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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생물 연료전지의 액체 전해질을 친환경 물질로 고형화하여 안정화 및 효율 증대,
구조의 다양화 등의 효과를 이끌어낸다. 또한, 고형화를 통해 미생물 생장 구역을 분리하
여 2종 이상의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공생시켜 효율과 지속시간을 개선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
미생물 연료전지는 혐기성 미생물의 촉매작용으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
환시키는 전지이다. 그림 1과 같이 Anode 챔버 내 혐기성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
는 대사과정에서 전자와 양성자를 방출한다. 양성자는 PEM(양성자 교환막)을 통해 이
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Cathode 챔버로 이동하여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 분극곡선

미생물 전지는 전지에 걸어준 외부저항에 따라 미생물의 활성이 달라지며 전력밀도
가 달라진다. 분극 곡선은 전력밀도의 최곳값, 즉 최적 조건을 찾는 방법으로, 1-1000
Ω의 외부저항에 따른 전압•전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한 것을 말한다.

□ 연구 주제 선정(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요
및 내용

미생물 전지는 전력 생산과 동시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이나,
효율이 낮고 위험하여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리튬 이온 전지가 동일한 문제를 고
체 전해질의 리튬 폴리머 전지의 개발로 해결한 것에서 착안하여 미생물 전지 전해질의 한
천, 녹말 등의 친환경 물질을 이용해 고체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액체형 미생물 전지
의 경우, 혐기성 미생물에게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합성 미생물을 공생시키
는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광합성-혐기성 미생물 공생 시 광합성에 의한 산소가 혐기성 미생
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해질의 고체화를 통해 미생물이 생장하는 구역
을 나누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지효율과 지속시간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 활동 과정
○ 전지 설계 및 제작
전지의 챔버를 제작하기 위해 3D CAD를 이용하여 설계 및 제도한다.(그림 2) 그 후,
LazerCut Program과 아크릴을 이용하여 제작한다.(그림 3) 제작 과정에서 지속적인
UV 살균을 진행하여 외부 미생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한다.

그림 1. 전지 설계도

그림 2. 전지 챔버

○ 고체형 전지의 구현
표 1의 용액에 친환경적인 고체화 물질인 한천, 젤라틴, 녹말, MC를 투입해 반고체 상태를
제작한다. 각 전해질은 전기전도도 2.5±1.00S를 유지하며 그에 따른 농도는 각각 0.4%,
11%, 25%, 3%이다. 각 전해질을 180°C에서 가열하여 용해한 후, 앞서 제작한 챔버에 투입하
고 식힌다. 고체화가 이루어지면 Shewanella 균(해양 혐기성 균주)을 각 전지의 Anode챔버에
도말한다. 대조군의 경우, 표1의 전해질을 전지 챔버에 투입한 후, Shewanella 균을 도말한다.
모든 전지는 미생물의 최적 성장 온도인 25°C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한다.

○ 고체형 전지의 최적 조건 탐색 및 효율 비교
전지를 LAB QUEST 및 PASCO Voltage 센서, 멀티미터와 연결한 후, 외부 저항을 연
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저항에 대한 전류, 전압을 측정한다. 액체 전해질(대조군), 한
천 전지, 녹말 전지, 젤라틴 전지, MC 전지에서 반복하여 측정한다.

그림 3. 랩퀘스트 기기

그림 4 PASCO 기기

그림 5. 한천 전지

그림 6. MC 전지

○ 최적 조건에서의 전지 최대 활성 시간 측정
앞선 실험에서 탐색한 최적 조건에 해당하는 외부저항을 가하고, 전류와 전압을 측정한다.
이후 전력밀도를 시간에 대해 도시하여 전력밀도가 존재하는 활성지속시간을 측정한다.
○ 공생 고체형 전지의 구현 및 최적 조건 탐색과 지속시간 측정
앞서 제작한 한천 고체형 미생물 전지의 Anode 챔버 표면에는 광합성 미세조류인
C.reinhardtii을, 중심부에는 혐기성세균인 Shewanella를 도말한다. 표면에서 미세조류가
유기물을 생산하고, 혐기성세균이 그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루도록
한다. 본 과정의 대조군으로 앞서 제작한 액체 미생물 전지에 동일하게 표면에는
C.reinhardtii를, 중심부에는 Shewanella를 도말한다. 측정방식은 앞선 과정과 동일하다.

□ 연구 결과

○ 고체형 전지와 대조군의 효율 및 지속시간 비교
각 전지별로 초기 및 최종의 전압과 전류 값을 이용하여 분극곡선을 도시한 결과는
그래프 1과 같다.
분극곡선을 도시한 결과, 액체형 전지(대조군), 녹말전

연구성과

지, MC전지, 한천전지, 젤라틴전지의 최적조건에서의 전
력밀도

값이

각각

108.80mW/m2,

63.72mW/m2,

55.04mW/m2, 207.92mW/m2, 172.21mW/m2로 나타났다.

그래프 1. 각 전지별 분극곡선

녹말과 MC전지의 경우 전력밀도가 대조군 대비 42%까
지 감소하였으나, 한천전지의 경우 91%증가하여 고형화

과정에서 한천의 사용이 가장 높은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액체형 공생 전지의 전력밀도는 135.28mW/m2로 액체 비공생 전지의 108.8mW/m2에
비해 25%의 증가를 보인다. 한천 공생 전지의 경우 전력밀도 209.25mW/m2로 한천 비공생
전지의 207.92W/m2에 비해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하나, 액체 전지에 비해서는 매우 큰
전력밀도를 보인다.
○ 공생 고체형 전지와 공생 액체형 전지의 최대 활성 시간 비교 결과
한천 전지의 경우 지속시간이 52시간으로, 액체 전지(대조군)의
지속시간 41시간 대비 27%의 증가를 보인다. 액체 공생 전지의 경우,
미세조류와 혐기성 미생물의 공생으로 41시간에서 65시간으로 지속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110시간 지속된 한천 공생 전지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인다.
그래프 2. 공생형 전지 지속시간

□ 결과 해석 및 논의

○ 미생물 연료전지의 고체화를 통한 효율 증가
이는 미생물의 생장 범위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한천이 고체화에 최적임. 기존의
액체 전해질 전지의 경우 미생물이 Anode챔버의 바닥과 표면에서만 생장할 수 있어 미생물
의 개체 수가 제한되었지만, 전해질 고체화 시 Anode챔버의 모든 부분에서 미생물의 생장이
가능하여 전체 미생물 개체 수가 증가하여 전지의 효율이 증가하고, 또한 전해질 고체화
시 액체 전해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존재하는 유기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전지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공생형 전지의 고체화를 통해 기존의 공생형 전지의 문제점 해결
공생 전지의 경우 기존의 혐기성 세균만을 이용한 전지와는 다르게 Anode 챔버 표면의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 전지의 지속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시간이 한천 공생 전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두 미생물 생장 구역의 분리에 성공하여 기존의 혐기성 미생물 사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및 제언(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전지의 안전성과 휴대성 확보

본 연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해질을 고체화하여도 전지를 구동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미생물 전지의 제작 가능성을 확보했다.

○ 전지의 전력밀도 및 구동 시간 개선

‘공생형 고체 미생물 연료전지’가 실험에 사용된 전지 중 가장 큰 전력밀도와 구동
시간을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미생물 전지를 제시하였다. 공생형 전지는
유기물의 외부공급 없이도 빛만 제공되면 영구적 발전이 가능한 플랜트의 제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 산업 공정의 부산물인 한천, 젤라틴 등을 이용한 친환경 전지 제작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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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연구목적
○ 연구동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는 연료 전지로, 최근에는
전해질이나 전극 물질이 다양해지며 재충전까지 가능한 현재의 납축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이르렀
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에 관심이 쏠리며 연료 전지 중에서도 미생물 연료 전지(Microbial
Fuel Cell, MFC)가 각광을 받고 있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오·폐수 처리와 같이 환경 정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생물 전지는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휴대가 불가능에 가깝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지에서도 누액 발생 시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미생물 전지의 경우 누액 발생 시 폭발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유출되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액체 전해질은 전극
물질의 퇴화, 전해질의 휘발, 전지의 온도 상승에 따른 연소와 급격한 부피팽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 목적을 갖고 전해질이 새지 않도록 고형화를 시켜 구동 가능성을 탐구하고,
아래 목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목적
- 미생물 전지의 전해질을 고체화시킴으로써 전해액 누액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 전해질을 고체화시키는 물질에 따른 전지의 효율을 액체 전해질 전지의 효율과 비교하여
전고체형 미생물 전지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 생분해가 가능한 고형화 물질을 전해질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지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 연구범위
○ 초기에는 친환경적인 고흡수성 수지인 마이크로 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구하거나 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액체를 흡수시
키는 형태 대신에 고체로 굳히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고형화 물질로는 젤라틴, 한천,
가용성 녹말을 선택하였다. 또한, 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천연 고흡수성 수지로 메틸 셀룰로스
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기존의 액체 미생물 전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극의 챔버에 한천과 젤라틴 등의 고형화
물질을 투입한 전고체 미생물 전지를 제작한다.
○ 전고체 미생물 전지의 전압, 전류, 전력밀도를 비교하여 대조군(액체형 전지)과 비교하여 전고체
성 미생물 전지의 가능성과 그 효율 증대 효과를 탐구한다.

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
미생물 연료전지는 전기화학적 활성을 지닌 혐기성 미생물의 촉매작용을 직접 이용하여 유기물
에 함유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이다. 일반적인 화학 연료전지와는 달리
미생물을 생체촉매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산화전극의 혐기
성 세균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Anode Chamber로 주입되는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져 전자와
양성자가 생성된다. 이때 양성자는 양성자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PEM)을 통해 이동
하고, PEM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는 외부저항이 유발한 전위차에 의해서 도선을 통해 환원전극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전자와 양성자는 외부에서 환원전극으로 공급된 산소와 함께 반응하
여 물을 생성한다.

그림 1. 미생물 연료전지의 원리

○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력 생산 원리

이화·동화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미생물은 기질대사 과정(시트르산 회로 등)에서 NADH,
FADH , GTP와 같은 전자 전달체를 생성하여 에너지 전달에 사용한다. 그림 3과 같이 전자 전달체
에는 기질의 산화를 통해 얻어진 전자의 고에너지가 저장되며, 이후 산화전극에서 산화되어 H  와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또한 전자 전달체의 산화로 생성된 H  가 PEM을 통해 Anode에서 Cathode로
이동한다. 이후 전자는 전하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부 도선을 따라 Anode에서 Cathode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전류가 생성된다.

그림 2. 시트르산 회로

그림 3. 광합성의 명반응

□ 연구주제의 선정
○ 현재 미생물 전지는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휴대가 불가능에 가깝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지에서도 누액 발생 시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미생물 전지의 경우 누액 발생 시 폭발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유출되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액체 전해질은 전극 물질의 퇴화, 전해질의 휘발, 전지의
온도 상승에 따른 연소와 급격한 부피팽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우리는 위 문제의 해결책을 리튬 폴리머 전지에서 착안하였다. 실제 화학 전지에서는 고체
폴리머 겔을 전해질로 사용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 전지의 수명을 향상, 우수한
고온 저장성 확보, 전지의 용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미생물 전지에서도
한천, 젤라틴 등의 물질로 전해액을 고체화시키고 그 속에 미생물을 키울 수만 있다면 누액
문제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연구 방법
○ 실험 설계
- 고형화
전지의 누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젤라틴, 한천 등과 같이 고흡수성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고형화 시키고 전해질에 Shewanella putrefaciens를 도말하여 전지를
구현할 것이다.

- 전지별 공생 효율 비교
기존의 액체 전해질 미생물 전지에서 미세조류의 광합성 산물인 산소가 혐기성 세균의 생장을
방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지의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해질을 고형화 시킨 뒤, 전해질의 표면에는 미세조류인 C.reinhardtii를 도말하여 광합성
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하고, 전해질의 내부에는 혐기성세균인 Shewanella putrefaciens 도말하
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전지의 지속시간을 증대시킬 것이다. 액체 전해질 전지를
대조군으로 하고, 여러 고형화 물질에 따라 공생 시 효율이 어느정도 증대되는지를 연구한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가설설정
가. 누액 문제
액체 전해질은 강한 외부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폭발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낮은 전지용량을 가지며 고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며, 증
발·누액·발화에 취약하여 고온의 환경에서의 사용에는 큰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전해액을 고체화한다면 충격이 가해져도 챔버 내 용액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
며, 위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고체화 물질에 따른 전지의 성능
전해액을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전지의 성능에 차이가 날 것이다. 또
한, 액체 배지에 비해 전자와 양성자가 움직일 공간이 좁고 경로가 길어지므로 전지의 효율
은 고체 전해질 전지가 액체 전해질 전지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미생물의 공생을 통한 전지 효율과 지속시간 개선
선행 연구 결과 미생물 전지에서 통성 혐기성 세균과 미세조류를 공생시키면 전지 효율
상승과 지속시간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세조류가 생산하는 산소는
혐기성 세균의 생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미생물을 반고체성
물질 내에서 배양하게 되면 혐기성 세균은 산소와 차단된 배지 내부에서, 미세조류는 빛이
조사되고 외부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배지의 바깥 표면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소는 혐기성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전자와 유
기물은 가교 결합 틈새를 통해 이동하여 혐기성 미생물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두 미생물
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지 효율과 지속시간을 보다 더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험 과정
가. 전지 설계 및 제작
Anode 챔버, Cathode 챔버와 두 부위를 연결하는 PEM 연결부로 구성된다. Anode 챔버 속
에는 6cm*6cm 크기의 Carbon Cloth 가 이용되고 Cathode 챔버 속에는 5cm*5cm 크기의
GDE가 이용된다. PEM의 크기는 5cm*5cm 이다.

그림 4. 미생물 전지 설계도

그림 13. 미생물 전지 틀

LazerCutting Program을 활용하여 전개도를 그리고 5T 아크릴을 잘라 전지의 형태를 만든
다. 또한 조립한 전지는 UV를 이용하여 살균하고, Cleanbench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타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한다.

나. 배지의 고체화
1) 앞서 제작한 액체 배지 900 mL에 한천 3.6 g을 넣는다. 한천의 농도는 0.4 %로 반고체성
배지가 된다.
2) 배지를 고온가압멸균기에 넣고 ℃에서 15분간 멸균한다.
3) 앞서 설계한 전지의 Anode 챔버에 집게 전선을 연결한 Carbon Cloth를 넣는다. 이때, 전
극이 바닥으로부터 3 cm 뜬 채 전해질을 채울 수 있도록 고정한다.
4) 전극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의 배지를 Anode Chamber에 붓고 Cleanbench 내에서 굳
힌다. 이때, 집게 전선의 금속부가 산화되지 않도록 금속 부분이 전해질에 잠겨 산소와
접촉할 수 없게 한다.
5) 액체 배지 1 L에 젤라틴, 가용성 녹말, 메틸 셀룰로스를 용해시켜 각각 12 %, 25%, 4%의
농도가 되게 한다. 이후 위 과정을 반복하여 각각의 전지를 제작한다.

6) 각 전해질은 전기전도도 2.5±1.00S를 유지한다.

다. 미생물 전지 구현
1) 증류수 500 mL에 한천 2.5 g을 넣고 ℃에서 15분간 가열하여 충분히 용해시킨다.
2) Cathode 챔버에 집게 전선을 연결한 GDE를 넣고 전극이 바닥으로부터 3 cm 뜬 채 전해
질을 채울 수 있도록 고정한다.
3) 가열한 한천 용액을 ℃까지 식힌 후 Cathode 챔버에 붓고 굳힌다.
4) 10 mL 바이알병에 5 mL의 3차 증류수를 담는다.
5) 백금이를 이용하여 배양 중인 Shewanella putrefaciens 콜로니를 채취한다.
6) Anode Chamber의 전해질에 Shewanella putrefaciens를 도말하여 배양한다.
7) 젤라틴 전지, 가용성 녹말 전지, 메틸 셀룰로스 전지도 각각 Cathode 챔버를 젤라틴과 가
용성 녹말, 메틸 셀롤로스로 채우고 Anode Chamber에 Shewanella putrefaciens를 도말한
다.
8) 약 2시간에서 3시간정도 미생물이 배양될 수 있도록 둔다.

라. 액체 전해질 전지(대조군) 제작
1) Cathode 챔버에 집게 전선을 연결한 GDE를 넣고 전극이 바닥으로부터 3 cm 뜬 채 전해
질을 채울 수 있도록 고정한다.
2) 앞서 제작한 액체배지를 Anode 챔버에 넣고 Cathode 챔버에는 증류수를 채워 넣는다.
3) 10mL 바이알병에 5mL의 3차 증류수를 담는다.
4) 백금이를 이용하여 배양 중인 Shewanella putrefaciens 콜로니를 채취한다.
5) Anode Chamber의 전해질에 Shewanella putrefaciens를 배양한다.
6) 약 2시간에서 3시간정도 미생물이 배양될 수 있도록 둔다.

그림 6. 한천 전지

그림 7. 젤라틴 전지

그림 8. 가용성 녹말 전지

그림 9. 액체 전해질 전지

그림 18. 4% Methyl Cellulose

그림 19. Methyl Cellulose
전지

그림 20. Shewanella
putrefaciens 콜로니

그림 21. 고형화 된 전해질에
백금이로
미생물 배양

그림 22. Anode 챔버 내
배양된 Shewanella
p

utrefaciens

마. 전지 성능 비교를 위한 전류 및 전압 측정
1) 모든 실험에서 미생물이 활동하는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수조에 물을 받
고 측정하고자 하는 전지를 물에 담근 이후 관상어용 히터로 수온을 ℃로 일정하게 한
다.
2) 전극을 PASCO Voltage 센서와 연결한다.
3) 저항을 1, 2, 5 10, 20, 50, 100, 1000  으로 바꿔가며 각 전압을 측정한다.
4) 전압 센서를 분리하고 Vernier Current sensor를 연결한다.
5) 3)과 같이 저항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6) 위 과정을 젤라틴 전지, 가용성 녹말 전지, 메틸 셀룰로스 전지, 액체 전해질 전지에서
동일하게 수행한다.
7) 미생물이 아닌 배지와 물에 의해 생기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미생물을 도말하
지 않은 한천 전지에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한다.
8) 분극 곡선을 도시하여 각 전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지점을 찾고 전지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림 15. PASCO를 이용한
전압 측정

그림 16. LABQUEST를
이용한 전류 측정

바. 공생 미생물 전지 효율 탐구
1) 액체 배지에 한천은 0.5%, 젤라틴은 12%의 농도로 투입한다.
2) 배지를 고온가압멸균기에 넣고 ℃에서 15분간 멸균한다.
3) Anode Chamber에 Carbon Cloth를 바닥에서 3 cm 위에서 고정하고 ℃로 식힌 1)의 물
질을 붓는다. 물질별로 2개의 전지를 준비한다.
4) 증류수에 한천과 젤라틴을 1)과 같은 농도로 투입하고 ℃로 끓여 용해시킨다.
5) Cathode Chamber에 GDE를 바닥에서 3 cm 위에 고정하고 3)의 물질을 붓는다.
6) 백금이를 이용해 미생물을 도말한다. 하나의 전지에는 표면에 C.reinhardtii만을 도말하고,
다른 하나의 전지에는 Shewanella putrefaciens를 Anode 챔버의 전해질의 내부에, 표면에는

C.reinhardtii를 도말한다.
7) 미생물이 챔버 내에서 증식하도록 약 2-3시간 기다린다.
8) 각 전지에 1000lx, 1500lx, 2000lx의 빛을 조사한다.
9) 마.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 전압, 최종 전압,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를 측정한다.

사. 공생 미생물 전지 대조군 제작
1) Cathode 챔버에 집게 전선을 연결한 GDE를 넣고 전극이 바닥으로부터 3 cm 뜬 채 전해
질을 채울 수 있도록 고정한다.
2) 액체배지를 Anode 챔버에 넣고 Cathode 챔버에는 증류수를 채워 넣는다.
3) 10mL 바이알병에 5mL의 3차 증류수를 담는다.
4) 백금이를 이용하여 배양 중인 Shewanella putrefaciens와 C.reinhardtii를 채취한다.
5) Anode Chamber의 전해질의 내부에 Shewanella putrefaciens와 C.reinhardtii를 배양한다.
6) 약 2시간에서 3시간정도 미생물이 배양될 수 있도록 둔다.
7) 마.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 전압, 최종 전압,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를 측정한다.

라. 전지의 지속시간 비교
1)
2)
3)
4)

앞서 만든 전지에 알맞은 미생물을 배양한다.
분극 곡선을 통해 알아낸 전지가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외부 저항을 전결한다.
Vernier current sensor를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전지가 기능을 잃고 전류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내용
가. 전지의 성능비교 지표
본 실험에서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이를 통해 전력밀도를 구하여 전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보다 중요한 분극곡선(polarization curve) 실험을 하도록 권장해주셨고,
7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나. Single batch cycle 전압발생 측정
기존에는 각 전지의 지속시간을 확인함에 있어 12시간동안 전류를 측정했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전지 수명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을 받았고 Single batch cycle 즉, 미생물의 사멸
혹은 다른 원인으로 전력 발생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전압 발생을 해보라고 말씀해주셨다.

다. 전해질 고체화에 따른 전지효율 감소에 대한 의견
실험 전 전해질을 고체화시키게 되면 전자가 움직이는 경로가 길어지고 공간이 좁아져 액체
전해질에 비해 전지효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와 반대였고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전기전도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고체화를 진행해도 효율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금속 첨가 등 부가적인
처리로 오히려 전기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또한, 물질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고형화 물질에 따른 미생물
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고체형 전지, 공생형 전지와 대조군의 효율 비교 결과
각 전지별로 초기 및 최종의 전압과 전류 값을 이용하여 분극곡선을 도시한 결과는 그래프
1과 같다.

그래프 1. 각 전지별 분극곡선
분극곡선을 도시한 결과, 액체형 전지(대조군), 녹말전지, MC전지, 한천전지, 젤라틴전지의
최적조건에서의

전력

밀도

값이

각각

108.80mW/m2,

63.72mW/m2,

55.04mW/m2,

207.92mW/m2, 172.21mW/m2로 나타났다. 녹말과 MC전지의 경우 전력 밀도가 대조군 대비
42%까지 감소하였으나, 한천전지의 경우 91%증가하여 고형화 과정에서 한천의 사용이 가장
높은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액체형 공생 전지의 전력 밀도는 135.28mW/m2로 액체 비공생 전지의 108.8mW/m2에 비해
25%의 증가를 보인다. 한천 공생 전지의 경우 전력 밀도 209.25mW/m2로 한천 비공생 전지의
207.92W/m2에 비해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하나, 액체 전지에 비해서는 매우 큰 전력 밀도를 보인다.
○ 고체형 전지, 공생형 전지와 대조군의 지속시간 비교 결과

그래프 2. 공생형 전지 지속시간
한천 전지의 경우 지속시간이 52시간으로, 액체 전지(대조군)의 지속시간 41시간 대비 27%의 증가를
보인다. 액체 공생 전지의 경우, 미세조류와 혐기성 미생물의 공생으로 41시간에서 65시간으로
지속시간이 증가하였으나, 110시간 지속된 한천 공생 전지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인다.

○ 결과 해석 및 논의

가. 미생물 연료전지 전해질의 고체화를 통한 효율 및 지속시간 상승
기존의 액체 전해질 전지의 경우 미생물이 Anode챔버의 바닥과 표면에서만 생장할 수 있어 미생물의
개체 수가 제한되었지만, 전해질 고체화 시 Anode챔버의 모든 부분에서 미생물의 생장이 가능하여 전체
미생물 개체 수가 증가하여 전지의 효율이 증가하고, 또한 전해질 고체화 시 액체 전해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존재하는 유기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전지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공생형 전지의 고체화를 통한 기존의 공생형 전지의 문제점 해결
공생 전지의 경우 기존의 혐기성 세균만을 이용한 전지와는 다르게 Anode 챔버 표면의 미세조류가 광합성
을 통해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 전지의 지속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시간이 한천
공생 전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두 미생물 생장 구역의 분리에 성공하여 기존의 혐기성
미생물 사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예상된다.

○ 오차 원인 분석
가. 미생물 개체 수 차이
동일한 수의 콜로니를 도말하여도 정확히 똑같은 양의 미생물을 배양할 수 없으며 증식 속도도
전해질마다 차이가 커 전류측정에 오차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Anode 챔버의 미생물
도말에 이용된 콜로니의 크기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여 개체 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나. 미생물 활성의 차이
센서와 전지 개수의 제한으로 동시에 모든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실험마다 미생물의
활성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전지 제작, 작동, 측정 과정에서 온도, 내부 pH 등 외부
조건을 일정히 하여 이러한 활성을 일정히 하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시사점

○ 전지의

안전성과 휴대성 확보

액체 전해질은 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해질을 고체화하여도 전지를 구동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미생물 전지의 제작 가능성을 확보했다.

○

전지의 전력밀도 및 구동 시간 개선

연구 결과, 전해질의 고체화 시 안전성과 더불어 전력밀도와 구동시간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유기물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미세조류를 공생시킨 결과, 액체 공생 전지에서 광합성
산물인 산소가 혐기성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생형 고체 미생물 연료전
지’가 실험에 사용된 전지 중 가장 큰 전력밀도와 구동 시간을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미생물 전지를 제시하였다. 공생형 전지는 유기물의 외부공급 없이도 빛만 제공되면 영구적
발전이 가능한 플랜트의 제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4. 홍보 및 사후 활용
○

산업 공정의 부산물인 한천, 젤라틴 등을 이용한 친환경 전지 제작
해변가의 폐기 해조류와 젤라틴 가공과정의 부산 젤라틴에서 한천, 젤라틴을 추출한다면,
작동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또한 친환경적인 전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일 챔버 미생물 전지의 구현

미생물 전지에서 PEM을 사용하여 챔버를 분리하는 이유는 Anode 챔버 내에는 혐기성 미생물이
살아야 하지만, Cathode 챔버에는 산소가 전극에 닿아 반응이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혐기성 세균을 쓰는 이유는 호기성 세균을 사용하게 되면 Cahoted 전극에서 반응에 이용될 산소가
부족해져 전지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인데, 만약 호기성 세균과 미세조류를 함께 공생시키
면 산소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호흡 효율이 더 높은 호기성 세균은 더 큰 전력
생산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가격이 비싸 미생물 전지 상용화의 걸림돌인 PEM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추후 호기성 세균과 미세조류를 공생시킨 단일 챔버 미생물
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

영구 발전 플랜트 제작

제시한 공생형 고체 전지는 안정성이 극대화되고 효율이 높은 미생물 전지이다.
보다도, 외부에서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빛만 제공되면 반영구적으로 전지를 구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영구 발전 플랜트를 제작하면 큰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무엇

5. 참고문헌
1. 김성현 (2009).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원리 및 적용.』 대한환경공학회지, 제 31권
제 9호, 705~718.
2. 송영채 (2009). 『미생물 연료전지의 재료 : 전극 및 분리막, 집전체.』 대한환경공학회지, 제
31권 9호, 694~704.
3. 이재호, 2015, 『막-전극 접합체를 이용한 광합성 미생물 연료전지의 제작』, 단국대학교 석
사 학위 논문.
4. Hemanth Kumar Tanneru, Resmi Suresh, Raghunathan Rengaswamy. (2017) 『미세 광합성
전지의 모델링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 Computers & Chemical Engineering 107 , 284-293.
5. Jui-Ju Juang, 장조수. (2016) 『microalgae 생명 공학에 microfluidics의 응용』 : 리뷰.
Biotechnology Journal 11 : 3, 327-335.
6. Mehdi Shahparnia, 『"Micro photosynthetic power cell for power generation from
photosynthesis of algae"』, 『Technology』, VOLUME 3, 2015, 119~126.
7. Mohammad A. Masadeh , Kiran Kuruvinashetti , Mehdi Shahparnia , Pragasen Pillay ,
Muthukumaran Packirisamy . (2017) 『Microphotosynthetic Power Cell의 전기 화학적 모델링
및 등가 회로 표현.』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64 : 2, 1561-1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