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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global environment problems, the mitigation or sequestration of greenhouse gas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In particular, biochar has garnered much attention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through carbon sequestrat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ought to 

improve plant growth and enhance economic feasibility in terms of the price of carbon credits due 

to carbon sequestration by converting agro-byproducts to biochar and applying it as a fertilizer. 

Pepper stem, perilla stem, and chaff were selected as the agro-byproducts. Pepper and perilla 

stems were pelletized and converted to biochar. Unamended culture soil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and culture soil supplemented with commercial biochar as the positive control. Cherry 

tomato was cultivated. Each type of biochar was applied by mixing with culture soil at 0.5% (w/w) 

or 1% (w/w). More cherry tomatoes were produced in biochar-amended soils, althoug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iochar-treated and negative control groups were not significant. Plant 

height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the biochar-treated and negative control groups, except in 

the pepper stem biochar-treated group. Total carbon sequestered was respectively 13.26% and 

15.27%－26.44% in the negative control and biochar-treated groups. In terms of carbon credits, a 

profit of ₩3,976,906－40,130,253 ha-1 was estimated with biochar amendment. Although there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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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 34, Special Issue, 2022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herry tomatoes using culture soil, a significant 

difference may appear if field soil is used. Moreover, profits from carbon credits due to carbon 

sequestration are expected to fluctuate.

Keywords: Agro-byproduct, Biochar, Carbon credit, Carbon sequestration

서 론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주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가 있으며, 이 중 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경우 지구온난

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약 25배, 298배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Signor et al., 2013).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아산화

질소는 질소비료 사용량의 15.3%,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의 약 4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Denman et al., 2007). 또한 탄소 중립 또는 탄소 격리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대기 배출을 저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

고 있다. 특히, 바이오차의 경우 탄소저감과 더불어 환경개선제 및 토양개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고품위의 연료

로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wasthi, 2022; Downie et al., 2012; Lehmann and Joseph, 

2015; Sohi et al., 2010; Wang and Wang, 2019; Weber and Quicker, 2018).

바이오차란,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300－800°C 사이의 고온에서 바이오매스를 열처리하여 얻은 고형 

생산물을 말한다(Park et al., 2019). 바이오차는 탄소 격리, 오염토양개선, 토양 개량을 통해 식물 생장 촉진 등의 토양

개량제로서의 효과가 보고 되었다. 옥수수 재배지에서 아산화질소 배출에 대해 질소비료와 바이오차 시용효과를 비

교하였으며 유박과 바이오차를 혼합하여 시비한 경우 수확량 대비 아산화질소 저감량이 0.51 kg/t으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Lee et al., 2020). 벼 재배 시 적정 바이오차 펠릿 시용량은 60% N으로 나타났으며, 벼 생육기간이 지남

에 따라 필요한 암모늄태 질소 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Shin et al., 2020). Seo 등(2020)은 땅

콩 껍질 바이오차와 KMnO4 후처리한 후 및 KMnO4, KOH 후처리를 한 바이오차에서 3가 철과 크롬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바이오차로 전환 후 프러시안 블루에 담지하여 이

를 세슘 흡착 제거 가능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세슘 제거가 가능함이 보고된 바가 있다(Lim et al., 2021). 또한, Lee 

등(2022)의 경우, 실제 농촌에서 바이오차에 대한 인식 및 대체 시용에 대한 의사 분석을 진행하여 바이오차에 대한 

정부의 가격 지원책이 실시되었을 때, 바이오차 사용 의향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Jeong 등(2013)의 경우, 굴껍질 및 

바이오차를 이용하여 토양 산도가 개선되어 CO2 발생 증가 및 미생물 활성 증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차의 경우, 목재 바이오차 또는 훈탄 왕겨라는 이름으로 왕겨 바이오차만이 이용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이용 되어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차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혼합하여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였을 때 바이오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바이오차를 통한 탄소격리량을 계산하고 이

를 탄소배출권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바이오차 제작

본 연구는 왕겨, 고춧대, 들깻대 및 시판중인 바이오차(잘자람 바이오차, 창빛농업회사법인, 대한민국)를 이용하였

다. 왕겨는 전라남도 장성군의 삼정농업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으며, 고춧대와 들깻대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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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거하여 펠릿으로 성형하였다. 목재펠릿의 경우 여주 산림중앙회의 한나모펠릿을 이용하였다. 왕겨의 경우 농가

에서 그대로 바이오차로 제작하여 이용하여 펠릿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왕겨, 고춧대, 들깻대의 경우 400°C에서 한 

시간동안 공정하여 바이오차로 전환하였다. 바이오차의 화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작물 생장

방울토마토 품종은 슈퍼산체리로, 강원도 춘천시의 더팜코리아에서 모종으로 구매하여 정식하였고, 강원대학교에 

위치한 99 m2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시험 토양은 원예용 상토를 이용였으며 바이오차는 토양 중량 대비 0.5%, 

1% (w/w, 바이오차/토양)으로 처리하여 수준별로 포트에 일정 중량의 토양에 바이오차를 혼합한 후 충진하였다(Fig. 

1). 원예용 상토의 화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음성대조구로 미처리구와 양성대조구로 시판중인 바이

오차를 이용하였고 시험구 완전임의 배치 3반복을 이용하여 배치하였다. 방울토마토의 과실 개수는 묘종 이식 후 6일

차부터 2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32일간 측정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each biochar

Moisture 

content

(%)

pH 

(1:5)

EC 

(dS/m)

Organic 

matter 

(g/kg)

Available 

phosphate 

(mg/kg)

T-N

(%)

T-C 

(%)

Commercial biochar 55.50 7.88 0.23 459.70 13.95 0.34 26.67

Pepper stem pellet biochar 0.63 12.04 6.84 745.60 909.09 2.21 66.56

Perilla stem pellet biochar 0.55 12.20 13.59 810.50 1852.30 1.19 65.21

Chaff biochar 1.56 9.63 0.26 755.20 0.82 0.82 53.68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culture soil

pH 

(1:5)

EC 

(dS/m)

Organic matter 

(g/kg)

Available 

phosphate 

(mg/kg)

T-N

(%)

T-C 

(%)

Commercial biochar 4.72 1.55 354.7 1282.02 0.42 18.06

Fig. 1. Arrangement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biochar fertiliz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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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로그램

바이오차 대조구 및 무처리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t-test를 진행하였으며, SAS (SAS 9.4, IBM, USA)

를 이용하였다. 

토양의 무기태질소 및 전탄소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관리법(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0)에 의거하여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

안전센터에서 시료를 분석하여 토양의 화학성분 변화를 확인하였다. 토양시료는 일주일 간격으로 5주간 채취하였다. 

NH4
+-N과 NO3-N은 채취해 온 습식 토양 5 g과 2 M KCl 25 mL를 1:5 비율로 30분간 왕복식 항온 진탕기에서 진탕하

고 NO.2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액을 걸러낸 후 Kjeldahl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remner, 1960). 전탄소(TC)의 

경우 5주차 시료만 분석하였으며, 원소분석기(Vario Macro cube, elementar,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

든 측정은 3반복 진행되었으며,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바이오차 투입량 변화에 따른 탄소 격리 산정

바이오차 투입량 변화에 따른 탄소 격리와 탄소 저감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식 (1)을 이용하였다(Shin et al., 2016).


 






× (1)

SSTC는 토양의 탄소량, T는 바이오차 처리구의 탄소함량, NT는 미처리구의 탄소함량을 나타냈다. SW는 면적당 

토양중량(g/cm2)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CO2eqv)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식 (2)를 이용하였다.




  × (2)

CFSC는 토양탄소(1 kg C = 3.664 kg CO2equ)로부터의 CO2 저감 변환 계수이다. 수익성 분석의 경우 이산화탄소 저

감효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식 (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Shin et al., 2017).

  × (3)

P는 이산화탄소 거래를 통한 가격이며, AM은 CO2 저감의 양(MT/ha), MP는 이산화탄소 거래권의 시장가격

(\/MTCO2)이다. MP의 경우, KAU22의 \27,700/MT 및 KAU23 \18,000/MT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방울토마토 생육 변화

방울토마토의 개수 변화는 Fig. 2로 나타내었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모든 방울토마토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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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14일차의 경우, 들깨 0.5%, 왕겨 1.0%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 대비 0.11－1.44개의 생산

량이 낮게 나타났다. 30일차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0.67－4.17개 생산량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32일차에서의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방울토마토 개수의 통계적 차이는 왕겨 0.5% 처리구와 들깨 

1.0% 처리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그 외의 처리구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식물

의 길이의 경우, 바이오차의 시비 농도에 관계 없이 고춧대 바이오차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바이오차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구와 비교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Fig. 4). 선행연구(Hossain et al., 2010)

의 경우 일반 토양과 바이오차가 혼합한 경우, 일반적인 토양에 비하여 수확량 및 생장 길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료가 투입된 일반 토양에서 성장한 토마토와 일반토양에 바이오차만 혼합된 경우, 

비료를 투입한 경우 바이오차 시비 대비 높은 수확량이 보고되었다. 또한, 상업용 상토 및 계분 혹은 지렁이분 퇴비를 

바이오차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바질 및 토마토를 재배한 경우, 혼합비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 상토만 이용한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Huang et al., 2019; Huang et al.,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비

Fig. 2.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herry tomato fruits according to biochar fertilization time and amount.

*0.1% significance level

**0.05% significance level,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0.01% significance level,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Fig. 3.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herry tomato fruits 

according to biochar content on day 32.

Fig. 4. Differences in the height of cherry tomato plants 

according to biochar content on day 32.



234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 34, Special Issue, 2022

료와 달리 바이오차의 낮은 분해성으로 천천히 바이오차 내 영양분이 방출하여 특정 바이오차 시비 조건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토양 무기태질소, 전탄소의 변화

5주간 토양 내의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확인하였으며 Fig. 5로 정리하였다. 질산태 질소의 함량의 경우 

시판 바이오차 1% 처리구 2주차에서 320 m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들깻대펠릿 바이오차를 제외한 모든 처리

구와 무처리구에서 2주차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들깻대펠릿 바이오차의 경우, 1주차를 정점으로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경우, 질산태 질소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경우 

시판 바이오차 0.5% 처리구 2주차에서 385.8 m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도에 상관없이 무처리구, 시판 바이

오차 처리구 및 고춧대 펠릿 바이오차 처리구의 경우 2주차에서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였으나, 왕겨 및 들깻대 펠릿 바

이오차의 경우 1주차에서 정점을 나타내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판 바이오차의 경우 먼지 비산으로 인

한 화재,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2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Camps-Arbestain et al., 2015). Table 

1에 나타난 함수율과 같이 타 바이오차의 경우 2%이하의 낮은 함수율을 가지고 있으나, 시판 바이오차의 경우 55%

의 높은 함수율을 지니고 있어 전 질소의 경우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Park 등(2019)의 경우, NO3-N은 9일차

Fig. 5. Differences in (a) nitrate-nitrogen and (b) ammonium-nitrogen content according to biochar fertilization time 

an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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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0.05% 처리구에서 102.0 mg/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일차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NH4-N의 경우 3일째에서 가장 높았으며 14일째부터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NH4-N함량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비교 시, NO3-N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나, NH4-N의 경

우에는 바이오차 함량에 상관없이 왕겨바이오차와 들깻대 바이오차 처리구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으

나 대조구, 시판바이오차 및 고춧대 바이오차 처리구의 경우 선행연구보다 지연되어 결과가 나타났다. Velli 등(2021)

의 결과에서도 작물 재배 전 NO3-N와 NH4-N이 각각 466.56 ± 27.44, 76.33 ± 1.29 mg/kg에서 재배 후 12.52 ± 1.43, 

5.89 ± 1.59 mg/k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격리

전탄소의 경우 Fig. 6으로 정리하였다. 전탄소의 경우 무처리구의 경우 13.26%로 나타났다. 바이오차 처리구의 경

우 15.27%－26.4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들깻대 바이오차의 1% 처리구의 경우 26.44%로 다른 바이오차 

처리구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탄소를 바탕으로 탄소격리량을 계산하였다(Table 3). 무처리구의 경우 397,800 

kg/ha의 탄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바이오차의 탄소 격리 효과는 60.300－395,400 kg/ha로 계

Table 3. Carbon sequestration amount and carbon credit price according to biochar fertilization

TC 

(kg/ha)

SSTC 

(kg/ha)

CO2equiv 

(MT/ha)

KAU22 profit 

(₩/ha)

KAU23 profit 

(₩/ha)

Negative control 397,800 - - - -

Positive control 0.5% 458,100 60,300 220.94 6,120,016 3,976,906

Pepper 0.5% 690,900 293,100 1073.91 29,747,540 19,330,531

Chaff 0.5% 594,000 196,200 718.88 19,912,887 12,939,782

Perilla 0.5% 700,500 302,700 1109.09 30,721,871 19,963,670

Positive control 1.0% 613,200 215,400 789.22 21,861,549 14,206,061

Pepper 1.0% 675,300 277,500 1016.76 28,164,252 18,301,680

Chaff 1.0% 700,500 302,700 1109.09 30,721,871 19,963,670

Perilla 1.0% 793,200 395,400 1448.76 40,130,253 26,077,421

Fig. 6. Differences in total carbon amount according to biochar fertiliz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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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 이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하면 220.94－1448.76 MT/ha로 나타났다. KAU22의 \27,700/MT 및 

KAU23 \18,000/MT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3,976,906/ha－\40,130,253/ha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

타났다.

결 론

바이오차 처리에 따른 방울토마토 개수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하여 바이오차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들깻대펠

릿 바이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길이의 경우 고춧

대펠릿 바이오차를 제외한 모든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미한 생장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양분

이 많은 원예용 상토의 사용 및 바이오차에서 방출된 영양분의 이유로 판단되나, 바이오차의 낮은 분해율로 통계적 유

의성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차의 시비량의 따른 질산태 및 암모늄태 질

소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하여 초반 1－2주간은 바이오차 처리구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무처리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C를 측정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차 시비에 따른 탄소격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최대 \40,130,253/ha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높은 탄소함유량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농지에 비하여 높은 유기물을 함유한 원예용 상토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원예용 상토가 아닌 일반 농지에서 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작물 생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바이오차의 시비를 통해 농업생산력의 감소시키지 않으며 탄소격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을 가

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결과가 아닌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등의 

분석을 적용하여 바이오차 시비를 통한 탄소격리의 경제성 분석 및 장기 재배를 통한 바이오차의 시용 효과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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