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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ea is one of the most common nitrogen fertilizer,

but nitrogen use efficiency by crop is low because of rapid

hydrolysis of urea and loss of nitrogen in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nitrogen release from nitrogen

fertilizers. In this study, pyroligneous acid (PA) was used as a

mean to inhibit urease in soil and prevent excessive nitrogen

release from urea. Active ingredient in PA (AI) inhibited

ammonification of urea in soil by reducing extracted ammonium

nitrogen at 79.7% compared to the soil without PA.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PA on fertilization efficiency of urea,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was cultivated in

soil treated with urea and PA both in pot and field. For PA

treatment, half amount of urea was used compared to the amount

of urea conventionally applied to Chinese cabbage. The PA

treatment with half amount of urea resulted in similar Chinese

cabbage biomass to the conventional urea application. Nitrogen

concentration in Chinese cabbage was less in PA treatment

indicating that Chinse cabbage effectively used nitrogen.

Consequently, fertilization of urea with PA will reduce amount of

fertilizer and frequency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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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소는 작물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

해 많은 양의 질소비료가 사용되고 있다. 질소 결핍은 불충분

한 동화작용으로 인해 식물의 성장을 저해시키지만, 과도한 질

소는 식물의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킨다[1]. 과도한 양의

질소 비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토양에 많은 양의 질소가 유

입되면, 암모니아(NH3)로 휘산되며 질산이온(NO3
−)은 수계를 오

염시키고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2O)를 방출하여 지구 온도

상승 등과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2]. 따라서, 영양소 손

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질소 비료의 사용과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3].

요소는 대표적인 질소 비료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질소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소를 토양에 첨가하면, 토양에 존

재하는 urease에 의해 빠르게 가수분해 되어 암모늄(NH4
+) 이

온을 방출한다. 그러나 빠른 가수분해는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

기 전 질소 비료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이 필

요로 하는 시기에 요소가 가수분해되어 식물에 공급되도록 암

모늄 이온의 방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요소로부터 암모늄 이온의 방출을 제어해 질소의 용탈과 휘

산을 막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요소를 화학적으로 코팅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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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순차적으로 요구하는 영양소를 천천히 제공함으로써 비

료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이다[4].

Polymer로 코팅된 요소는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식물 성장기

후반에 토양 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5]. 그러나 코팅된 요소를 제조하는데 생산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코팅 재료 이외에 석유

기반으로 된 합성 코팅 재료는 잔류 껍질이 분해되지 않아 잠

재적으로 토양에 해로울 수 있다[6].

두 번째 방법은 urease를 억제해 요소로부터 암모늄 이온의 방

출을 조절하여 암모니아로의 휘산과 질산염 용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2]. Urease 저해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화합물은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NBPT)가 있으며 이외에도

phenylphosphorodiamidate (PPD)가 있다. 그러나 NBPT와 PPD

를 처리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잎 끝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urease의 저해로 식물에 유독할 만큼의 요

소가 축적되기 때문이다[7]. 따라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urease를 저해하는 물질이 요구된다.

목초액(Pyroligenous acid, PA)은 목재뿐만 아니라 식물성 바

이오매스의 열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를 응축하여 얻은 수

용성 분획이다. 목초액은 황갈색을 띄는 산성의 액체로,

hydroxyketones, pyrans, furans, phenols 등을 가진 복잡한 화

합물이다[8]. 목초액은 농약, 항균제, 식물성장 자극제 등의 역

할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9]. 목초액은 개화 등

식물의 전체적인 성장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며, 세포 성장을 자

극하여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역할과 여러 미생물들의 성장

을 자극하여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목초액은 쌀,

수수, 고구마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브라질에서는 질병과 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10].

목초액을 요소와 함께 토양에 처리하였을 때 urease 억제제

로 작용하여 암모늄 이온의 방출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1]. 목초액은 작물의 세포 성장을 조절해 전체적인 생육 단계

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배추 재배에서 질소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실제 농경지 토양에서 식물의 생

육량을 유지하면서 질소비료의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 검

증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pot 실험시 목초액이 urease를 저

해하여 배추 생육시 질소 이용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11,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초액의 분획으로 얻은 유

용성분이 urease 저해제로 작용하여 요소에서 질소를 완효적으

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온실과 노지에서의 식물 생육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토양과 목초액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토양은 질소 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을 표토 1 cm를 제거한

후 0-20 cm 깊이에서 채취하였으며 2 mm 이하로 체질 후 상온

보관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토양 5 g에 증류수(1:5)를 넣어

30분간 교반한 후 pH와 EC를 측정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Walkley-Black 법으로 분석하였다[13]. 교환성 질소의 분석을 위

해 토양 5 g을 2 M KCl 로 추출 후 용액의 질소 함량을 Kjeldahl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4]. 목초액의 pH와 EC는 pH meter

와 EC meter로 각각 측정하였고, 증류잔사물은 목초액 100 mL

를 105 oC에서 건조시키고 남은 무게로 측정하였다. 토양 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목초액의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목초액 chloroform 분획이 토양의 암모니아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

목초액에서 urease를 저해하는 유효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chloroform으로 분획하였다[15]. Chloroform층을 취하여 evaporator

로 용매를 증발시킨 후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하고 10,000 mg/

L의 농도가 되도록 에탄올에 녹였다. 목초액이 토양의 암모니

아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의 수분 함량은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water filled pore space의 60%

로 하였다[18]. 토양 200 g에 목초액 분획 1,000 mg/L 10 mL,

요소 0.48 g을 첨가해 혼합 후 20 g씩 소분하여, 25 oC 항온 배

양기에서 1, 3, 5, 14일 동안 항온 배양하였다. 배양 후 2 M

KCl 70 mL를 넣고 180 rpm에서 30분간 진탕하여 암모늄을 추

출하였다. 용액을 2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Whatman

No. 2 필터를 이용해 상징액을 여과하였다. 여과한 용액 내 암

모늄태 질소의 양을 켈달법으로 분석하였다.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포트 재배

목초액이 질소비료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행

대비 50% 요소를 목초액과 같이 토양에 공급하면서 배추 생육

Table 1 Properties of soils used for the experiment

Soil samples pH EC (dS/m) Organic matter (%) 
NH4

+-N concentration 
(mg/kg)

NO3
−-N concentration 

(mg/kg)
Soil texture

Ammonification soil 6.0 0.040 1.31 N.D. 39.2 Sandy loam

Pot soil 6.5 0.054 0.81 6.12 13.6 Sandy loam

Field soil 6.6 0.147 0.97 6.30 49.3 Loam

N.D.=Not detected

Table 2 Properties of pyroligneous acid used

pH
EC

(dS/m)
NH4

+-N concentration
(mg/kg)

Solid content
(mg/mL)

Chloroform fraction based on total solid fraction 
(%)

3.09 3.84 651 15.95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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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온실과 노지에서 평가하였다. 목초액은 토양

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물에 희석하여 비료 처리 전 토양에 처

리하였다. 배추에 대한 관행의 질소 처리량은 32 kg/10a이며 밑

거름으로 11 kg/10a 웃거름으로 7 kg/10a씩 3회에 걸쳐 처리하

였다. 인산은 7.8 kg/10a를 밑거름으로 칼륨의 경우 11 kg/10a를

밑거름 8.8 kg/10a를 웃거름으로 처리하였다. 포트 실험의 경우

urease 억제제인 목초액과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의 사용 효

과를 비교하기 위해 총 6가지의 처리구를 두었다.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을 목초액에 녹여서 만든 것을 유효성분(AI)이

라고 명명하였다. 배추는 관행적으로 질소를 4번에 나누어 처

리하고 그 비율을 3-1-1-1로 공급한다. 따라서 관행과 같이 요

소를 4회에 걸쳐 처리한 것(Conventional treatment)을 대조구로

하였다. 질소 표준시비량의 50%와 목초액을 처리한 것(LPA,

HPA), 질소 표준시비량의 50%와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을

처리한 것(LAI, HAI), 질소 표준시비량의 50%를 기비로 준 것

(Urea)을 처리구로 하였으며 각각은 Table 3과 같이 처리하였다.

P, K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 대해 표준시비량으로 처리하였다.

관행의 경우 배추 모종을 심고 3주 경과 후부터 10일 간격으

로 요소를 처리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으로 하였고 온실

내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배추는 마지막 비료를 처리하고 12일 후에 수확하였으며, 수

확 후 잎과 뿌리를 분리해 생체중을 재고, 60 oC 오븐(ON-11E,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건조하여 건물중을 잰 후 분쇄

기를 이용하여 잘게 분쇄하였다. 식물체 원소 함량 분석을 위

해, 분쇄한 식물체 잎 0.5 g을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농

질산 5 mL를 첨가해 16시간 반응시키고 140 oC의 흑연 가열판

(OD-98-002, Od lab, Gwangmyeong Korea)에서 식물체가 완

전히 분해되도록 가열하였다. 남은 용액은 식힌 후 50 mL로 희

석하였다. 희석한 용액을 0.45 µm syringe 필터로 필터한 후

Ca, K, Fe, Mn, Zn, P, S의 함량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Avio 500,

PerkinElmer,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다. 배추의 총질

소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건조시켜 분쇄한 잎 0.5 g을 250 mL

유리관에 넣고 분해촉매제(Kjeltabs, Foss)와 황산 20 mL를 넣

은 후 420 oC에서 2시간 가열하였다. 분해액을 식힌 후 켈달 분

석장치(Kjeltec 2300, Foss)를 이용하여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배추 수확 후 토양을 건조하여 초순수로 1:5의 비율로 추출하

여 pH와 EC를 분석하였으며 KCl로 추출하여 켈달법으로 교환

성 암모늄태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포장 재배

포장재배에서 각 처리구의 크기는 2.4×0.8 m였으며 각 처리구

는 시험포장 내에 3반복으로 랜덤으로 배치하였다. 처리구 사

이에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배추를 심어 인접한 처리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구 당 10개의 배추 모종

을 심었다. 포장 재배의 경우 온실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

조구로 관행과 같이 처리한 것(Conventional treatment), 질소

표준시비량의 50%와 목초액을 기비로 준 것(PA), 질소 표준시

비량의 50%와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을 기비로 준 것(AI),

질소 표준시비량의 50%만 기비로 준 것(Urea)으로 총 4개의 처

리구를 3반복으로 하였으며 처리 내용은 Table 3과 같았다. P,

K는 표준시비량에 맞춰 용과린과 염화칼륨으로 시비하였다. 질

소비료는 배추 모종을 심은 지 2주가 지났을 때부터 10일 간

격으로 처리하였다. 배추는 마지막 비료를 처리하고 16일 후에

수확하였으며, 수확 후 배추의 생체중을 저울로 측정하였고, 배

추 포기의 초장과 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자를 붙여 제

작한 장치로 초장과 폭을 측정하였으며 배추의 겉잎을 따고 결

구만의 초장과 폭도 측정하였다. 배추 잎의 총질소 함량은 황

산으로 분해한 후 켈달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Urea and pyroligneous acid treatment for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in pot and field experiments

Pot experiment

Sample name
Urea application (N g/kg) Pyroligneous acid

(mL/kg)
Active ingredient 

(chloroform fraction) (mL/kg)1st 2nd 3rd 4th

Conventional 
treatment

0.157 0.0525 0.0525 0.0525 - -

LAI 0.157 - - - 0.10 0.10

HAI 0.157 - - - 0.20 0.20

LPA 0.157 - - - 0.40 -

HPA 0.157 - - - 0.82 -

Urea 0.157 - - - - -

Field experiment

Sample name
Urea application (N g/m2) Pyroligneous acid

(mL/m2)
Active ingredient 

(chloroform fraction) (mL/ m2)1st 2nd 3rd 4th

Conventional 
treatment

160 53.3 53.3 53.3 - -

AI 160 - - - 6.51 6.51

PA 160 - - - 26.0 -

Urea 1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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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이 토양의 암모니아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

목초액에 존재하는 urease 저해 물질은 chloroform으로 분획이

가능하고, 분획한 것은 urease 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15]. 목초액을 chloroform으로 분획하고 수용층을 chloroform과

메탄올 혼합액으로 다시 분획하고 남은 수용층과 비교한 결과

chloroform층의 Bacillus pasteurii urease 활성 억제 효과가 가

장 좋았다[15]. 목초액의 유기용매 추출액은 phenolic compound

의 함량이 높아 nitric oxide 저해 활성, 항산화, 항염 활성이

높다[16]. Chloroform 분획을 토양에 처리(with AI)한 후 1일

경과한 후부터 요소만 처리한 토양(without AI)에 비해 암모늄

태 질소 함량이 낮았으며 14일간 배양했을 때 요소만 처리한

것보다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을 같이 처리한 경우 암모늄

태 질소 함량이 79.7% 낮게 나타났다(Fig. 1). 이전 연구에서

분획 전의 목초액을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에서 암모늄태 질소

가 발생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요소 처리 3일 후 목초액을

처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암모늄태 질소가 감소하였고 7일째

에는 처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암모늄태 질소가 96% 감소하

였다[12].

Urease 저해제로 많이 쓰이는 N-(n-butyl)thiophosphoric

triamide (NBPT)를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

NBPT가 배양 초반에는 urease 활성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나 10

일이 지났을 때 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그에

반해 본 연구에서 urease 저해제로 사용한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은 14일 후에도 토양의 urease 활성을 저해하였다(Fig. 1).

Urease 저해제로 잘 알려진 NBPT의 처리는 식물 생육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urease 저해제로 쓰이는 NBPT와

phenylphosphorodiamidate (PPD)를 요소와 함께 처리하였을 때

밀과 수수나무의 잎 끝 괴사가 일어나면서 잎의 요소 함량을

증가시켰다. PPD보다는 NBPT를 사용했을 때 잎 끝 괴사가 더

많이 유발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요소가 잎에 축적되었기 때문

이다[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목초액 처리에 의한 식물 생육

에 악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초기 식물 생육이 다른 처리구

에 비해 더 좋았다.

목초액이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생육에 미

치는 영향 평가

목초액이 배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성분을

처리한 처리구(LAI, HAI)는 관행(Conventional treatment)보다

요소를 50%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추의 건물중이 관행

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Fig. 2).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을

적게 처리한 경우(LAI) 배추의 건물중이 관행보다 32.5% 더 높

게 나타났다(Fig. 2). 그러나 유효성분의 처리량이 증가했을 때

건물중은 감소하여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Fig. 2). 따라서 적

절한 양의 유효성분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소만 처리한 경우(urea)는 관행(Conventional treatment)과 비

교해 건물중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므

로 요소의 추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초액만

처리한 것(LPA, HPA)은 다른 처리구와 비교해 건물중이 증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목초액보다 목초액의 chloroform 분획에

urease 저해 성분이 농축되어 질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목초액에는 암모늄태 질소가 651 mg/kg 존

재하는데 토양에 처리한 목초액은 최대 0.82 mL/kg으로 목초액

이 토양에 기여하는 암모늄태 질소는 약 0.5 mg/kg이므로 목초

액이 토양의 질소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유효성분을

요소와 같이 처리했을 때 관행 대비 50%의 요소를 처리하였으

Fig. 1 Effect of chloroform fraction of pyroligneous acid (AI) on the

mineralization of urea.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each

treatment mean. Asterisk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p <0.05)

Fig. 2 Leaf dry weight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in different pot treatments.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each treatment mea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Fig. 3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leaves in different pot treatments.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each treatment mea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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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처리 횟수도 4회에서 1회로 감소하였다. 이는 목초액의 분

획을 요소와 함께 처리 시 적은 양의 요소 처리로 시비 효율을

높이며 시비하는 노동력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확한 배추 지상부의 질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목초액의 유

효성분을 처리한 것이 관행보다 질소 흡수량이 21.7% 적게 나

타났다(Fig. 3). 그러나 유효성분 처리시 배추의 건물중이 더 높

았기 때문에 배추가 질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요소와 목초액을 처리한 배추 또한 관행보다 질소 흡수

량은 적었지만, 건물중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질소

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추 수확 후 목초액 처리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평

가한 결과 목초액 처리 전후의 pH는 5.00-5.39로 처리구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관행 처리구의 pH가 가

장 낮았고 목초액 처리구의 pH가 가장 높았다. 실험 전 토양과

비교해 pH가 감소한 이유는 요소 처리에 의한 질산화와 식물

뿌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7]. 전기전도도도 목초액

처리 전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교환성 암모늄태 질소의

함량은 모두 0으로 배추 생육에 사용되거나 손실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지 배추의 질소 함량은 온실 실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

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목초액의 유효성분을 처리(AI)했

을 때 잎의 질소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관행(Conventional

treatment)이나 목초액 처리구(PA)는 질소 함량에 차이가 없었

다(Fig. 4). 배추의 초장(LL), 폭(LW), 결구의 초장(HH), 결구의

폭(HD)을 측정한 결과 초장을 제외한 모든 측정 항목이 처리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생체중은

유효성분을 처리한 경우(AI) 관행(Conventional treatment)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처리구는 관행보다 낮

았다(Table 4). 목초액의 유효성분은 요소와 유사한 형태로

urease의 활성 부위에 존재하는 Ni2+에 결합하여 urease를 저해

하여 요소의 빠른 가수분해를 저해함으로써 질소를 완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2]. 이러한 결과는 관행처럼 많은

양의 질소비료를 처리하지 않고 처리 횟수를 줄여도 목초액의

유효성분이 질소 공급을 조절하여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초 록

요소는 가장 보편적인 질소비료 중 하나인데 빠른 가수분해와

환경으로의 질소 손실로 인해 작물에 질소 이용효율이 낮다. 따

라서 요소 비료에서 질소 방출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요소가수분해효소를 억제하여 요소에서 과

도한 질소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목초액을 처리하였다. 목초액

의 유효성분은 목초액을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 비해 암모늄태

질소의 추출량을 79.7% 감소시켜 토양에서 요소의 암모니아화

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초액이 요소의 시비 효율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요소와 목초액을 처리한 토양에서

배추(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를 각각 포트와 포장에

서 재배하였다. 목초액을 요소와 같이 처리했을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량의 반을 사용하였으며 관행과 비교하여 유사한

배추 생체중을 보였다. 배추의 질소 함량은 목초액 처리구에서

낮아 배추가 질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요소를 목초액의 유효성분과 같이 처리하면 시비량과 시비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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