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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의 중금속 정화능력을 활용한 수질 오염도 개선연구 및 이끼필터 제작
이끼의 중금속 흡수능력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금속 흡착필터를
제작하고자 한다. 제작한 중금속 필터의 효율성을 중금속 흡착 비교실험을

연구목표

통해 연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금속 흡착 필터에 비해 친환경적이면
서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수질을 정화해줄 수 있는 최종의 이끼필터를 제작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주변 환경에서 이끼 채집 활동
○ 선택한 이끼의 관찰 및 조사
○ 실험 준비 과정 : 실험에 이용할 중금속 용액 제조하기
○ 예비실험Ⅰ. B50-Meta를 이용하여 용액의 중금속 농도 측정해보기.
○ 예비실험Ⅱ. 이끼의 중금속 흡수능력 확인해보기.
○ 실험Ⅰ. 이끼 종류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 확인하기.
○ 실험Ⅱ. 이끼 상태 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 확인하기.
○ 실험Ⅲ. 이끼의 중금속 흡수 시간에 따른 흡수력차이 비교하기:
교반시간을 달리하여 이끼의 중금속 흡수 능력의 변화를 확인한다.
○ 중금속 흡착에 있어 이끼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탐구
○ 이끼의 pH 실험 진행

연구내용

○ 이끼의 생장력 확인 실험
○ 다양한 모양의 이끼필터 구상
1-1) 황토 분말과 이끼 분말을 활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1-2) 이끼분말과 모스볼을 이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2)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3)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4) 최종이끼필터 제작
○실험 준비 과정 : 실험에 이용할 중금속 용액 제조하기
1) 중금속 용액 (납 포함 용액) : Pb 1000mg/L 용액 제조하기
○중금속 감소량 측정
1) 최종 이끼필터 중금속 감소량 측정
○수질정화에 적합한 최종 이끼필터 제작
○숯과 각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흡착 비교실험

□ 연구 결과
○ <예비실험Ⅰ>를 통하여 납은 측정 키트를 통하여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
였지만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실험I>를 통하여 세 이끼 모두 납을 흡수하지만 비단이끼<솔이끼=
털깃털이끼 순으로 미세한 흡수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험Ⅱ>에서 예상한 가설과 달리 측정결과 세 이끼 모두 각각의
상태에서 비슷한 색상이 나타났다.
○ <실험Ⅲ> 솔이끼>털깃털이끼>비단이끼 순으로 흡수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중금속 흡착에 있어 이끼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탐구
- 이끼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금속 흡착문제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수질의
pH 수치를 높여주는 등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끼를 이용할 때에
환경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 이끼의 생장력 확인 실험
연구성과

- 물병에 물과 이끼를 함께 담근 후 이끼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이끼는 활발한 광합성을 하며, 수중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끼의 pH 실험 진행
- 7일 후 숯은 pH 4에서 pH 6.4까지 올라갔고, 이끼는 pH 4에서 pH 5.7까지
올라갔다.
○ 다양한 모양의 이끼필터 구상
1-1) 황토 분말과 이끼 분말을 활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 황토를 뭉친 것이 물과 만나며 흙탕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모스볼을 이용한 최종 이끼필터 제작
○중금속 감소량 측정
1) 최종 이끼필터 중금속 감소량 측정
- 1000ppm에서 728.6ppm으로 중금속이 약 281.4ppm만큼 감소하였다.
○숯과 각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감소량 측정
- 납 표준용액 1000ppm에 숯을넣은 수용액은 48시간 뒤 684.5ppm으로
감소, 모스볼은 670.9ppm, 이끼분말은 532.8ppm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이끼분말이 가장 중금속 흡착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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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보고서 >
1. 개요
□ 연구목적
○ 이끼는 수분 흡수율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잘 흡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
여 공장폐수 또는 미세먼지가 녹아있는 빗물에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이끼필터를
만들고자 한다.
○ 이끼 이외에도 중금속을 흡착하는 물질인 숯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끼가 이들보다
나은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다양한 이끼필터 모양을
구상해서 가장 최적의 이끼필터를 만들고자 한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숯 중금속 흡착필터와 비교하여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중금속 흡착필터를 제작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 연구 분야
- 이끼의 중금속 흡착 능력에 관한 실험
○ 연구과정
- 중금속 흡착에 효율적인 이끼 선정
- 이끼의 수질정화 능력 확인 실험
- 숯과의 대조군 실험
- 이끼필터 제작

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이끼의 프로 네마 (Protonema )는 납 (Pb)으로서 기능 할 수있다. 흡착제 ", PLOS
ONE (토토 오카 키미노리, 스즈키 수기, 나카츠카 수기, 카와카미 사토시, 키쿠치 준,
히로시 사카키 바라)의 연구를 통해 이끼가 중금속을 흡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이끼의 능력 및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분야 자료 탐구
- 독일의 환경기술기업 '그린시티솔루션(Green city solution)'은 이끼를 이용해 이산화탄
소와 오존가스,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벤치'를 만들었다.
- 스웨덴이 원산지인 물에서 사는 이끼 Warnstorfia fluitans이라는 이끼는 '비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연구진은 스웨덴에서 자라는
Warnstorfia fluitans이라는 이끼가 물 속의 비소 성분을 빠르게 흡수한다고 설명하
였다. 약 한 시간이면 물 속의 비소를 82%가량 정화가능하며 Warnstorfia fluitans

이 정화한 물은 사람이 마셔도 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의 지질 특성상 자
연적으로 물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광산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비소 오
염이 많은데 이 물은 농사를 짓거나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물을 먹고 자란 식
물은 비소를 함유하고 그 식물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독소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
아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는 이끼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
이끼는 높은 자외선을 비롯한 험난한 우주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포톤 인공위성이 유럽항공우주국의 바이오팬 시설에
서 외계생명체 실험의 하나로, 각기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이끼를 지구로 귀환하기
전까지 14.6일 동안 다양한 온도와 자외선, 우주방사선 등에 노출한 결과 생존율은
물론 광합성 능력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끼는 극단적인 환경을 좋
아하고 지구에서도 가장 험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구진에 따르면 이끼는 다중세포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진핵생물로 그 진화
과정에서 박테리아보다 훨씬 진화한 근대적인 조직이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바이
오팬 실험의 결과, 이끼는 화성의 표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실험에 이어서 지상과 우주 공간에서 실시될 실험은 흥미로운 천체생물학적인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제공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황토와 분말 활성탄을 이용하여 제조한 흡착제의 중금속 흡착특성( 김영주, 전명진, 장미
라, 최인석, 신도철, 이민환, 엄석원. 2008)
- 이끼 이외에도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황토와 분말 활성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
흡착제 제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식물 재료를 이용한 중금속 흡착에 관한 탐구 (대전과학고등학교 김민, 장철순)
- 이끼와 중금속 흡착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조군 설정에
서 참고하였다.
○ 대추의 중금속 제거 효과에 관한 연구 (제53회 전국과학전람회 김경아, 유지인, 이순현
(2007) 8-11.
- 중금속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참고하였다.

□ 연구주제의 선정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 발견
-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끼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 이끼 이외의 다른 중금속 흡착제 조사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끼 이외에도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한 실험 보고서들을 보게되었고, 이를 참고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이용한 이끼필터 제작 계획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에 대해 알고 난 뒤 미세먼지로 인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자
생각하였다.
-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끼를 이용한
중금속 흡착필터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 연구 방법
○ 이끼에 대한 조사 및 이끼 선정을 위한 실험 진행한다.
- 주변에 존재하는 이끼들을 관찰 조사하여보고, 이끼 도감 및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끼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실험실 내에서 기르기 쉽고 중금속을 쉽게 흡수하며, 필터로
제작하는데 가장 적당한 이끼의 종류를 선정한다.
○ 이끼의 중금속 흡착능력 확인 실험 진행
- 여러 가지 중금속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중금속 용액을 만들고, 이끼를 이용하여 유의미
한 농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 중금속 시험 B50-meta 측정키트를 활용하여 제조한 질산 납 표준용액의 농도를
측정한다.
- 이끼를 질산 납 표준용액에 넣은 뒤 10분 뒤에 B50-meta 측정키트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 정확한 측정은 중금속 측정기가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진행한다.

총 중금속 측정 B50-Meta
측정 물질: 구리/아연/카드뮴/니켈 등 중금속
범위: 10~1000ppb
측정시간:2분30초
측정횟수:50회
측정방법: 중금속 수용액에 막대스크립트를 넣고 30초간 저은 후 용
액을 털어내어 2분간 기다린다. 중금속 수치에 따른 색상안과 스크립
▲그림1. B50-meta

트에 나타난 색을 비교하며 몇 ppb인지 알아낸다.

○ 이끼 종류 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끼를 선정한다.
- 비단이끼, 솔이끼, 털 깃털 이끼를 제조한 질산 납 표준용액에 넣어 10분 동안 놔둔다.
- 10분 뒤에 B50-meta측정키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 이끼 상태 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 확인하는 실험 진행하고 활용 가능한 이끼의 생육환
경 및 이끼 상태를 알아본다.
- 말린 이끼, 생 이끼, 간 이끼로 종류를 나누어 이끼의 상태별로 중금속 흡수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교반시간을 달리하여 이끼의 중금속 흡수능력 확인하여 이끼의 효율적인 중금속 용액
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알아본다. 이끼 종류별 정화능력시간 차이를 알아보고 가장
적당한 이끼를 선정한다.
- 10분, 20분, 30분, 60분, 120분으로 나누어 이끼의 중금속 흡수 능력을 확인한다.
- 이끼가 중금속을 흡수하는 양에 한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중간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끼필터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 공통적으로 티백형태와, 모스볼을 이용하여 이끼필터를 구상하였다.
○ 수질 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끼필터를 구상하던 중에 pH 실험을 통해 이끼가 다른
물질들보다 나은 점을 확인하였다.
- pH4 수용액에 숯과 이끼를 담근 뒤, 7일이 지난 후 pH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 제작한 이끼필터들을 바탕으로 최종 이끼필터를 제작한 뒤 최종 이끼필터의 중금속
흡착력을 창원대학교 공동실험 실습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 1000ppm의 납 중금속 용액을 제조하여 이끼필터를 넣어 48시간 뒤 납 감소량을 측정하
였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주변 환경의 이끼 채집 활동
-창원여자고등학교 아스팔트와 뒷산 등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끼를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학교 본관 음지에 자라난 이끼
(비단이끼로 추정)

▲그림

3.

학교 별관 화단에 자라난 이끼
(서리이끼로 추정)

▲그림4. 학교에서 채집한 이끼
(깃털이끼, 비단이끼, 서리이끼 등으로
추정되는 이끼를 채집하였음)

- 진해 웅천 성흥사 계곡에 가서 자연환경에 이끼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이끼를 보고 이를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계곡에서 솔이끼, 물가양털이끼,
털 깃털이끼, 비단이끼, 풍경이끼 등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이끼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대부분의 생육환경이 습하고 그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5. 진해 성흥사 계곡

▲그림6. 계곡 나무
뿌리에서 발견한 이끼
(풍경이끼로 추정)

▲그림7. 계곡 바위에서
발견한 이끼
(물가양털이끼로 추정)

▲그림8. 계곡 바위에서
발견한 이끼

- 채집한 이끼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비단이끼, 솔이끼, 털깃털이끼가 가장 발견빈도가
높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험에 사용할 이끼로 지정하였다.

○ 선택한 이끼의 관찰 및 조사
-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이끼는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이끼의 좀 더 자세한 모습을 보고
종류를 확인하였다.

▲그림9. 비단이끼

▲그림10. 솔이끼

▲그림11. 털깃털이끼

○ 실험 준비 과정 : 실험에 이용할 중금속 용액 제조하기
1) 중금속 용액 (납 포함 용액) : Pb 1000mg/L 표준용액 제조하기
① 331.23 g Pb(N03)2 중에는 207.2 g Pb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0mg/L
Pb 수용액 10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1.59 g Pb(N03)2 가 필요하다.
② 1.59 g Pb(N03)2 를 1 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약간 넣어 녹인다.
③ 메스플라스크의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우고 뚜껑을 닫은 뒤 흔든다.
2) 중금속 용액 (크롬 포함 용액) : Cr 1000mg/L 표준용액 제조하기
① 294.18 gK2Cr2O7 중에는 103.92 g Cr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0mg/L Cr 수용액
10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2.82 g K2Cr2O7이 필요하다.
② 2.82 g K2Cr2O7를 1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약간 넣어 녹인다.
③메스플라스크의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우고 뚜껑을 닫은 뒤 흔든다.
○예비실험Ⅰ. B50-Meta를 이용하여 용액의 중금속 농도 측정해보기.
1) 납 측정여부 확인하기
- 준비과정에서 제조한 Pb 1000mg/L 표준용액 20ml를 비커에 담는다.
- B50-meta측정키트의 스크립트를 용액에 30초간 저어준다.
- 2분을 기다린 후 측정키트의 중금속 수치에 따른 색상환과 스크립트에 나타난 색을
비교한다.
2) 크롬 측정여부 확인하기
- 크롬도 납을 측정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예비실험Ⅱ. 이끼의 중금속 흡수능력 확인해보기.
- 가설 : 제조한 중금속 용액의 농도를 B50-meta측정키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끼가 중금속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단이끼를 이용하여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2) 준비과정에서 제조한 Pb 1000mg/L 표준용액을 B50-meta측정키트를 사용하여 색변화
를 확인일 통해 농도를 측정한다.
3) 표준용액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뒤 Pb 1000mg/L 표준용액에 이끼를 넣는다.
4)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B50-meta 측정키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다.
○ 실험Ⅰ. 이끼 종류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 확인하기.
-가설 : 이끼의 종류에 따라 중금속 흡수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작 변인 : 이끼의 종류, 통제변인 : 중금속 용액의 농도, 반응시간 등 나머지 모든
조건
1)
2)
3)
4)

건조된 비단이끼 5g을 10분간 물에 불린 후 이끼를 건진다.
Pb 1000mg/L 표준용액의 100ml를 비커에 담아 이끼를 넣는다.
10분 뒤에 B50-meta 측정키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다.
솔이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다.

5) 털깃털이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다.
○ 실험Ⅱ. 이끼 상태 별 중금속 흡수능력 차이 확인하기.
-가설 : 이끼의 상태에 따라서 중금속 흡수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조작 변인 : 이끼의 상태, 통제변인 : 이끼의 종류, 중금속 용액의 농도 등 나머지 모든
조건
1-가) 비단이끼를 생이끼, 건조이끼, 건조분말로 준비하여 각각의 이끼를 제조한 표준용액
에 넣는다.
1-나) 생이끼는 건조이끼 5g에서 각각 10분간 물에 불린 후 이끼만 건져내어 사용하였다.
2) 10분 뒤에 B50-meta측정키트를 사용하여 각각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다.
3) 이끼의 상태에 따라 중금속 흡수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솔이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다.
5) 털 깃털이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다.

▲그림12. 상태별 비단이끼

▲그림13. 상태별 솔이끼

▲그림14. 상태별 털깃털이끼

○ 실험Ⅲ. 이끼의 중금속 흡수 시간에 따른 흡수력차이 비교하기: 교반시간을 달리하여
이끼의 중금속 흡수 능력의 변화를 확인한다.
-가설 : 이끼의 중금속 흡수를 위한 교반시간에 따라 중금속 흡수 정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조작변인 : 교반시간, 통제변인 : 이끼의 종류, 양 등 나머지 모든 조건
1) 10분, 20분, 30분, 60분, 120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커에 이끼를 넣고 기다린다.
2) 위의 교반시간마다 B50-meta측정키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다.
3) 이끼가 중금속을 흡수하는 양에 한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실험Ⅰ, 실험Ⅱ, 실험Ⅲ 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험에서 사용할 가장 효율적인
이끼를 결정한다.
○ 중금속 흡착에 있어 이끼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탐구
- 연구주제를 이끼로 선정한 뒤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끼 외에도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 물질들보다 이끼의 더 나은 점을 발견하고
중금속 흡착에 있어 이끼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화하였다.
○이끼의 pH 실험 진행
가설: 이끼가 산성화된 수질에서 pH를 중성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조작변인

pH4 용액에 들어갈 물질

통제변인

용액의 양, pH 농도, 담궈놓는 시간

종속변인
pH 농도의 변화
1) pH4 수용액을 제조한다.
2) 비커 각각에 이끼 5g, 숯5g을 넣는다.
3) 24시간이 지난 뒤 산성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15. pH4 시료

▲그림16. 이끼 5g, 숯 5g

▲그림17. pH4 수용액에 이끼와 숯을
담근 모습

○이끼의 생장력 확인 실험
- 이끼의 생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병에 물과 이끼를 담근 후 계속해서 이끼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림18.이끼 생장 실험
○ 다양한 모양의 이끼필터 구상
1-1) 황토 분말과 이끼 분말을 활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 황토에는 미생물이 많이 있다고 한다. 황토를 이용하여 이끼를 뭉쳐, 동그란 형태로
만들면 중금속 흡착을 포함한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보았
다.
- 황토와 이끼 분말을 섞고, 약간의 물을 넣어 작은 공 모양으로 뭉친다. 우리는 이를
‘황토 모스볼’ 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필터의 전반적인 모양은 어항의 수질을 정화해주는 여과기의 형태로 만들었다.
①만드는 방법
- 먼저 빈 페트병의 밑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페트병 안에 황토 모스볼을 넣고,
부직포를 넣는다.
- 뚜껑에도 구멍을 뚫은 후 호스를 구멍에 넣는다.
- 병 안쪽을 향하는 호스에 콩돌을 꼽아준다. (이 때의 콩돌은 페트병이 물 위에 뜨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 뚜껑과 병을 합쳐준다.
‚예비실험 (황토 모스볼의 모양 유지실험)
- 만든 이끼 필터를 물을 채운 병 안에 넣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였다.

▲그림19. 이끼분말 + 황토분말

▲그림20. 이끼분말 + 황토분말

▲그림21. 이끼분말 + 황토분말

1-2) 이끼분말과 모스볼을 이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 이끼 필터의 형태는 위의 1-1과 비슷하다.
- 적당한 크기의 부직포를 준비하여 부직포 사이에 이끼 분말을 넣어 티백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다.
- 이끼를 동그랗게 만든 후 실로 고정한 작은 모스볼을 여러 개 만든다.
- 페트병안에 모스볼을 먼저 넣은 후, 이끼 분말을 넣은 부직포 3개를 넣는다.
- 1-1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끼필터를 완성한다.

▲그림22. 이끼분말 + 모스볼

▲그림23. 이끼분말 + 모스볼

▲그림24. 이끼분말 + 모스볼

① 부직포를 활용한 이유
- 이 필터의 전반적인 모양은 어항의 수질정화 여과기의 모양을 본 딴 것이지만,
그 원리는 바이오 필터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 바이오 필터는 미생물을 서식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미생물을 활용하여 수질
정화를 하는 원리이다. 또, 바이오 필터는 수질정화를 함과 동시에 수질의 악취를 개선시
킨다.
- 부직포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서식하게 하고, 털깃털이끼의 피톤치드향과 수질 정화능력
을 이용하면 바이오 필터와 이끼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부직포를
활용하였다.

2)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 모스볼은 흔히 이끼를 뭉쳐 만든 것을 이야기하므로 모스볼을 활용한 이끼필터를 구상해
보았다.
- 모스볼을 이용했을 경우 그냥 이끼를 사용한 것 보다 흙탕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티백형태를 활용하여 15X15크기로 망 안에 모스볼을 넣어 필터를 구상해보았다.

▲그림25.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그림26.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그림27.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3)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 1차적으로 철 망을 통해 불순물을 걸러준 다음 티백형태의 이끼필터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해주는 형태이다.
- 샤워타올을 작게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 철사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고정한다. 그
후 모스볼로 만들어 둔 이끼를 넣고 철 망 속에 넣어준다.
①티백형으로 생각한 이유
- 이끼가 일정량의 중금속을 정화하고 한계치에 다 다르면 더 이상 흡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쉽게 이끼를 바꿔줄 수 있는 형태를 고안하였다.
- 이 결과 티백형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티백형을 사용하게 되면 중금속
흡착 후 이끼 처리에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샤워타올을 사용한 이유
- 여러 가지 천과 다르게 샤워 타올을 자세히 관찰하면 융털구조와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털구조는 표면적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려 물을 흡수하는데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8.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그림29.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그림30.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모스볼을 이용한 최종 이끼필터
- 위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이끼필터를 바탕으로 최종 이끼필터를 제작하였다.
- 배수구거름망, 이끼티백, 모스볼을 이용하여 이끼필터를 제작하였다.
- 배수구 거름망에 한 곳에는 이끼티백, 나머지 한 곳에는 모스볼을 넣어 두 개의
배수구 거름망을 붙여 이끼필터를 제작하였다.

▲그림31.최종이끼필터 제작

▲그림32.최종이끼필터 제작

▲그림33.최종이끼필터 제작

○실험 준비 과정 : 실험에 이용할 중금속 용액 제조하기
1) 중금속 용액 (납 포함 용액) : Pb 1000mg/L 용액 제조하기
① 331.23 g Pb(N03)2 중에는 207.2 g Pb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b 수용액 10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1.59 g Pb(N03)2 가 필요하다.
② 1.59 g Pb(N03)2 를 1 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약간 넣어 녹인다.
③ 메스플라스크의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우고 뚜껑을 닫은 뒤 흔든다.

○중금속 감소량 측정
1) 모스볼을 이용한 최종 이끼필터 중금속 감소량 측정

▲그림34..최종 이끼필터

▲그림35.최종 이끼필터

▲그림36.최종 이끼필터를 넣은 수조

- 제작한 최종 이끼필터의 중금속 흡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창원대학교 공동실
험 실습관에 ICP 사용을 의뢰하여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 수조에 최종 이끼필터,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를 넣은 뒤
각각의 수조에 위 실험준비과정에서 제조한 Pb 1000mg/L 용액을 6000mL 넣는다.
- 48시간이 지난 뒤 각 수조를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중금속 수치 측정을 의뢰한다.
○수질정화에 적합한 최종 이끼필터 제작
- 수질정화에 적합한 최종 이끼필터를 좀 더 구상해 본 결과 중금속을 흡착한 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끼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금속 흡착필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위 생각을 바탕으로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그물망 모양 이끼필터를 제작하였다.

▲그림37. 이끼분말을 활용한
이끼필터

▲그림38. 이끼분말을 활용한
이끼필터

○숯과 각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흡착 비교실험
- 가설: 이끼보다 숯의 중금속 흡착력이 높을 것이다.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이끼의 상태, 숯
용액의 양, ppm농도, 담궈 놓는 시간
ppm농도의 변화

1) 중금속 용액 (납 포함 용액) : Pb 1000mg/L 용액 제조한다.
2) 각 비커에 중금속 용액을 나눠담는다.
3) 48시간이 지난 뒤 각 중금속 용액의 농도변화를 확인한다.
- 이끼의 상태를 이끼분말, 모스볼, 이끼로 구분하여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제로 중금속 흡착력이 좋기로 알려진 숯을 이끼와 흡착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숯의
중금속 흡착력도 확인하였다.
-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흡착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예비실험Ⅰ>를 통하여 납은 측정 키트를 통하여 400ppb~1000ppb의 색으로 검출되
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39. 납 표준용액 검출 결과

▲그림40. 크롬 표준용액 검출결과
크롬은 검출되지 않음

○ <실험I>를 통하여 세 이끼 모두 납을 흡수하지만 비단이끼<솔이끼=털깃털이끼 순으로
미세한 흡수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험Ⅱ>에서 예상한 가설과 달리 측정결과 세 이끼 모두 각각의 상태에서 비슷한 색상이
나타났다.

▲그림41. 비단이끼 시험 결과
(생이끼, 건조이끼, 건조분말 순)
ppb수치별 비교
건조이끼>생이끼>건조분말

▲그림42. 솔이끼 시험 결과
(생이끼, 건조이끼, 건조분말 순)
ppb수치별 비교
생이끼>건조이끼=건조분말

▲그림43. 털깃털이끼 시험결과
(생이끼, 건조이끼, 건조분말 순)
ppb수치별 비교
건조이끼>생이끼=건조분말

- <그림17>에서 비단이끼 시험 결과를 통해 생 이끼(약 50ppb), 건조이끼(약 50ppb), 건조분
말(약 20ppb)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18>에서 솔이끼 시험 결과를 통해 생 이끼(약 20ppb), 건조이끼(약 10ppb), 건조분말
(약 20ppb)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19>에서 털 깃털이끼 시험 결과를 통해 생 이끼(약 20ppb), 건조이끼(약 50ppb),
건조분말(약 20ppb)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험Ⅲ>을 통하여 세 이끼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한 스크립트 색의 값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하여 솔이끼>털 깃털이끼>비단이끼 순으로 흡수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 본 실험들을 통하여 이끼가 흡수하는 용액의 양을 고려하여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44
○ 중금속 흡착에 있어 이끼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탐구
- 본래 중금속 흡착에 사용되는 필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중금속 흡착필터의
필요성을 알게되었다.
- 이끼 이외에 중금속을 효율적이게 흡착하는 물질은 해조류, 숯이 대표적이다.

- 해조류의 경우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 재료이며, 현재 해조류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숯의 경우 현재 공기 청정필터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으며, 그 효율도 좋다. 숯에는
미세공극구조가 있어 중금속을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 하지만 숯, 그중에서도 검탄
은 일산화탄소 생산량이 많고 유황성분이 나와 가스 중독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이끼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금속 흡착문제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수질의 Ph 수치를 높여주
는 등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끼를 이용할 때에 환경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끼의 생장력 확인 실험
-물병에 물과 이끼를 함께 담근 후 이끼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이끼는 활발한
광합성을 하며, 수중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끼의 pH 실험 진행
- 24시간 후 숯과 이끼를 넣은 pH용액의 pH농도를 측정한 결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7일 후 숯은 pH 4에서 pH 6.4까지 올라갔고, 이끼는 pH 4에서 pH 5.7까지 올라갔다.
- 실험을 하기 전 참고한 다른 실험보고서에서는 이끼를 이용하였을 때 pH 4에서 pH
6.8까지 올라갔다는 연구결과와 우리가 실행한 실험의 연구결과가 달랐다.
- 우리는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로 이끼를 밀폐되어 공기와의 접촉이 없고,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전 연구에서 이끼는 pH 수치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접 해본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림45. 이끼의 pH치수

▲그림46. 숯의 pH치수

▲그림47
○ 다양한 모양의 이끼필터 구상
1-1) 황토 분말과 이끼 분말을 활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 예비실험에서 황토분말을 이용한 이끼필터에 물을 넣어본 결과 황토를 뭉친 것이 물과
만나며 흙탕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 황토가 중금속을 흡착시키는 효율성을 높여 줄 수는 있지만 넓은 목적은 수질 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생기는 황토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2) 이끼분말과 모스볼을 이용한 여과기 형태의 이끼필터 구상
- 이끼 분말을 부직포에 넣어 티백과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 이끼 분말뿐만 아니라 모스볼로 2차적으로 중금속을 흡착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중금속
을 잘 흡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모스볼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 이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모스볼을 사용하였을 때 흙탕물이 적게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모스볼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마찬가지로 티백과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샤워타올을 이용한 이끼필터 구상
- 샤워타올이 융털의 구조와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샤워타올을 이용하였다. 샤워타올
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상한 이끼필터 간의 비교실험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구상한 이끼필터의 공통적인 부분은 모스볼과 티백 형태의 모양이다. 모스볼과 티백
형태를 사용했을 때, 이끼에서 나오는 흙 때문에 생기는 흙탕물을 줄일 수 있었고, 후에
이끼를 처리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48. 모스볼

▲그림49. 모스볼과 이끼를 그냥 물에 ▲그림50. 모스볼과 이끼의 흙탕물
담근 사진
비교사진

○ 구상한 이끼 필터의 효율성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구상한 이끼 필터를 통한 중금속 측정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조군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측정기계를 여러 기관에서 알아보았지만,
예산 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금속 측정을 못 하였다.
○최종 이끼필터 제작하기
- 이끼에서 나오는 흙으로 인한 흙탕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이끼티백과 모스볼을
이용함으로써 이끼필터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었다.

○중금속 감소량 측정
1) 최종 이끼필터 중금속 흡착력 측정

▲그림51..모스볼 이끼필터

▲그림52.모스볼 이끼필터

▲그림53.모스볼 이끼필터를 넣은 수조

- 납 1000mg/L 용액에 모스볼 이끼필터를 담궈 48시간이 지난 뒤 중금속 감소량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000ppm에서 728.6ppm으로 감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숯과 각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흡착 비교실험

조작변인
숯
이끼
모스볼
이끼분말

Pb
684.5 ppm
580.7 ppm
670.9 ppm
532.8 ppm

- 숯과 각 이끼의 상태에 따른 중금속 흡착 비교실험을 납 1000ppm 표준용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숯<모스볼< 이끼< 이끼분말 순으로 이끼분말이 532.8ppm으로 가장 많이 중금속을
흡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정화에 적합한 이끼필터 제작에서 사용한 이끼분말이 효율적
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 시사점
○ 우리 조는 이 주제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면서 중금속 함량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
처음으로 중금속 검출 시험지를 이용하여 납 수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시험지의
검출 범위와 제작한 용액의 단위가 달라 오차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우리 조는 실험을 할 때에 꼭 단위에 대한 공부와 숙지를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여러 논문을 보면서 조원들 서로 공부를 하고 논의하며 선생님께
여쭤보는 등 노력을하여 우리가 실험하는 부분에 대한 단위 등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었다. 납 검출 시험지 분석에 실패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내 다른 대학기관에 분석의뢰를 통하여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금속 측정 의뢰를 맡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시도 끝에 결국 측정에
성공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의 정확도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4. 홍보 및 사후 활용
□ 후속연구 추진
○ 본래 이끼의 중금속 흡수능력을 이용한 이끼필터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끼의 흡수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면서 장비 및 기술지원이 부족하여 흡착 능력이
뛰어남을 밝히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탐구에서 이끼는 pH와 납 흡착면에서 수질을
정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이오필터 분야 또는 이끼 중금속 흡착제를 제조하는
등의 후속연구를 추진한다면 기존의 숯 중금속 필터보다 경제성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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