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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4-P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palm biochar with 

application of Langmuir isotherm. For the adsorption experiment of PO4-P to activated palm biochar, the 

loading amount of activated palm biochar varied from 0.4 to 6 g L
-1

 with 30 mg L
-1

 of PO4-P solution. The 

maximum adsorption amount and removal rates of PO4-P were 0.57 mg g
-1

 and 56.6%, respectively. The 

sorption of PO4-P of activated palm biochar was fitted well by a Langmuir model. For application of 

Langmuir isotherm, it appeared that the maximum adsorption amount of PO4-P and binding strength constant 

were estimated to be 9.36 mg g
-1 

and 0.005 L mg
-1

, respectively. Therefore, activated palm biochar can be used 

to control the release of PO4-P from supplemented biochar pellet fertilizer.

Keywords: Absorption capacity, Activated palm biochar, Isotherm model

Langmuir isotherm plots of PO4-P by different mass of activated palm biochar. The values we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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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호우로 비료 시용에 따른 양분 용출 등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 (Phosphorus)은 식물 세포의 기본인 핵산과 세포막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등 식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는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산질 비료의 시용은 토양 중의 인산 함량

을 높이고, 강우 시 유거수에 의해 생태계로 용출되어 수질의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Barber, 1979; Sutton et 

al., 1982). 고농도의 인은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변화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토

양에 적절한 처리를 통해 인의 용출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 et al., 2010). 최근에 인 처리를 위한 흡착제 개발

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흡착 등온식 (adsorption isotherm)을 이용하여 광그라프트 중합과 아민화 반응을 

통해 제조한 흡착제의 PO4에 대한 최대 흡착량이 111.4 mg g
-1
으로 나타났으며 (Lee et al., 2016), 황토의 혼합량과 접

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의 제거율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Shin et al., 2011). 대체로 인의 제거는 비교적 높은 

비용과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이 높고, 유지 및 관리가 간편한 새로

운 인 제거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Ryoo and Choi, 2012). 바이오차는 인을 제거 및 유지하고, 토양 개량제로서 이용

될 수 있다 (Bolton et al., 2019). 또한 바이오차를 이용함으로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

어 경제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Woo, 2013). 바이오차를 이용한 PO4-P 제거의 기존 연구에서 왕겨, 야자수, 옥

수수, Coco pod 바이오차는 PO4-P를 흡착하며, 이중 야자수 바이오차가 11.63 mg g
-1
으로 가장 높은 흡착량이 나타

났다고 보고했다 (Eduah et al., 2020). 이외에도 수산 폐기물 바이오차의 투입량 증가에 따라 인의 제거율이 증가하지

만 (Lee et al., 1997), 참나무 바이오차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바이오차가 투입되면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Choi et 

al., 2015). 이에 따라 바이오차는 종류마다 투입량이 증가 할 수록 인의 제거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이오차를 이용한 PO4-P 제거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를 이용한 PO4-P 흡착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최근 야자수 바이오차는 Freundlich 흡착등온식을 통해 Basic Blue 3과 Brilliant Blue FCF (청색제 1호) 염료가 

다분자 층으로 흡착하지만 (Lee, 2015; Park et al., 2018), 아닐린 염료는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맞아 단분자층으

로 흡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2019),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흡착질 마다 흡착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외에도 야자수 바이오차는 Congo Red, acid Green 27등 흡착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Lee, 2015; Lee, 

2017). 바이오차가 다공성이면서 흡착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분해 온도를 높이거나, 이화학적 처리를 한 활성 바이

오차를 만들어야 하지만, 연구자들은 소규모의 열분해 시스템을 가지고 유, 무기태 화합물에 대한 흡착능 시험을 하

는 단계이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전환 활성 바이오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야자수 활성 바

이오차를 본 연구 소재로 이용하여,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가 PO4-P를 흡착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를 이용한 PO4-P의 흡착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재료 및 화학 성분 분석 야자수 바이오차를 1,300°C에서 활성화한 활성 야자수 바이오차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를 증류수로 씻은 후 85°C에서 건조하여 아래 Fig. 1에 도식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

여 사용하였다 (Fig. 1).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에 대한 표면 주요 원소로서 C, H, O, N, S는 원소분석기 ( EA 2000, Thermo finnigan, Sane 



Phosphat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Palm Biochar in Aqueous Solution ∙ 303

Fig. 1. Paragraph of preparing the activated palm biochar used in this experiment.

Table 1.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palm biochar.

C (%) H (%) O (%) N (%) S (%)

74.33 0.95 7.58 0.97 1.32

Table 2. XRF analysis results of activated palm biochar.

Chemical properties Activated palm biochar (%)

Calcium (Ca) 28.7

Potassium (K) 2.6

Iron (Fe) 35.9

Chlorine (Cl) ND

Silicon (Si) 15.7

Sulfur (S) 7.9

Phosphorus (P) ND

Manganese (Mn) 1.7

Others 2.9

*ND : Not Detected.

Jose, CA, USA)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으며 (Table 1), 필수 및 미량 원소는 X선 형광분석기 (XRF) (S2 Ranger, 

Bruker AXS GmbH, Karlsruhe,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질소 함량은 0.97 mg kg
-1
으로 다른 종

류의 바이오차와 비교하여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에 대한 필수 및 미량 원소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다. 작물 생육의 필수 원소인 인은 분

석기기의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가리의 함량은 2.6%이었으며, 특히 칼슘의 함량이 28.7%로 높게 분석되었

다. 또한 Fe, Cl, Mn과 같은 미량원소 성분은 대체로 낮게 검출되었다(Table 2). 

PO4-P 흡착실험 및 분석 방법 PO4-P의 흡착량 실험을 위해, HDPE 광구병 (Az.BWH0250PN)에 (NH4)2HPO4 

시약을 사용하여 각각 30 mg L
-1

 PO4-P 용액을 같은 양으로 넣고,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를 0.4 - 25 g L
-1
의 범위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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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을 변화하여 사용하였다. 25°C에서 왕복식 항온 진탕기를 24시간 동안 140 rpm 속도로 진탕 하면서 흡착시켰다. 

바이오차 입자를 여과지 (Whatman #2)를 통하여 여과한 후 용액 중에 잔류하는 PO4-P의 농도는 비색법 (Kitson and 

Mellon, 1944)을 보완한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측정용 키트 (ST- Ammonium, C-Mac, Korea)를 이용하여 자외/

가시광선 분광광도계로 측정 하였다.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입량에 따른 PO4-P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O4-P의 흡착량과 제거율은 아래 Eq. (1)과 Eq. (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Ep. 1)

  










× (Ep. 2)

qe :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단위 g당 흡착된 PO4-P의 양 (mg g
-1

)

C0 : PO4-P의 초기 농도 (mg L
-1

)

Ce : (NH4)2HPO4 용액 중의 PO4-P 평형 농도 (mg L
-1

)

V : (NH4)2HPO4 용액의 부피 (L)

W :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 투여량 (g)

흡착등온식 적용 본 연구의 흡착 실험 결과를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적용했을 때 직선을 나타낸다면, 이는 

Langmuir 흡착등온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면에 단층으로 흡착한다고 가정하였다 (Na et 

al., 2011). 또한, Langmuir 흡착등온식은 흡착된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Lee, 2019). 

Langmuir 흡착등온식은 Eq. (3)으로 나타내었다. qm, b값은 Eq. (3)을 선형화하여 Eq.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q. 3)






 









 (Eq. 4)

qe :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 단위 g당 흡착된 PO4-P의 양 (mg g
-1

)

qm :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PO4-P 최대 단분자층 흡착능 (mg g
-1

)

b : 결합 세기 (L mg 
-1

)

Ce : 용액 중의 잔류하는 PO4-P 평형 농도 (mg L
-1

)

Langmuir 흡착등온식의 적합성 여부는 분리계수 (RL)을 이용하여 흡착소재로써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무

차원 상수 (RL)값은 Eq. (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Cho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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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in adsorption amount and removal rate of PO4-P on activated palm biochar. The values we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s.









 (Eq. 5)

Results and Discussion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PO4-P 흡착량 및 제거율 H/C 비율은 바이오차의 화학물질 구성 정도와 탄화 등급

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하였다 (Hammeset et al., 2006; Schimmelpfennig and Glaser, 2012). H/C 비율이 ≤0.2이면 

블랙카본 (Black carbon)으로 규정하는데 적당하다고 하였다 (Kuhlbusch and Crutzen, 1995). 따라서 H/C 비율은 

0.01로서 바이오차 질을 판단하는 데 본 실험에 사용한 바이오차는 양질인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야자수 활성 바

이오차 첨가량에 따른 PO4-P의 흡착 제거율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PO4-P 제거율은 야

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0.99%에서 56.5%으로 점차 증가하여 직선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야자

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PO4-P는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흡착제의 비표면적은 흡착질에 대한 흡착 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입상 활성탄의 양이 많아질수

록 정의 상관관계로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더 많이 흡착 지점이 만들어 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Lee, 

2019). 하지만,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입량이 많아짐에 따라 제거율이 증가하였고, 또한 단위 질량 당 PO4-P 흡착

량은 0.4 - 6 g L
-1

 범위에서는 0.24 - 0.57 mg g
-1
로 증가하는 반면, 6 g L

-1 
이상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용액 내의 PO4-P가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입량에 따라 표면적이 증가하여, 야자

수 활성 바이오차에 대한 흡착율과 제거율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가 투입되면 흡착 부

위의 겹침이나 집단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전체 표면적이 감소하는 원인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Kizito et al., 2014). 

일정 농도의 PO4-P를 대상으로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투여량을 변화할 때의 최대 흡착량 및 흡착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흡착 등온식에 적용하였다.

흡착등온식 적용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PO4-P 흡착능을 산정하기 위해, Langmuir 흡착등온식 Eq. (3)을 적

용했을 때 선형식 (Y = 9.36x - 204.8)으로 나타났으며, 흡착등온식의 적정 정도 (0 - 1)를 나타내는 결정 계수 R
2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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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gmuir iostherm plots of PO4-P by different mass of activated palm biochar. The values we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s.

Table 3. Parameters calculated from application of Langmuir isothermal model with adsorption result of PO4-P.

qm

(mg g
-1

)

b

(L mg
-1

)
R

2
RL

9.361 0.005 0.87 0.868

qm: maximum adsorption capacities of PO4-P, b: binding strength constant of PO4-P, R
2
: Significant at 1%, RL: 

dimensionless constant of Langmuir isotherm.

0.87로 도출되어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이는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가 표면이 균

일하고 흡착이 단분자층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Langmuir 흡착등온식의 특징은 무차원 상수 RL의 사용이다. 분리계수 또는 평형계수라고 하며, 0 < RL < 1이면 흡

착 소재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차원상수 RL 값은 0.868로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3). 최대 단분자층 (qm)과 결합세기 (b)는 각각 9.36 mg g
-1
과

 
0.005 L mg

-1
로 산출되었다. qm과 b는 값이 클

수록 높은 흡착성을 보인다. 수산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의 최대 qm과 b 값은 각각 4.39 mg g
-1

, 19.56L mg
-1
이며, 

참나무 바이오차의 PO4-P의 최대 qm과 b 값은 0.1 mg g
-1

, 0.06 L mg
-1
으로 보고했다 (Choi et al., 2015; Park et al., 

2018).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qm값이 2.1 - 93.6 배 높게 나타남으로, 야자수 활성 바이오

차의 PO4-P흡착능이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차 이외의 흡착제 광그라프트 중합과 아민화 반응을 통해 

제조한 흡착제의 PO4-P 최대 qm과 b값은 111.4 mg g
-1

, 0.126 L mg
-1
로 보고되었으며 (Lee et al., 2010),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에 대한 흡착력 증진 방법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는 PO4-P를 

흡착하므로 바이오차 펠렛 완효성 비료 제조 공정 시 왕겨 바이오차와 야자수 바이오차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바이

오차 팰렛 완효성 비료를 경작지에 시용할 때 PO4-P의 용출을 제어하기 때문에 유거수에 의한 PO4-P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의 PO4-P 흡착 특성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PO4-P 제거율은 야자수 활성 바이

오차를 많이 투입할수록 PO4-P 제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 무게 (g) 당 PO4-P 흡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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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야자수 활성 바이오차를 이용한 흡착실험 결과를 Langmuir 흡착 등온식에 적용하여 최

대 단분자층 흡착량 (qm), 흡착 친화도 (b), 무차원 상수 (RL)는 각각 9.36 mg g
-1

, 0.005 L mg
-1

, 0.87으로 산출되었다. 

무차원 상수 (RL)값이 0 - 1사이에 있어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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