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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기환원전극형 미생물연료전지에서 기질 및 분리막의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량을 비
교한 것이다. 미생물연료전지에서의 기질은 전기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인자로 간주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을 기질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
며, 기질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연료전지의 성능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C1, C2, C3, C4 지방산을 기질로 하여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발생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미
생물연료전지의 대체막으로서의 Ceramic막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질종류에 따른 미생물연료
전지의 전력발생량은 Formate를 기질로 이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력발생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분리막에 따른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발생량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용화된 Nafion막과
Ceramic막은 전력발생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운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력발생량은 유사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1. 서론

PEM(Proton Exchange Membrane), CEM(Cation

폐수처리로부터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

Exchange

Membrane),

AEM(Anion

Exchange

구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미생물연

Membrane) 등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리

료전지(Microbial Fuel Cell:MFC)는 주목받는 미래

막은 PEM(Nafion 117, Dupont Corperation, USA)

기술 중 하나이며, 기존 하․폐수처리시설의 자원순

이다[3]. 하지만 Nafion막의 가장 큰 단점은 매우 고

환 및 에너지 생산형 구조로 전환 가능한 차세대 대

가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있다.

안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순수기질로서 탄소 수에 따른 지방

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2012 미래 유망 10대

산 기질로 부터 미생물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력

신기술’로서 미생물연료전지를 선정함으로서 중요성

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리막으로써의 Nafion막과

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폐수처리공정의 현장적용

Ceramic막의 전력발생량을 비교함으로써 Ceramic막

성 등 상용화를 위해 봉착된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의 대체막으로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절실하다[1].

2. 실험장치 및 방법

미생물연료전지의 영향인자로는 산화전극 및 환원
전극의 종류 및 재질, 기질종류 및 농도, 분리막의

2.1. 실험장치

종류, 체류시간, 반응조의 형태 등이 있다[2]. 이 중

기질 및 분리막 종류에 따른 미생물연료전지의 성

기질은 미생물연료전지의 전기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능 평가를 위한 실험장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인자 중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인자이며 미생물연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전체부피는 1L이며,

전지의 성능은 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부피는 950 mL이다.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은 각

있다.

각 Graphite Felt(Nippon Carbon, Japan), Carbon

미생물연료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분리막은

Cloth(Ballard, Canada)를 사용하였다. 분리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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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on막(Dupont,

USA)과

[표 1] 실험조건

Ceramic(Kerafol,

GERMANY)막을 사용하였다. 전극으로부터 외부 전

조건

내용

기회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stainless steel망에 구리

운전 부피

950 mL

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부 가변저항을 사용

기질

Formate, Acetate, Propionate, Butyrate

하였다.

Anode

Graphite Felt

Cathode

Carbon Cloth

전극
Ceramic
분리막
Nafion
온도

35℃

외부저항

1,000Ω

식종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혐기소화조 슬러지

[그림 1] 공기환원전극 미생물연료전지 실험 장치

2.2. 실험조건 및 방법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산화전극부의 미생물은 수도권매립지

3.1. 기질종류에 따른 전력발생량 비교

관리공사 내 음폐수 혐기소화조 슬러지를 이용하였

그림 2는 기질종류별 전압 값을 나타낸 것이고,

고, 산화전극에 미생물막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하여

그림 3는 전력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와 그림

인공폐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인공폐수의 조성

3에 의하면, Formate>Acetate>Propionate>Butyrate

은 NH4HCO3, 1,885 mg/L; Na2CO3, 1,000 mg/L;

의 순으로 전력밀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Butyrate의

K2HPO4,

mg/L;

전력밀도 값이 다른 기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

CuSO4·5H2O, 2.5 mg/L; MnSO4·4H2O, 7.5 mg/L;

로 보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

FeSO4·7H2O, 12.5 mg/L; CoCl2·6H2O, 0.0625 mg/L;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Na2HPO4, 20.7492 mg/L; NaH2PO4, 3.1167 mg/L[5],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25

mg/L;

MgCl2·6H2O,

50

COD 1,300 mg/L으로 제조하였다. 기질종류에 의한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발생량 비교를 위한 단일기질
로 탄소 수에 따라 Formate, Acetate, Propionate,
Butyrate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 pH는 7.0으로 조
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인공폐수는 식종슬러지
와 배지를 1:4 비율로 혼합하였다. 인공폐수의 주입
전 반응기 내부의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가스로 Purging하였으며, 인공폐수를 주입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질소가스를 Purging해 주었다.
모든 반응기의 온도는 35℃로 유지하면서 회분식으

[그림 2] 기질 종류에 따른 전압 값 비교

로 진행하였다. 미생물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력
량은 Digital Multimeter(Keithley, USA)를 이용하였
고 전압(V) 및 전류(I), 저항(R)의 측정은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미생물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밀도는 산화전
극의 유효 표면적(Area)을 적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
산하였다.
P(W/㎡) = V × I / A (mW/㎡)

(1)

표 1에 본 실험의 조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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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리막 종류에 따른 전력발생량 비교

4. 결론

Ceramic막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리

본 연구는 기질 및 분리막의 종류를 달리하여 미

막에 따른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발생량을 비교하였

생물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비교함으로써 다

다. 미생물연료전지에서 가장 널리 상용화된 Nafion

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막과 Nafion에 비해 비교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1)

Ceramic막을 분리막으로 사용하였다.

Propionate, Butyrate를 기질로 하였을 때 전력밀도

미생물연료전지에서

Formate,

Acetate,

는 Formate>Acetate>Propionate>Butyrate의 순으
로 높게 측정되었다.
2) 분리막에 따른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Nafion막 Ceramic막의 전압발생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Nafion막의 전력
밀도는 Ceramic막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3) 본 연구를 통하여 미생물연료전지에서 Ceramic막
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성능평가를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분리막 종류에 따른 전압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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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분리막 종류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
고, 그림 5는 분리막 종류에 따른 전력밀도를 나타
낸 것이다. 1,300 mg/L 아세테이트를 기질로 한 인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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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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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공폐수를

Air-Cathode

Absence of

막은 비용이 높아 분리막으로 사용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따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

an

미생물연료전지에서

환원전극은

Carbon Cloth을 사용하였다. 운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Nafion막과 Ceramic막의 전압(V), 전류(I), 전
력밀도(P)는 유사해 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부터
Ceramic막은 미생물연료전지에서 분리막으로써 적
용가능성은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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