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2, No. 3, pp. 291-296 (May, 2016)
pISSN 2289-0971 eISSN 2289-098X http://dx.doi.org/10.15681/KSWE.2016.32.3.291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2, No. 3, 2016

메틸 블루 제거 시 활성탄과 바이오차( 두 기와 겨)의 흡착성능 비교

이기 ․김 주․박수경․옥용식*․안종화†

강원 학교 환경공학과
*
강원 학교 바이오자원환경학과

Adsorption of Methylene Blue by Soybean Stover and Rice Hull Derived 
Biochars Compared to that by Activated Carbon

Gi-Bong Lee․Hyeon-Joo Kim․Soo-Gyeong Park․Yong-Sik Ok*․Johng-Hwa Ah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Biological Environ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11 January 2016, Revised 7 April 2016, Accepted 19 April 2016)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tential use of soybean stover (SS) (0.1-0.5 g/100 mL)and rice hull (RH) (1.5-3.5 g/100 mL) 
derived biochars for removing methylene blue (100 mg/L) from wastewater compared to activated carbon (AC) (0.1-0.5 g/100 mL). 
The adsorption equilibrium data were best represented by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The calculated maximum adsorption 
capacity was 71.42 mg/g for AC, 30.30 mg/g for SS, and 4.76 mg/g for RH. The adsorption kinetics was found to follow the 
pseudo-second order kinetics model. The rate constant was 0.0020-0.0065 g/mg.min for AC, 0.0069-0.5787 g/mg.min for SS, 
and 0.1370-0.3060 for RH. AC and SS biochars showed considerable potential for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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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염색 련 국내 섬유산업의 업체 수는 2014년 1,634개소로 

체 폐수배출업소의 3.4%이지만, 폐수배출량은 404,000 m3/일
로 체 산업의 배출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다(MOE, 2014). 
폐수발생량  폐수의 특성 면에서 표 인 오염산업으로 

분류되며, 일반 으로 난분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

고, 색도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수 에 유입되는 빛을 

차단시켜 수생 미생물의 성장에도 심각한 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색폐수 처리의 경우 유기물의 처리와 함께 색도

제거가 큰문제로 두되고 있다(Jeon, Yu et al., 2013).
염색폐수의 처리공정에는 기화학  산화, 응집, 매 

분해, 막분리, 용매추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일

반 으로 운 비용이 높고 복잡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Lee et al., 2013). 이에 경제  측면에서 유리

하고 간단한 설비로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흡착처리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 산업공정에서 흡착에 사용되는 

흡착제로는 활성탄, 제올라이트, 라이애쉬 등이 있으며, 
이  비표면 이 크고 흡착능력이 뛰어난 활성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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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13).
보편화되어 있는 활성탄의 종류에는 석탄계, 목탄계, 야

자계 등이 존재하는데 이  활성탄은 수처리 효율이 상

으로 높아 흡착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

성탄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이나 목재의 가격이 

비교  비싸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비싸다는 단 이 존재한

다(Sun et al., 2013).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나 다

양한 종류의 유기성폐기물( 두 기, 겨, 하수슬러지, 폐
목재 등)을 열분해했을 때 나오는 생산물이다. 바이오차는 

폐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렴하고, 생산비용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다는 장 도 가

지고 있다(Sun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제거 상물질로 선택한 메틸 블루는 페노

티아진족에 속하는 녹청색의 유기염료로 주로 인피섬유에 

사용되며, 종이, 가죽과 면의 매염에 사용되기도 한다. 생
물학  염색약으로 사용되며, 화학에서 산화-환원지시약으

로 쓰이며, 방향족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생물학  분해가 

어렵고, 물리  처리와 화학  처리과정은 제거효율이 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 Yu et al., 2013). 따라서 상

용화되어 있는 활성탄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자원

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차(biochar)( 두 기, 겨 

등)를 이용하여 메틸 블루의 색도 제거  특성을 흡착등

온식(Langmuir, Freundlich)과 반응속도(kinetic)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효율이나 비용 인 측면에서 바이오차가 활

성탄을 체가능한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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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흡착질은 메틸 블루( 정화 , Korea)
를 사용하 고, 흡착제는 국내 A사의 활성탄( 쇄상)과 본 

연구진에서 직  제작한 두 기 바이오차  국내 B사의 

겨 바이오차를 이용하 다. 입자크기는 20 ~ 80 mesh를 

사용하 다. 사용된 흡착제의 비표면 (surface area)과 세

공부피(pore volume)는 활성탄의 경우 A사에서 제공한 자

료를 사용하 으며, 두 기 바이오차의 경우 본 연구진에

서 발표한 논문(Ahmad et al., 2012)을 참고하 고, 겨 

바이오차의 경우 B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 다(Table 1). 
직  제작한 두 기 바이오차를 제외하고, 상업 으로 

매하고 있는 활성탄(약 12,000 원/kg)과 겨 바이오차(약 

1,300 원/kg)를 비교하 을 때 약 9배 정도 활성탄의 가격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Physical parameters of activated carbon, and soybean 
stover- and rice hull-biochars

Adsorbent Pyrolysis
temperature (°C)

Surface area
(m2/g)

Pore volume
(cm3/g)

Activated carbon 900 800 0.45
Soybean stover 700 420 0.19

Rice hull 500 300 -

2.2. 실험 방법

메틸 블루 제거효율 알아보기 한 실험은 회분식으로 

진행하 다. 메틸 블루 수용액의 기농도(100 ppm)와 Jar- 
Tester(Velp-Scientifica FC6S, Italy) 교반속도(150 rpm)를 

비실험을 통해 고정시키고 흡착제의 종류와 흡착제의 투

입량을 변화시키는 등농도 조건으로 진행하 다. 메틸 블

루의 최  흡수 장인 664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메

틸 블루의 농도를 계산하 다. 메틸 블루 수용액을 비이

커 1 L에 400 mL를 담고 활성탄을 0.1~0.5 g/100 mL 씩 

넣어 실험을 진행하 고, 바이오차는 두 기와 겨 두 

종류로 실험하 다. 두 기 바이오차는 활성탄과 같이 

0.1~0.5 g/100 mL 씩 투입하여 진행하 으며 겨 바이오

차는 두 기 바이오차보다 많은 1.5~3.5 g/100 mL를 넣

어 실험하 다. 흡착제 투입 후 20분까지는 1분~5분 간격

으로 채취하 고, 20분 후로는 10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하 다. 이 때 시료량은 10~15 mL/회로 채취하 다. 채취

한 시료는 GF/C여과지를 사용하여 진공여과를 거친 후, UV- 
Vis 분 도계(Biochrom Libra S60, UK)를 사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흡착제에 따른 메틸 블루 제거효율

3.1.1. 활성탄

활성탄 양(0.1~0.5 g/100 mL)을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메

틸 블루 제거효율을 살펴보면, 80분에서 62%의 제거율을 

보인 0.1 g을 제외한 나머지 양(0.2~0.5 g)에서는 80%이상

의 메틸 블루 제거효율을 보 다(Fig. 1). 모든 시료에서 

흡착제 투입 후 1분이 경과한 후의 제거율은 15~43%로 낮

게 나타났으며 기 20분 동안 빠르게 제거가 진행되어 최

 82% (0.5 g)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흡착반응 

기 활성부 가 많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반응이 

진행될수록 활성부 가 차 으로 포화가 되면서 반응속

도가 느려지기 때문으로 단된다(Kim et al., 2013; Pellera 
et al. 2012). 흡착제 투입무게별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0.4~0.5 g이 60분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0.2~0.3 g은 

70분으로 나타났다. 투입량이 감소할수록 안정화까지 걸리

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흡착제 투

입량이 감소할수록 흡착제의 단 질량당 흡착량이 증가하

여 활성부 의 포화가 빠르게 일어나 반응속도가 느려져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Kim et al., 2013; Pellera et al. 2012). 기 제거율은 0.4 
g이 높게 나타났지만 반응시간이 지날수록 0.5 g이 제거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활성탄의 최  흡착 제거율은 0.5 g
일 때 반응시간 80분에서 99%로 나타났다(Fig. 1). 선행연

구(Lee et al., 2013)에서는 메틸 블루 150 ppm에 활성탄 

0.5 g/L를 투입하 을 때 100분까지 흡착반응이 빠르게 진

행되었으며, 200분 이후부터 안정화되어 제거율이 약 99%
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메틸 블루 농도에 비해 활성탄 

양을 게 사용하여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이

었다. 다른 선행연구(Ghaedi et al., 2014)에서는 메틸 블루 

20 ppm에 활성탄 1.8 g/L를 투입하 을 때 45분에서 약 

75%의 제거율을 보 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

사한 활성탄 투입량과 반응시간에서의 메틸 블루 제거효

율과 비슷하 다.

Fig. 1. Removal efficiency of methylene blue with activated 
carbon dose.

3.1.2. 두 기 바이오차

두 기 바이오차는 활성탄과 달리 0.4~0.5 g을 제외한 

나머지 양에서는 제거효율이 80분이 경과한 후 7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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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moval efficiency of methylene blue with soybean 
stover-biochar dose.

활성탄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0.5 g도 최  93%의 

제거효율로 상 으로 낮았다(Fig. 2). 이는 활성탄에 비하

여 비표면  는 세공부피가 좁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Table 1). 하지만 두 기 바이오차는 흡착제 투입 직

후 1분이내의 제거율이 0.5 g이 68%로 활성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착제 투입 후 30분부터 흡착반응이 안

정화되었다. 두 기 바이오차가 활성탄에 비해 제거효율

의 안정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기 바이오차가 활성탄에 비해 수 의 메틸 블

루를 더 빠르게 제거시킴을 보여 주고 있다.

3.1.3. 겨 바이오차

겨 바이오차는 활성탄과 두 기 바이오차와 동일한 

조건(0.1~0.5 g)에서 실험을 하 을 때 0.5 g이 27%로 낮

은 제거율을 보 는데 이는 겨 바이오차의 비표면 이 

활성탄과 두 기 바이오차에 비하여 좁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어(Table 1), 양을 늘려(1.5~3.5 g) 실험하 다. 투입 

후 1분이내의 제거율이 36~62%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겨 바이오차를 3.5 g을 투입하 을 때 40분 이후부터 흡

착반응이 안정화되어 활성탄보다는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Fig. 3. Removal efficiency of methylene blue with rice hull- 
biochar dose.

투입량이 을 때는 활성탄과 비슷한 시간에서 안정화가 

되었다(Fig. 3). 반응시간 80분에서 67%의 제거효율을 보인 

1.5 g을 제외한 다른 양에서 모두 80% 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냈으며 겨 바이오차의 최  제거효율은 80분에서 

3.5 g을 투입하 을 때 99%로 나타났다. 겨 바이오차의 

경우 투입량을 증가시켰을 때 활성탄과 비슷한 제거효율을 

보 다. 선행연구에서 겨 바이오차 3 g으로 메틸 블루 

수용액 500 ppm 처리 시 30분에서 100%에 가까운 제거효

율을 보여, 본 연구에 사용한 겨 바이오차보다 높은 효

율을 보 다(Sharma et al., 2010). 이는 바이오차의 생산조

건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조

건의 변화나 투입량을 늘릴 경우 활성탄을 체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3.2. 흡착등온식

일반 으로 흡착제의 성능은 흡착평형을 기반으로 하는 

흡착등온식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흡착등온식은 일정

한 온도에서 흡착질의 평형농도와 흡착제의 단  g당 평형 

흡착량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  오

염물질의 흡착기작을 설명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Langmuir 흡착등온식과 Freundlich 흡착등온식을 용하여 

흡착제 종류에 따른 흡착성능을 알아보고자 하 다. 흡착등

온식에 사용되는 흡착제 단  g당 흡착된 흡착질의 양( )

은 식 (1)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qe는 흡착평형 상태에서 흡착제 단  g당 흡착된 

흡착질의 양(mg/g), C0는 흡착질의 기 농도(mg/L), Ce는 

흡착평형 후 용액 의 흡착질 평형 농도(mg/L), V는 용액

의 부피(L), W는 흡착제의 투여량(g)을 나타낸다.

3.2.1. Langmuir 흡착등온식

Langmuir 흡착등온식은 흡착제 표면의 흡착 에 1개의 

분자만 흡착이 되며, 흡착된 분자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을 때, 흡착의 결합력이 작용하는 것을 

단분자층의 두께로 보고 그 이상 분리된 층에서는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모델을 기 로 하여 식을 도입한 것이

다(Jeon et al., 1998). Langmuir 흡착은 단분자층 흡착이라

고 한다. Langmuir 흡착등온식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Q0는 흡착제의 최  흡착량(mg/g), KL는 Langmuir 
상수(흡착력 척도), Ce는 평형에서의 흡착농도(mg/L)를 나

타낸다. Langmuir 식의 최 흡착능(Q0)은 활성탄이 71.42 
mg/g, 두 기 바이오차가 30.30 mg/g, 겨 바이오차가 

4.76 mg/g으로 산출되어, 활성탄이 바이오차보다 높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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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 constant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methylene blue adsorption onto 
activated carbon, and soybean stover- and rice hull-biochars

Langmuir Freundlich
a)Q0 (mg/g) b)KL R2 c)KF (mg/g) d)n R2

Activated carbon 71.42 0.93 0.990 90.05 6.58 0.973
Soybean stover 30.30 0.16 0.966 37.96 7.54 0.679

Rice hull 4.76 0.50 0.992 6.89 7.36 0.837
a)Q0 : maximum adsorption capacity b)KL : Langmuir constant
c)KF : maximum adsorption capacity d)n : adsorption intensity

Fig. 4. Langmuir isotherm of methylene blue onto activated 
carbon, and soybean stover- and rice hull-biochars.

착능을 보여주었다(Fig. 4, Table 2). R2값은 0.966~0.992로 

나타났다. Langmuir 식의 분석결과, 활성탄(Fig. 1)과 두

기 바이오차(Fig. 2)의 최  제거효율의 차이가 최 흡착

능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겨 바이오차와 같이 최

흡착능이 낮을 경우(Fig. 3) 흡착제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3.2.2. Freundlich 식

Freundlich 흡착등온식은 다른 종류들로 이 진 표면이나 

흡착제표면의 친화도가 다양한 물질의 흡착에 한 경험식

으로, 흡착강도가 표면 덮힘의 정도에 따라 지수 으로 감

소된다는 내용을 도입하여 유도된 식(Na et al., 2011; Tan 
et al., 2009)이다. 흡착제에 흡착되는 흡착제의 양과 용액

의 농도의 계는   
 로 정의되며,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1차식으로 변형하여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ln  


ln  (3)

여기서, KF, n은 Freundlich 상수, Ce는 용액  평형 농도

(mg/L)를 나타낸다. Freundlich 흡착등온식 상수(KF)는 흡착

제의 흡착능에 한 척도로서 크면 클수록 흡착능이 양호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험결과 활성탄이 90.05 mg/g, 
두 기 바이오차가 37.96 mg/g, 겨 바이오차가 6.89 mg/g
으로 활성탄의 흡착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Table 2). R2은 0.679~0.973으로 나타났다. Freundlich 식의 

R2보다 Langmuir 식의 R2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이를

Fig. 5. Freundlich isotherm of methylene blue onto activated 
carbon, and soybean stover- and rice hull-biochars.

통해 Langmuir 식에 더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선행

연구  바이오차를 이용한 메틸 블루 제거 연구(Sun et 
al., 2013)와 목질계 활성탄으로 수 의 메틸 블루 제거 

연구(Jeon, Yu et al., 2013)에서도 흡착실험의 분석에서 

Langmuir 식이 더 합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는 메

틸 블루 수용액이 활성탄과 바이오차( 두 기, 겨)에 

단분자층 흡착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상수

(n)은 흡착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2이상일 때 흡

착이 쉽게 일어나며 n이 1 이하인 물질은 난흡착성을 나타

내는데(Na et al., 2011), 활성탄은 6.58, 두 기 바이오차

는 7.54, 겨 바이오차는 7.36으로 모두 2보다 높은 값을 

보 다. 따라서 활성탄  바이오차 모두 흡착이 쉽게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3.3. 흡착속도

활성탄과 바이오차에 의한 메틸 블루의 흡착속도를 알

아보고, 흡착제에 한 정량 인 정보를 분석하기 해 유

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차 속도식을 용하여 검토하 다.

3.3.1. 유사 1차 속도식

유사 1차 속도는 Lagergren에 의해 경험 으로 제시되었

고, 수용액상의 용매로부터 용질의 흡착과정을 알아보기 

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반응속도식  하나이다(Jeon, Kim 

et al., 2013). 유사 1차 속도식은 


    정의되

며, 식 (4)와 같이 직선식으로 정리하여 표 할 수 있다.



메틸 블루 제거 시 활성탄과 바이오차( 두 기와 겨)의 흡착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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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4)

여기서, k1는 유사 1차 속도상수(1/min), qt는 시간 t에서의 

흡착량(mg/g), qe는 평형에서의 흡착량(mg/g)을 나타낸다. 
R2는 활성탄이 0.844~0.983, 두 기 바이오차가 0.858~ 
0.985, 겨 바이오차가 0.892~0.955로 흡착제의 양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일부는 낮아 유사 2차 속도식을 용하 다

(Table 3).

3.3.2. 유사 2차 속도식

유사 2차 속도는 고체가 기체 는 용액과 할 때 일어나

는 흡착평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로 

정의할 수 있다(Ho and Mckay, 1999). 이 식을 직선식으로 변

형시켜 용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Fig. 6은 식 (5)에 실험결과를 용하여 나타낸 것이고, 
라미터는 Table 3에 나타냈다. 여기서, k2는 유사 2차 속

도상수(g/mg･min)로 활성탄이 0.0020~0.0065 g/mg･min, 
두 기 바이오차가 0.0069~0.5787 g/mg･min, 겨 바이오

차가 0.1370~0.3060 g/mg･min으로 두 기 바이오차가 

활성탄보다 빠른 반응속도를 보 고, 겨 바이오차도 빠른 

반응속도를 보 다. R2는 활성탄이 0.955~0.989, 두 기 

바이오차가 0.988~0.998, 겨 바이오차가 0.994~0.997로 

나타났다(Fig. 6). 유사 1차 속도식과 비교하 을 때, 활성

탄  바이오차가 유사 2차 속도식의 R2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성탄  바이오차를 이용한 메틸 블루 흡착에서는 

유사 2차 속도식이 더 합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바이오차를 이용한 메틸 블루 

흡착에 한 연구(Sun et al., 2013)와 활성탄을 이용한 메

틸 블루 흡착에 한 연구(Lee et al., 2013)에서도 유사 1
차 속도식에 비해 유사 2차 속도식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유사 2차 속도식의 결과 흡착제별 가장 빠

른 반응속도는 두 기 바이오차, 겨 바이오차, 활성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 1~3에서 반응 안정화까지의 시

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 바이오차의 

반응속도가 빠른 이유는 k2는 흡착제 단 질량당 흡착량과 

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Conclusion

최  메틸 블루 제거율은 활성탄(0.5 g/100 mL)에서 99%, 
두 기 바이오차(0.5 g/100 mL)에서 93%, 겨 바이오차 

(3.5 g/100 mL)에서 99%로 나타났다. 흡착평형까지 걸리는 

시간은 두 기 바이오차, 겨 바이오차, 활성탄 순으로 

두 기 바이오차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유사 2차 반

응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두 기 바이오차에서 반응속도

Fig. 6. Pseudo-second order kinetics of methylene blue onto 
(a) activated carbon, and (b) soybean stover- and (c) 
rice hull-biochars with adsorbent dose.

가 가장 빠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최 흡착능을 비

교해 본 결과 Langmuir 식과 Freundlich 식 모두 활성탄, 
두 기 바이오차, 겨 바이오차 순으로 활성탄의 최 흡

착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Freundlich식의 

흡착동력크기를 보면 모두 2 이상으로, 세 흡착제 모두 흡

착이 잘 일어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흡착등온식  

Langmuir 식이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기  겨 바이오차가 흡착제로써 활성탄을 체할 수 있

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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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seudo-first and pseudo-second order constant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methylene blue adsorption onto activated
carbon, and soybean stover- and rice hull-biochars with adsorbent dose

Adsorbent
dose

(g/100 mL)

Pseudo-first order Pseudo-second order
a)k1

(1/min)

b)qe

(mg/g) R2
c)k2

(g/mg･min)
qe

(mg/g) R2

Activated carbon

0.1 0.0301 62.1 0.844 0.0025 57.5 0.974
0.2 0.0487 44.3 0.974 0.0020 48.1 0.955
0.3 0.0427 30.4 0.983 0.0055 30.7 0.989
0.4 0.0718 24.3 0.964 0.0068 26.2 0.977
0.5 0.0526 19.8 0.916 0.0065 21.1 0.981

Soybean stover

0.1 0.0371 47.9 0.889 0.0069 47.6 0.988
0.2 0.0185 30.3 0.858 0.0358 29.4 0.997
0.3 0.0235 23.6 0.967 0.0647 23.2 0.998
0.4 0.0751 22.0 0.977 0.0277 22.4 0.996
0.5 0.1027 18.1 0.985 0.5787 18.4 0.998

Rice hull

1.5 0.0249 4.6 0.892 0.1370 4.2 0.997
2 0.0255 4.2 0.898 0.1410 3.9 0.997

2.5 0.0325 3.6 0.916 0.1350 3.4 0.994
3 0.0517 3.1 0.927 0.3060 3.0 0.997

3.5 0.0703 2.8 0.955 0.2830 2.7 0.996
a)k1 :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    b)qe : adsorption capacity    c)k2 : pseudo-second order rat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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