127°02'49.0"E), 간척지 토양 (reclaimed soil: 35°49'42.8"N, 126°41'10.0"E)을 사용하였다. 대상지에

서 채취한 토양을 풍건 후 2 mm 체에 통과시켜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공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의 경우 아래 표와 같

다 (Table 1).

Table 1. Chemical properties by soil types in farmland.

Type
pH

(1:5)

EC

(dS m-1)

T-C

(g kg-1)

T-N

(g kg-1)

NH4

(mg kg-1)

NO3

(mg kg-1)

Av. P2O5

(mg kg-1)

Ex. cation (cmol+ kg-1)
C.E.C

K Ca Mg

U† 4.8 0.5 14.13 1.40   92.3 260.6   32.0 0.4 2.6 1.2   5.6

G 5.5 4.1 12.05 1.38 289.2 240.2 595.0 0.5 7.5 2.2 14.3

C 6.5 0.3   7.79 0.63   95.3     7.6 160.6 0.2 3.2 1.5   6.7

R 6.7 0.2   4.12 0.57   57.9     2.5 171.7 0.7 1.8 2.2 10.6

†U, upland soil; G, greenhouse soil; C, converted soil; R, reclaimed soil.

토양분석은 토양 화학분석법 (NIAS, 2000)에 준하여 pH, T-C 및 T-N을 분석하였다. pH는 토양을 증류수와 1:5 

(W V-1)로 혼합한 후 30분간 교반하여 pH meter (S230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측정하였고, T-C와 T-N는 CN 

analyzer (Vario Max CN, Elementar, Germany)로 분석하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UV2550PC, Pekinelmer, 

USA)으로 분석하였으며, NH4

+는 Indophenol-Blue 비색법, NO3+는 Brucine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이온치환

용량 (cation exchange capacity)과 치환성양이온은 1N-NH4OAc용액으로 침출 후 ICP (ICPE-90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차는 왕겨를 수거, 건조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전북 고창의 왕겨숯 제조공장 탄화로를 

이용하여 TLUD (top lit up draft) 열분해 방식으로 약 500°C에서 제조하였다. TLUD 방식은 탄화로 상단 전기 저항

체를 통해 점화를 하고, 하단 바이오매스 사이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공기가 유입되어 상층부터 탄화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통해 생산한다. 왕겨 바이오차의 pH는 10.8이었고, T-C 함량은 566.9 g kg-1이었다. H:C ratio는 0.37

이었고, 표면적은 159.6 m2 g-1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ochar.

Material pH (1:10) T-C (g kg-1) T-N (g kg-1) T-H (g kg-1) H:C ratio Surface area (m2 g-1)

Rice hull biochar 10.8 566.9 5.7 17.6 0.37 159.6

바이오차의 pH는 토양분석 시 사용한 장비를 통하여 바이오차와 증류수를 1:10 (W V-1)로 혼합하여 교반 후 측정

하였고, T-C, T-N, 총 수소 (total hydrogen, T-H)는 Elemental Analyzer (Vario MACRO cube, Elementar, Germany)

로 분석하였고, 비표면적은 Surface area analyzer (BELSORP-max, BEL, Japan)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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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 처리 및 항온 배양시험 시험구 처리는 농경지 토양 유형에 따라 밭 토양 (upland soil, U), 시설재배지 

토양 (greenhouse soil, G), 개간지 토양 (converted soil, C), 간척지 토양 (reclaimed soil, R) 처리구로 구분하였다. 다

음으로, 바이오차의 투입량에 따라 ha당 0, 5 ton, 10 ton, 20 ton 투입한 처리구를 정하여 최종적으로 48개의 처리구를 

설정하였다 (Table 3).

Table 3. Description of experimental setup.

Treatments Soil group Biochar type Biochar input amount (ton ha-1)

U0 Upland Rice hull biochar 0

U5 Upland Rice hull biochar 5

U10 Upland Rice hull biochar 10

U20 Upland Rice hull biochar 20

G0 Greenhouse Rice hull biochar 0

G5 Greenhouse Rice hull biochar 5

G10 Greenhouse Rice hull biochar 10

G20 Greenhouse Rice hull biochar 20

C0 Converted Rice hull biochar 0

C5 Converted Rice hull biochar 5

C10 Converted Rice hull biochar 10

C20 Converted Rice hull biochar 20

R0 Reclaimed Rice hull biochar 0

R5 Reclaimed Rice hull biochar 5

R10 Reclaimed Rice hull biochar 10

R20 Reclaimed Rice hull biochar 20

봄배추 표준시비량을 (N-P-K: 32-7.8-19.8 kg 10a-1) 기준으로 토양 10 kg당 요소-용성인비-염화칼리를 5.47 g, 

3.53 g, 2.54 g 투입하고, 혼합가축분퇴비를 (우분 28%, 돈분 22%, 계분 19%) 토양 10 kg당 42 g 투입하였다. 바이오

차는 각각의 처리구에 맞도록 투입량을 산정하여 투입하였다. 모든 처리구에 토양과 자재를 투입한 후 혼합하여 

closed chamber (∅ 9.0 cm, H 12.5 cm)에 충진하였다. 수분은 수분 보수력 (water holding capacity, WHC) 70%, 온

도는 25°C로 미생물 분해 활성이 가장 활발한 조건으로 (Zeng et al., 2013) 42일간 배양하였다.

가스 flux 측정 및 분석 항온 조건에서 closed chamber 내 발생되는 CO2와 N2O 농도를 조사하였다. 시료채취 

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기를 투입함으로써 closed bottle 내부에 잔존하는 가스를 제거한 후 시료를 채취하

였다. 항온 배양 초기 1주일은 2일 간격, 2주차는 3일 간격, 이후는 1주일 간격으로 기체 시료를 채취하였다. 기체 시료

를 채취하지 않은 기간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마개를 열어 두었고, 증발되는 수분량을 고려하여 2 - 3일 간격

으로 증류수를 보충하여 일정한 수분함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기체 시료의 CO2 농도는 불꽃이온화 검출기 (FID 

detector)로 분석하였으며, 칼럼은 Hayesep Q (80/100 mesh)를 충전한 1/8� × 3.66 m의 Stainless steel tubing 

column, 그리고 검출기 온도는 250°C로 하였고, N2O 농도는 전자포획검출기 (ECD detector)로 분석하였으며 칼럼

은 Hayesep Q (80/100 mesh)를 충전한 1/8� × 1.83 m의 UltiMetal tubing column, 그리고 검출기의 온도는 350°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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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7890A, Agilent, USA)로 각각 측정하였다. 세부조건은 Table 4와 같다. CO2, N2O efflux의 

계산은 아래의 Eq. 1을 이용하였다 (Lee et al., 2020).

CO2 or N2O efflux (mg m-2 day-1) = ×



×


∆

∆
×



(Eq. 1)

여기서, 는 기체밀도로써 CO2는 1.977 mg cm-3, N2O는 1.967 mg cm-3, V는 챔버 부피 (m3), A는 챔버 표면적 (m2), 



∆

∆
는 챔버 내 단위시간당 CO2 및 N2O의 증가농도 (mg m-3 day-1), T는 항온온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적 발생량은 

Σ(R×D)을 이용하여 항온기간 동안 총 CO2 및 N2O efflux를 계산하였다. 이때 R은 CO2 및 N2O 발생량 (mg m-2 day-1)

이며, D는 시료채취 공백 기간이다.

Table 4. Analytical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ic measurement for CO2 and N2O.

Gas N2O CO2

Detector µECD FID

Column

Packing material Hayesep Q Hayesep Q

Materials UltiMetal Stainless steel

O.D. × length 1/8� × 1.83 m 1/8� × 3.66 m

Carrier gas CH4 5.0% Ar-1 N2

Flow rate
Carrier 21 mL min-1 23 mL min-1

Make up   2 mL min-1   2 mL min-1

Temperature
Oven 60°C 60°C

Detector 350°C 250°C

Retention time 9 min 9 min

Concentration of calibration gas 0.5 and 1.0 ppmv N2O in N2 400 and 1,000 ppmv CO2 in N2 

Loop 2 mL 2 mL

통계분석 농경지 토양별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는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통계처

리하였다. 처리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 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F-test 값이 p < 

0.05의 범위에서 유의한 경우에만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Results

토양 화학성 변화 토양의 T-C 함량은 토양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차 투입

량에 따라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바이오차를 투입하지 않은 U0, G0, C0, G0 처리구

의 T-C는 각각 14.09, 11.32, 6.5, 3.6 g kg-1이었다. 그리고 바이오차를 20 ton ha-1 투입한 U20, G20, C20, G20 처리

구의 T-C는 24.97, 16.17, 16.41, 13.61 g kg-1이었다. 밭과 시설재배지 토양의 T-C 함량이 간척지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조구 대비 바이오차를 20 ton ha-1 투입한 처리구에서 최소 4.85 g kg-1, 최대 10.88 g kg-1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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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의 토양 T-N 함량은 토양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차 투입량별로도 그 양

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시설재배지에서 T-N 함량은 1.98 g kg-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간척지 토양에서 0.75 g kg-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토양의 C/N 비율은 토양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라서도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바이오차를 투입하지 않은 U0, G0, C0, G0 처리구에서 C/N 비율은 각각 

8.70, 6.02, 5.86, 3.76이었고, 20 ton ha-1 투입한 U20, G20, C20, G20 처리구의 C/N 비율은 13.28, 9.35, 15.63, 14.48

이었다. 대조구 대비 바이오차를 20 ton ha-1 투입한 처리구에서 최소 4.58 g kg-1, 최대 10.72 g kg-1 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T-C, T-N and C/N ratio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Treatments T-C (g kg-1) T-N (g kg-1) C/N ratio

U

U0 14.09 ± 0.06 a¶ 1.62 ± 0.00 a   8.70 ± 0.05 a

U5 16.94 ± 0.22 b 1.69 ± 0.11 b 10.02 ± 0.11 b

U10 19.03 ± 0.07 c 1.72 ± 0.01 b 11.06 ± 0.02 c

U20 24.97 ± 0.17 d 1.88 ± 0.00 c 13.28 ± 0.12 d

Average 18.76 ± 0.37 D§ 1.73 ± 0.01 C 10.78 ± 0.16 D

G

G0 11.32 ± 0.04 a 1.88 ± 0.02 b   6.02 ± 0.05 a

G5 13.50 ± 0.19 b 1.84 ± 0.02 b   7.34 ± 0.19 b

G10 16.53 ± 0.52 c 1.98 ± 0.01 c   8.35 ± 0.27 c

G20 16.17 ± 0.11 c 1.73 ± 0.01 a   9.35 ± 0.01 d

Average 14.38 ± 0.24 C 1.86 ± 0.01 D   7.77 ± 0.14 A

C

C0   6.50 ± 0.12 a 1.11 ± 0.02 b   5.86 ± 0.15 a

C5   8.68 ± 0.10 b 1.10 ± 0.02 ab   7.89 ± 0.04 b

C10 11.47 ± 0.31 c 1.10 ± 0.02 ab 10.43 ± 0.22 c

C20 16.41 ± 0.27 d 1.05 ± 0.0 a 15.63 ± 0.09 d

Average 10.76 ± 0.36 B 1.09 ± 0.01 B   9.98 ± 0.34 C

R

R0   3.68 ± 0.06 a 0.98 ± 0.02 d   3.76 ± 0.03 a

R5   5.42 ± 0.14 b 0.75 ± 0.02 a   7.23 ± 0.27 b

R10   8.49 ± 0.10 c 0.89 ± 0.02 b   9.54 ± 0.30 c

R20 13.61 ± 0.03 d 0.94 ± 0.01 cd 14.48 ± 0.20 d

Average   7.80 ± 0.35 A 0.89 ± 0.01 A   9.36 ± 0.15 B

Effect† Probability > F‡

Soil type (A) p < 0.000 p < 0.000 p < 0.000

Biochar input amount (B) p < 0.000 p < 0.000 p < 0.000

(A) × (B) p < 0.000 p < 0.000 p < 0.000

Values are the mean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 = 3), and those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etween treatments.
†ANOVA was performed for all the treatments.
‡The bold indicates that the effects are significant at α = 0.05.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y soil type (p < 0.05).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y biochar input amou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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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6주간 토양유형별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른 CO2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토양유형 및 바이오차 투입

량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다만, 항온 배양 직후 모든 처리구에서 CO2 배출량이 높

게 배출되었고, 배양실험 8일차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1일차에 소폭 증가하고 14일차에 CO2가 가장 적게 배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42일차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1).

Table 6. CO2, N2O emissions & cumulative emissions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Treatments
CO2 emission

(g m-2 day-1)

N2O emission

(mg m-2 day-1)

Cumulative CO2

(g m-2)

Cumulative N2O

(mg m-2)

U

U0 1.71 ± 0.24 a¶ 2.74 ± 0.42 b 29.80 ± 2.79 a 52.10 ± 8.39 b

U5 1.99 ± 0.26 a 0.42 ± 1.17 a 34.33 ± 3.54 a 21.15 ± 3.34 a

U10 2.14 ± 0.33 a 1.73 ± 0.28 a 37.76 ± 3.73 a 31.62 ± 5.06 a

U20 2.07 ± 0.30 a 0.95 ± 0.14 a 36.69 ± 3.34 a 17.36 ± 2.80 a

Average 1.98± 0.14 A§ 1.65 ± 0.15 A 34.64 ± 1.69 A 30.56 ± 2.92 A

G

G0 1.89 ± 0.33 a 2.33 ± 0.46 a 33.13 ± 2.97 a 43.60 ± 3.80 c 

G5 1.70 ± 0.30 a 3.25 ± 0.68 ab 30.63 ± 2.75 a 60.88 ± 6.27 d

G10 1.76 ± 0.34 a 1.67 ± 0.36 ab 30.75 ± 2.52 a 31.19 ± 4.04 b

G20 1.77 ± 0.36 a 1.18 ± 0.21 b 31.93 ± 2.50 a 22.45 ± 2.69 a

Average 1.78 ± 0.16 A 2.11 ± 0.24 AB 31.63 ± 1.33 A 39.53 ± 2.54 AB

C

C0 2.31 ± 0.41 a 8.33 ± 1.22 c 39.97 ± 3.70 a 161.35 ± 25.81 c 

C5 2.44 ± 0.45 a 6.53 ± 1.21 bc 42.70 ± 3.85 a 123.13 ± 15.73 bc 

C10 2.09 ± 0.40 a 5.06 ± 0.97 ab 36.91 ± 3.00 a 93.95 ± 11.84 ab

C20 1.95 ± 0.36 a 2.99 ± 0.54 a 34.83 ± 2.78 a 55.56 ± 6.80 a

Average 2.20 ± 0.20 A 5.73 ± 0.53 B 38.60 ± 1.68 B 108.50 ± 8.93 A

R

R0 1.99 ± 0.45 a 4.42 ± 0.93 b 35.10 ± 2.48 b 83.19 ± 13.57 b 

R5 1.63 ± 0.36 a 3.15 ± 0.72 ab 29.26 ± 2.22 a 59.90 ± 8.09 ab 

R10 1.56 ± 0.34 a 2.97 ± 0.65 ab 27.91 ± 2.01 a 57.15 ± 9.08 ab

R20 1.69 ± 0.31 a 1.89 ± 0.40 a 29.66 ± 2.56 a 35.54 ± 4.30 a

Average 1.72 ± 0.18 A 3.10 ± 0.36 C 30.48 ± 1.18 A 58.95 ± 4.87 C

Effect† Probability > F‡

Soil type (A) p = 0.212 p < 0.000 p < 0.001 p < 0.000

Biochar input amount (B) p = 0.975 p < 0.000 p = 0.913 p < 0.000

(A) × (B) p = 0.972 p = 0.066 p = 0.237 p < 0.001

Values are the means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 = 30), and those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etween treatments.
†ANOVA was performed for all the treatments.
‡The bold indicates that the effects are significant at α = 0.05.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y soil type (p < 0.05).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y biochar input amou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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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land soil (b) Greenhouse soil

(c) Converted land soil (d) Reclaimed land soil

Fig. 1. CO2 emission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during the 42 days. 

Values are the means of triplicate and vertical bars ar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Error bars are often too 

small to be depicted. Detailed treatments are provided in Table 3.

42일간 토양유형별 CO2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개간지 토양에서 평균 2.20 g m-2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밭 

토양 1.98 g m-2 day-1, 시설재배지 토양 1.78 g m-2 day-1, 간척지 토양 1.72 g m-2 day-1 순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차 투

입량에 따른 CO2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 ton ha-1 처리구에서 1.87 g m-2 day-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 ton ha-1 처

리구 1.88 g m-2 day-1, 5 ton ha-1 처리구 1.94 g m-2 day-1, 대조구 1.97 g m-2 day-1 순으로써, 바이오차 투입 비율이 높

을수록 CO2 배출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2O 배출량 4가지 농경지 토양에 대해 바이오차 처리구별 N2O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토양유형과 바이오차 투

입량에 따라 N2O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 (p < 0.000)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42일 중 밭 토양, 개간지 

토양, 간척지 토양에서는 8일차에 N2O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지 토양에서는 1일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2). 42일간 토양유형별 N2O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개간지 토양에서 평균 5.73 g m-2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척지 토양 3.10 g m-2 day-1, 시설재배지 토양 2.11 g m-2 day-1, 밭 토양 1.65 g m-2 day-1 순으로 분석되

었다.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른 N2O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 ton ha-1 처리구에서 1.75 g m-2 day-1로 가장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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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10 ton ha-1 처리구 2.86 g m-2 day-1, 5 ton ha-1 처리구 3.52 g m-2 day-1, 대조구 4.45 g m-2 day-1 순으로써, 바이오

차 투입 비율이 높을수록 N2O 배출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a) Upland soil (b) Greenhouse soil

(c) Converted land soil (d) Reclaimed land soil

Fig. 2. N2O emission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during the 42 days. 

Values are the means of triplicate and vertical bars ar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Error bars are often too 

small to be depicted. Detailed treatments are provided in Table 3.

온실가스 (CO2, N2O) 누적 배출량 누적 CO2 배출량은 토양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 (p < 0.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바이오차 투입량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42일째 누적 CO2 배출량은 바이오

차를 투입하지 않은 U0, G0, C0, G0 처리구에서 각각 53.61, 59.32, 67.58, 52.14 g m-2이었고, 바이오차를 5 ton ha-1

를 투입한 U5, G5, C5, G5 처리구에서는 각각 63.31, 51.84, 69.87, 41.97 g m-2이었다. 바이오차 10 ton ha-1를 투입한 

U10, G10, C10, G10 처리구에서는 각각 65.22, 49.05, 56.83, 38.73 g m
-2이었다. 바이오차 20 ton ha-1를 투입한 U20, 

G20, C20, G20 처리구에서는 각각 62.80, 46.81, 53.41, 47.21 g m-2이었다. 밭 토양에서는 바이오차를 처리하지 않

은 U0에서 53.61 g m-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시설재배지와 개간지 토양에서는 바이오차를 20 ton ha-1 처리한 처리

구의 누적 CO2 배출량이 46.81, 53.41 g m-2로 가장 낮았다. 간척지 토양에서는 바이오차를 10 ton ha-1 처리한 처리구

의 누적 CO2 배출량이 38.73 g m-2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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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land soil (b) Greenhouse soil

(c) Converted land soil (d) Reclaimed land soil

Fig. 3. Cumulative total CO2 emission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during the 42 days.

누적 N2O 배출량은 토양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차 투입량과도 유의미한 차이 

(p < 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42일째 누적 N2O 배출량은 바이오차를 투입하지 않은 U0, G0, C0, 

G0 처리구에서 각각 112.73, 62.16, 334.85, 162.86 mg m-2이었고, 바이오차를 5 ton ha-1를 투입한 U5, G5, C5, G5 

처리구에서는 각각 48.89, 87.74, 208.42, 105.17 mg m-2이었다. 바이오차 10 ton ha-1를 투입한 U10, G10, C10, G10 

처리구에서는 각각 65.86, 45.74, 155.01, 105.17 mg m-2이었다. 바이오차 20 ton ha-1를 투입한 U20, G20, C20, G20 

처리구에서는 각각 38.21, 35.00, 93.46, 56.83 mg m-2이었다. 누적 N2O 배출량은 시설재배지 토양을 제외하면 바이

오차를 투입하지 않은 U0, C0, R0 처리구에서 각각 112.73, 208.42, 162.86 mg 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가지 농

경지 토양 모두 바이오차를 20 ton ha-1 처리한 처리구의 누적 N2O 배출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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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land soil (b) Greenhouse soil

(c) Converted land soil (d) Reclaimed land soil

Fig. 4. Cumulative total N2O emission by soil type according to biochar application under closed chamber condition 

during the 42 days.

Discussion

바이오차는 농경지 토양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Chen et al., 2020), 그 효과는 바이오차 공급 원료 (Liu et 

al., 2011, 2016), 공급량 (Amoakwah et al., 2020; Duan et al., 2021), 제조 온도 (Han et al., 2021) 토양 조건 (Van 

Zwieten et al., 2014; Nguyen et al., 2020) 등에 따라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바이오차를 토양

에 투입하면 토양 탄소 함량이 증가하여 (Lee et al., 2020),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성질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Bai et al., 2015; El-Naggar et al., 2018; Han et al., 2021).

바이오차의 여러 가지 효과 중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이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Jeffery et al., 2016; Chen et al., 2020; Deng et al., 2020). 토양에 볏짚과 같은 유기물질을 직접 투입하

면 생물학적 분해의 영향으로 CO2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다 (Liu et al., 2011). 그러나 바이오차는 생물학적 분해의 영

향을 받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Nichols et al., 2000; Ascough et al., 2010), 토양탄소 함량은 증가하지만 

분해가 되지 않아, 직접적인 CO2 배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Lee et al., 2020). 본 연구에서도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라 CO2 배출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 - 5.1% 더 낮게 나타났다. Spokas et al. (2009)은 우드칩 바이오차가 대조

군 토양에 비해 CO2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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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누적 CO2 배출량도 밭 토양을 제외하면 대조구 대비 바이오차를 적용한 토양에서 21.1 - 25.7%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논토양에서 볏짚을 적용한 대조구와 바이오차를 적용한 처리구간의 누적 CO2 배출량을 실험한 Liu et al. 

(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다만, 기존 배추를 재배했던 밭 토양의 경우 대조구보다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CO2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

차는 점화효과 (priming effect)로 인하여 단기간은 CO2 배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Woolf and Lehmann, 2012), 이는 

바이오차가 토양 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킴에 따라 호흡률이 증가하고, 결국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Woo, 2015; Dai et al., 2021). 장기적으로는 점차 CO2 배출량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Woolf and Lehmann, 

2012).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배출되는 CO2는 탄소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Sistani et al., 2011), 바이오차를 투

입한 시설재배지, 개간지, 간척지 토양에서는 탄소 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타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Liu et al., 2011; Ameloot et al., 2013; Lee et al., 2020). 다만, 밭 토양의 

경우 기존 농경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탄소 함량이 높았고, 다량의 바이오차가 투입됨에 따라 CO2 배출량이 증가된 것

으로 사료된다. 즉, 바이오차 투입으로 토양 내 증가된 탄소는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었다고 사료된다. 향후 바이오차

의 점화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토양미생물과 바이오차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라 N2O 배출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바이오차를 투입한 처리구

에서 20.9 - 60.7% 낮게 분석되었다. 누적 N2O 배출량도 대조구 대비 바이오차를 투입한 토양에서 43.7 - 72.1% 낮게 

나타났다. Cayuela et al. (2014)의 연구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N2O 배출량 평가 연구 261건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

행한 결과, 바이오차 투입에 의해 토양 N2O 배출이 평균 54% 감소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Ameloot et al. 

(2013)은 700°C에서 제조한 바이오차가 N2O를 50% 감축하였다고 보고하였고, Shaukat et al. (2019)은 질소만 처리

한 대조구와 바이오차를 중복 처리한 실험에서 49 - 61%의 N2O를 감축할 수 있었다는 보고와 본 연구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축 원인으로는 높은 C/N 비율의 바이오차가 토양에 투입되었을 때, 질소 부동화를 유발하

여 토양에서 배출되는 N2O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Lehmann et al., 2006, Liu et al., 2011). 이 연구에서 사용된 왕겨 

바이오차의 경우 C/N 비율이 99.5로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라 비례하여 N2O 배출량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바이오차는 무기태 질소 흡착 (van Zwieten et al., 2010), 완전 탈질 (Uchida et al., 2019) 등 다양한 기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N2O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ase et al., 2015; Li et al., 2021).

본 연구에서 바이오차를 투입함에 따라 시설재배지 토양을 제외하고 모두 N2O 배출량이 저감되었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경우 일반 밭 토양, 개간지 토양에 비해 다량의 양분이 투입되는 경향이 높다. 이 때문에 EC 함량은 8배 이상, 

NH4

+ 함량은 2배 이상 높은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 바 (Table 2), 바이오차 투입에 따른 일정 패턴을 보이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동위원소기법 등을 활용해 과정별 기여도를 구명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이오차의 N2O 배출량 저감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Ameloot et al., 2013; Liu et al., 2014; 

Lee et al., 2020). 이 연구에서도 바이오차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N2O 배출량이 낮아져, 20 ton ha-1 투입한 처리구에서 

N2O 배출량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바이오차 투입 비율이 높을수록 탄소 격리가 증가하지만 (Amoakwah et al., 

2020),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 비용이 많이 들고, 토양 비옥도가 감소할 수 있다 (Beesley et al., 2011). 따라

서 작물 생육과 온실가스배출량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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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밭 토양, 시설재배지 토양, 개간지 토양, 간척지 토양을 대상으로 바이오차를 0, 5, 10, 20 ton ha-1을 투입

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비교 ‧ 분석하였다. 토양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차의 적용 효과가 다르고, 이에 온실가스 배출

양상이 상이함으로 각각 농경지 토양별 바이오차의 투입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다.

CO2 배출량은 밭 토양을 제외하면 바이오차를 투입한 처리구에서 1.5 - 5.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처리구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N2O 배출량의 경우 대조구 대비 20.9 - 60.7%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이오차의 N2O 배출 억제 효과가 증명되었다. 누적 CO2 배출량도 대조구 대비 바이오차를 적용

한 토양에서 21.1 - 25.7% 낮게 나타났으나, 바이오차 투입량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개간지 토양이 타 유

형에 비해 누적 CO2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누적 N2O 배출량은 43.7 - 72.1%로 모든 토양 유형에서 바이오차 

투입량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 CO2 배출량보다는 N2O 배출량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농경지에서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고, N2O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투입량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수행

하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농경지 토양유형별 T-C 및 T-N 증가, C/N 비율 증가, N2O 배출저감 효과를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에서 향후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대기 중 N2O 배출을 억제하고, 작

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장기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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