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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ochar mixed ratios made by oaks on the growth and
quality index of Prunus sargentii seedlings in a containerized seedling production system. We treated biochar
made by oak charcoal with 10% and 20% volume ratio of the artificial soil including the untreated control and
applied two levels of 0.5 and 1.0 g/L fertilization treatments. Generally, growth parameters including height,
root collar diameter, and dry weight were decreased by biochar treatments and there were no fertilization
effects. However, 10% biochar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quality index by 26% compared to that of
control. Our results suggested the oak charcoal, a kind of biochar, can be substituted up to 10% of the artificial
soil in the containerized P. sargentii seedling production system and expect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in the
beginning of the 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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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바이오차는 농업 및 임업부산물, 가축 분뇨 또는 기타 유기성 폐기물을 산소가 적은 상태의 고온에서 생산한 일종
의 탄화물질이다 (Bracmort, 2010). 이것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량시키며,
토양에 탄소를 오랫동안 축적시킨다. 특히 농지에서 수분을 여과시키는 토양개량 첨가제로서 사용되어 왔고
(Lehmann and Joseph, 2009; Zhang et al., 2012), 임업 분야에서도 토양 개량에 사용될 수 있다. 바이오차의 탄소격
리, 양분공급 및 석회시용효과 (liming effect)는 임지에서의 개벌 및 수확, 간벌 등과 같은 산림바이오매스 제거에 의
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McElligott et al., 2011). 그러나 바이오차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 분야의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Oh et al., 2017), 바이오차를 임
업 분야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수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Wardle et al., 1998; Spokas et
al., 2012).
바이오차의 특성은 원재료 (Lehmann, 2007; Downie et al., 2009; Cho et al., 2017)와 열분해공정 (pyrolysis)의 온
도 및 시간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달라진다 (Liang et al., 2006; Cheng et al., 2008; Downie et al., 2009; Watanabe et al.,
2014). Yuan et al. (2011)에 의하면 볏짚을 이용해 500°C에서 제조된 바이오차가 같은 재료로 300°C에서 제조된 바
이오차보다 토양 산도 개선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차가 적용된 토양의 특성에 따라 토양개량효과는
크게 달라지고 이는 식물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Amonette and Joseph, 2009).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차
처리가 활엽수 두 수종의 묘목품질지수 (seedling quality index)를 평균 14% 증가시켰는데, 이는 조림할 때 묘목의 초
기 생존 확률을 높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Bayala et al., 2009; Aung et al., 2018). 또한,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시
행된 연구에서는 바이오차와 질소 비료를 함께 시비한 곳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였는데, 바이오
차만 적용했을 때는 수확량이 20% 증가하였고, 질소 비료만 적용했을 때는 25% 증가, 질소 비료와 바이오차를 동시
에 적용했을 때는 옥수수 수확량이 47% 증가하였다 (Zheng et al., 2010). 그러나 바이오차는 질소 고정 효율이 높은
토양과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토양 pH 증가 효과로 인해 토양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ehmann et al.,
2003; Novak et al., 2009a). 이러한 효과는 원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및 식물 특이성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다. Spokas et al. (2012)은 바이오차의 식물 생장에 대한 영향 연구들을 리뷰한 논문에서 바이오차 처
리가 식물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는 전체 연구에서 50%, 식물 생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30%, 식물 생장을 감소시킨 결과는 20%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차 혼합 비율이 경제림 조성 권장 수종인 산벚나무의 용기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 자생수종인 산벚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식재가 가능하다. 생리생
태적 특성으로 양수이며 습기가 많고 평탄한 비옥지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대기오염에 저항성이 강하다 (Cho and
Choi, 1992). 본 연구를 통해 상토대체재로서 참나무 숯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여, 임업 부산물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지역 및 연구수종 본 연구는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학술림 (36ﾟ22'N, 127ﾟ21'E) 내 온실에서 실시하
였으며, 온실의 연평균 기온은 22.5°C, 연평균 습도는 78.6%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종은 산벚나무 (Prunus

22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2, No. 1, 2019

sargentii Rehder)이며,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종자를 이용하였다. 2016년 3월 22일 경기도 포천의 국립산림
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온실에 파종하였고, 발아된 유묘를 2016년 4월 15일 충남대학교 온실로 가져와서 2016
년 4월 21일 포트에 식재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는 식물의 생장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0
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직경 6.8 cm, 깊이 15 cm로 용적 400 ml인 셀 (cell) 20개로 구성된 32 cm × 40 cm 용기
(tray)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편리성과 온실 내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모든 용기를 바닥에서 60 cm 높이의 용기받침대
위에 설치하였다. 바이오차 혼합 전의 기본 상토는 피트모스 (peatmoss), 펄라이트 (perlite), 질석 (vermiculite)을
1:1:1의 용적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Table 1), 이는 용기묘 생산에 적합한 상토로 알려져 있다 (Landis et al.,
1990). 실험 재료로는 1,200°C에서 제조된 참나무 숯 (바이오차)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분쇄기로 직경 1 mm 이하로
분쇄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바이오차 혼합 비율과 시비 처리에 따른 산벚나무의 반응을 구명하기 위해서 완전임의구역배치법 (completely
randomized block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3수준의 바이오차 혼합 비율과 2수준의 시비 처리를 각각 5반복 처리하
였다.
바이오차를 혼합하지 않은 대조구는 400 ml 상토만을 사용하였고, 참나무 숯 40 ml를 상토 360 ml에 혼합하여 혼
합 비율 10%로 만들고, 참나무 숯 80 ml를 상토 320 ml에 혼합하여 혼합 비율 20%로 사용하였다. 식재할 때는 간장
과 근원경이 비슷한 유묘를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식재 묘목 사이에 한 개의 빈 셀을 두어 용기 당 10개의 묘목을 식
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가 실험단위이고, 각각의 묘목이 관찰단위이다.
시비처리는 2016년 5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생육기에 해당하는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수준으로 처리하였
고, MultiFeed20 비료 (20N:20P2O5:20K2O, Haifa Chemical, Israel)를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2x’ 시비는 산림청 종
묘사업실시요령의 표준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1 g/L MultiFeed20을 물에 용해시켜 각 셀 당 110 ml씩 관수하였고, 표
준량의 50%에 해당하는 ‘1x’ 시비는 0.5 g/L MultiFeed20 비료를 용해시켜 처리하였다. 매일 20분 동안 오전에 자동
관수를 실시하였고, 관수량 또는 햇빛 양과 같은 온실 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인을 제거하기 위해 용기의 위치를 2주
마다 순환하여 재배치하였다.
생장측정 실험 기간 동안 바이오차 혼합 비율 및 시비 처리에 따른 용기묘의 간장과 근원경 생장을 매월 측정하
였다. 간장은 상토 지면으로부터 정아 끝 분열조직까지 측정하였고, 근원경은 지면 1 c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Han
et al., 2016). 바이오매스를 측정하기 위해 10월에 묘목을 줄기, 잎 및 뿌리로 나누어 수확하였고, 뿌리는 토양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수돗물로 3회 세척하였다. 분리된 식물 조직은 건조기를 사용하여 65°C에서 48시간 동안 건조
시킨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growing media before mixing with biochar (revised from Cho
(2015)).
Bulk density
(g m-3)

pH

0.37

6.1

Electric
conductivity
(ds m-1)

Organic
matter
(%)

Total
N
(%)

P2O5
(mg kg-1)

0.06

4.0

0.08

3.0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1)
K+

Ca2+

Mg2+

0.3

3.3

2.5

CEC
(cmolc kg-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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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품질지수 (Dickson’s quality index) 묘목의 간장, 근원경 등 단편적 생장특성으로 묘목의 품질을 평가하
고, 조림 후 생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ickson은 묘목의 전체 생장량인 건중량, 지상부와 지하부
의 배분 비율과 수고와 근원경의 비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묘목품질지수를 제시하였다 (Dickson et al., 1960; Iyer and
Wilde, 1982; Cho and Hwang, 2016). 묘목의 품질지수를 나타내는 Seedling quality index (SQI)는 값이 높을수록 건
전한 묘목으로 평가받는다 (Thompson, 1985; Jin et al., 2015). 본 실험에서는 묘목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Dickson
의 품질지수 (Quality Index, QI) 공식인 QI = SD/(HD+TR)를 사용하였다. SD는 묘목의 총 건중량 (g), HD는 간장
(cm)과 근원경 (mm)의 비율, TR는 지상부 건중량 (g)과 지하부 건중량 (g)의 비율을 나타낸다 (Dickson et al., 1960;
Deans et al., 1989; Bayala et al., 2009; Cho et al., 2017).
통계분석 바이오차 혼합 비율 3수준과 시비 처리 2수준이 묘목의 수고, 근원경, 건중량 및 품질지수에 미치는 영
향을 Duncan의 다중비교검정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 하였다. 각 처리에 따른 간장과 근원경의 월별 생장 변
화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확률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바이오차 혼합 비율과 시비 처리는 산벚나무 묘목의 간장과 근원경 생장에 유의하게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Table
2). 그러나 주요인 (main factor)인 혼합 비율은 묘목의 간장 생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묘목의 간장은 대조구에 비
해 10%와 20% 혼합 비율 처리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1x 시비 처리보다 2x 시비 처리에서 생장이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 1). 또한, 근원경 생장에 바이오차 혼합 비율과 시비 처리 주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Fig. 2). 그리고 간장과 근원경의 생장처럼 두 처리가 산벚나무의 잎, 줄기 및 뿌리의 바이오매스에 미치는 상호작
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Table 2), 바이오매스 생장에 미치는 바이오차 혼합 비율과 시비 처리 효과도 없었다
(Fig. 3).

Fig. 1. Seedling height (cm) for 1x fertilization (left) and 2x fertilization (right) by the mixed ratio of oak biochar.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ixed ratios in both fertilization treatments. Vertical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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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edling root collar diameter (mm) for 1x fertilization (left) and 2x fertilization (right) by the mixed ratio of oak
biochar. Vertical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5).

Fig. 3. Leaf, stem, and root dry weight for 1x fertilization (left) and 2x fertilization (right) by the mixed ratio of oak
biochar. Vertical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5).
Table 2. ANOVA table for growth parameters of Prunus sargentii on biochars mixed ratio and fertilization treatments.
Probability (Pr > F)
Source of variable

Degree of
freedom

Dry weight

Height

Root collar
diameter

Leaf

Stem

Root

Total

Quality index

Mixed ratio

2

<0.01

0.39

0.86

0.27

0.70

0.90

<0.01

Fertilization

1

0.19

0.49

0.42

0.20

0.63

0.44

0.47

Mixed ratio × Fertilization

2

0.89

0.54

0.62

0.97

0.55

0.66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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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edling quality index for 1x fertilization (left) and 2x fertilization (right) by the mixed ratio of oak biochar.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ixed ratios in both fertilization treatments. Vertical bars
represent on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5).

바이오차 처리에 의한 묘목의 수고, 근원경 및 건중량의 초기 감소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Cho et
al. (2017)과 Han et al. (2017)은 20% 혼합 비율 처리가 느티나무와 물푸레나무 묘목의 수고와 근원경을 유의하게 감
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 Haefele et al. (2011)은 탄화왕겨로 만든 바이오차를 벼에 처리했을 때 벼의 초기 생장을 유
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바이오차 처리가 pH와 같은 토양 특성에 영향을 주고 (Lehmann et al., 2003;
Chan et al., 2008; Novak et al., 2009a; Novak et al., 2009b), 그로 인해 식물체의 양분 흡수 또는 생리적 반응에 부정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Linnartz, 1963; Chung et al., 1980; Chan and Xu, 2009).
묘목품질지수의 경우 혼합 비율과 시비 처리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혼합 비율 10% 처리 묘목이 대조구에
비해 품질지수를 26% 향상시키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시비 처리는 생장 반응과 마찬가지로 품질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4).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차 혼합 처리에서 간장 대 근원경의 비율이 감소하여 품질지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묘목 식재 후 활착률과 초기 생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Mullin and Christl, 1982). 묘목의
품질을 평가할 때 주로 수고와 근원경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항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havasse, 1977; Thompson and Schultz, 1995; Jacobs et al., 2005). 이에 반해 묘목의 뿌리 바이오매스와 생리적 상
태는 묘목의 이식 후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Davis and Jacobs, 2005). 용기묘는 용기의 형태
및 크기, 상토의 종류에 따라 뿌리 발달이 다른데, 형태적 및 생리적으로 좋은 뿌리 체계를 가진 묘목은 조림 초기에 빠
른 활착과 높은 생장을 기대할 수 있다 (Duryea, 1985; Mattsson, 1997). 용기묘 생산 시 상토에 첨가된 바이오차는 묘
목의 뿌리에 적정한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 수분 보유력과 통기성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Lehmann et al., 2003; Steiner et al., 2007; Graber et al., 2010; Altland and Krause, 2012; Cernansky, 2015;
Rezende et al., 2016). 특히, 근원경과 뿌리밀도는 조림 후 뿌리의 생장 잠재력과 비례하고 (Mullin and Christl, 1982;
Rose et al., 1991), 이러한 뿌리의 생장 잠재력이 우수한 묘목은 수분이용능력이 높기 때문에 조림 후 높은 활착률을
나타낸다 (Carlson, 1986; Cho and Hwang, 2016).
본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조림 후 초기 활착률을 검증하는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묘목품질지수에 근거하면 바이오차 10% 혼합 비율 처리에서 생산된 묘목의 증가된 근원경과 뿌리 바이오매스는 초
기 활착과 생장을 향상시킬 것이다 (Duryea, 1985; Carlson, 1986; Mattsson, 1997). 따라서 참나무 숯 처리가 산벚나
무의 생장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명과 산림 부산물의 상토 대체효과 가능성 및 조림 초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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