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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se of fossil fuels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increase atmos-
pheric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uch problems arise, interes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devices, particularly fuel cells, is greatly increasing. In this 
study, various characteristics of mixed strains were observed in wastewater col-
lected by the Jeonju Environment Offic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cro-
organisms on voltage generation and voltage generation of substrates, elec-
trode materials, electrons, electron transport media, and ash microbial fuel 
cells. As a result of separately measuring the voltage generated during in-
oculation, the inoculation voltage of Escherichia coli K12 (E. coli K12) was 0.45 V,
and the maximum inoculation voltage of the mixed strain was 1.2 V. Thereafter, 
voltage values   were collected using a digital multimeter and the amount of volt-
age generated over time was measured. In the case of E. coli K12, the maximum 
voltage reached 0.45 V, and the cell voltage was maintained above 0.23 V for 
140 hours. In contrast, for the mixed strain, the maximum voltage reached 1.2 V
and the voltage was slowly decreased to 0.97 V. In addition, the degree of micro-
bial adsorption to the electrod surface after the inoculation test was confirm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refore, these results showed the pos-
sibility of purifying pollutants at the same time  as power generation through the 
production of hydrogen ions using microorganisms and wastewater.

Key words : Microbial fuel cell(미생물 연료전지), Hydrogen ion(수소이온), Wastewater 
(폐수), E. coli K12 (대장균 K12), Mixed strains(혼합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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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가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오염의 주
범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 중의 한 원인
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와 석유
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와 같
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후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의 280.0 ppm에 비하여 2019년 기준으로 407.8 ppm, 
약 1.47배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1). 
최근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공정 개발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연료전지는 연료와 산화제가 
공급되는 동안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전기화학적인 장치
이다2-6).

알려진 여러 종류의 연료전지 중 미생물 연료전지
(microbial fuel cell, MFC)는 전기화학적 활성을 가
지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에 저장된 생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7-10), 에너
지를 소비하는 공정인 하·폐수 처리 공정에 적용하
면 하·폐수 내 존재하는 유기오염물을 제거함과 동
시에 에너지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공정
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수소와 메탄올 
등의 연료를 이용하여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이온
(H+)과 전자(electron)로 분리된다11-13). 그러나 미생물 
연료전지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 및 아세트
산과 같은 유기물, 황화물과 같은 무기물을 미생물의 
세포적 호흡과정을 통해 직접 분해하여 수소이온을 
생산함으로써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체적인 모습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미생물 연료전지 시스템 구조는 외부 전
기회로에 의하여 산화극(anode)과 환원극(cathode)을 
연결하고 양이온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PEM)과 같은 이온 교환막(ion exchange membrane)

에 의해 양구획이 분리된다. 이때, 산화극에 접종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 전자와 수소이온이 생
산된다. 생성된 전자는 외부 전기회로를 통하여 환원
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수소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하여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환원극으로 이동한 수
소이온과 전자는 환원극에 공급되는 산소 분자와 결
합하여 환원 반응을 통해 물을 생성한다14-16). 기질로
서 포도당을 사용할 경우 산화극과 환원극에서의 화
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산화극: C6H12O6 + 6H2O ⟶ 6CO2 + 24e- + 24H+ Bo = 0.014 V
환원극: 6O2 + 24H+ + 24e- ⟶ 12H2O Bo = 0.013 V

미생물 연료전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3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연료전
지 외의 추가적인 미생물 반응조를 이용하여 미생물 
대사 작용의 산물로서 수소이온을 생산 후 연료전지
의 전기화학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
는 방법, (2) 전기적 활성이 높은 전자전달 매개체를 
이용하여 미생물이 생산한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하
는 방법, (3) 마지막으로 전자전달 매개체를 사용하
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7).

미생물 연료전지에서의 분리막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역할은 산화전극과 환
원전극을 분리하는 것이다. 산화전극에서 기질을 산
화하여 전자 및 수소이온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주로 

Fig. 1. The principle of microbial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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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미생물이다. 호기성 미생물은 기질을 산화적 
호흡 과정을 이용하여 전자전달계를 통해 최종 전자
수용체로 세포 밖에 산소에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ad-
enosine triphophate (ATP)를 생산하여 생존이 필요
한 에너지를 수급한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이때 발생
되는 전자를 산화극에 전달하여 외부회로를 통해 이
동시킴으로써 전기를 발생하므로 이 호기성 미생물
에게 산소를 제공하지 않아 최종 전자수용체로 전극
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소 및 강한 산화
제가 사용되는 환원전극부의 수용액이 산화전극부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강한 산화
제는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산화극에 손상을 
주어 전하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역할은 환원전극으로 전달된 전자와 산화전극
에서 생성된 수소이온이 만나 반응할 수 있도록 산
화전극에서 생성된 수소이온을 환원전극으로 전달하
고 다른 이온들은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선택적 투
과막 역할이다. 미생물 연료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분
리막은 양이온 교환막(PEM), 음이온 교환막(anion 
exchange membrane, AEM), 양극성 교환막(bipolar 
exchange membrane, BEM)이 있다18,19).

본 연구에서는 회분식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압 발
생 및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전극 재료, 전자 
전달매개체, 미생물 종류와 같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인 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Escherichia coli K12 (E. coli K12) 종을20) 접종한 미
생물 연료전지와 전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채수한 폐
수에 존재하는 혼합 균주를 접종한 미생물 연료전지
를 비교하여 미생물 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실험은 전극에서의 미생물 흡착과 전압 발생을 
측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미생물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인산염 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olution), 아세

테이트 나트륨(sodium acetate), 과망가니즈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백금촉매(platinum catalyst)
는 Sigma-Aldrich사(St Louis, Missouri, USA)에서 구
입하였고, 나피온(Nafion 115), 탄소 cloth (Pt-coated 
carbon cloth)와 흑연펠트(graphite felt)는 (주) Nara cell 
tech (Seoul,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티타늄 
와이어(titanium wire, 0.5 mm)는 Alfa Aesar (Haveril, 
M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비타
민, 용매 등은 삼전화학(주) (Seoul, Korea)과 대정화
금(주) (Siheung, Korea)에서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2.2 E. coli K12 배양
사용된 E. coli K12 균주는 37℃의 저온 배양기에

서 멸균된 Lura-Bertani (LB) 배지(트립톤 10 gL-1, 효
모 5 gL-1, NaCl 10 gL-1)에서 18시간 동안 호기성 조
건에서 성장시켰다. 정지기 상의 휴지기 세포를 원심
분리로 수확한 후, 얻은 세포를 100 mM 인산염 완충
용액(pH 7.0)에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3 장치 및 특성분석
실험에서 사용된 미생물 연료전지는 유리로 제작

된 H모형 이실형 구조(H-shape dual chamered MFC, 
adams & chitteden scientific glass)이다. 사용된 셀은 
분리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산화전극조와 환원전극조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반응기의 형태는 두 개의 원
기둥 모양의 유리 반응조가 가운데의 중간통로로 이
어져 클램프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밑면 반지름 
4.5 cm⨯높이 8 cm이다. 반응기 총 부피는 150 mL
로 미생물 연료전지의 산화전극조에서 발생하는 전
자를 환원전극으로 흐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회
로로 티타늄 와이어(0.5 mm)를 사용하였으며 외부저
항은 1,000 Ω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산화전극(anode electrode)은 50 mM의 인산염 완
충 용액(pH 7-7.5)에 미생물의 전자 방출기질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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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아세테이트 나트륨을 2 gL-1의 농도로 넣은 용액 
120 mL를 접종 후 사용하였고, 환원전극(cathode elec-
trode)은 산화제로써 50 mM 과망가니즈산칼륨 용액 
120 mL를 채워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였다. 산화
전극은 흑연펠트를 2.5 cm⨯2.5 cm 두께로 재단하여 
티타늄 와이어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환원전
극은 백금촉매를 도포한 탄소 cloth (Pt-coated carbon 
cloth)를 사용하였으며, 환원전극 또한 산화전극과 
동일한 면적인 2.5 cm⨯2.5 cm로 재단하여 티타늄 
와이어에 단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분리막은 과산
화수소(34.5%)로 전처리한 나피온 양이온 교환막
(Nafion 115)을 반응조의 중간다리 크기(지름 3 cm)에 
맞춰 재단하여 산화전극조와 환원전극조의 사이에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하여 양극조를 분리하였고, 양
극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21,22). 본 실험에서 
사용된 미생물은 전주시 환경사업소의 1차 소화조와 
2차 소화조에서 채수된 폐수 속에 존재하는 혼합 균
주를 사용하였다. 

미생물 연료전지가 생산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
하여 디지털 멀티미터(3701A, Keithley Instrument, 
Cleveland, OH, USA)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전압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인공폐수의 정화
능력 및 전압 발생 능력을 분석하였다. Fig. 2에 구체
적인 미생물 연료전지의 모습과 실제로 구동중인 이
실형 미생물 연료전지를 나타냈다.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이용한 표면 분석
은 가속 전자빔을 시료에 조사해 시료 표면의 형상, 
즉 입자의 크기와 배열 상태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
서 균주가 붙어있는 전극의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JEOL사(Tokyo, Japan)의 JSM-6400 기기를 

이용하였다.

2.4 미생물 연료전지 구동
미생물 연료전지가 정상적으로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산화전극으로 안정된 접종이 필
수적이다. 본 실험에서 산화전극의 미생물 접종은 전
주 환경사업소에서 1차 침전지 유출수 및 활성슬러
지 유출수를 1 대 4 비율로 섞은 슬러리 120 mL를 
산화전극조에 가득 채운 뒤, 30℃ 항온실에서 외부
저항 1,000 Ω에 연결하여 접종시켰다. 원활한 미생
물 접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
해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압을 15분 간격으로 측정하
였다. 72시간 운전 후에 100 mV 이상 지속적인 전압
이 생산되었을 때, 접종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미
리 준비한 실험실 배양액으로 교체하여 운전하였으
며, 이때 사용된 배양액은 아세트산 나트륨 2 gL-1과 
비타민이 포함된 50 mM 인산염 완충 용액을 사용하
였다23). 내부 용액이 침전되지 않도록 마크네틱 바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교반시켜 구동하였다. 그 후 시
스템을 회분식으로 운전하면서 산화전극의 미생물 
막을 10주 동안 성장시켰다24). 전압의 생성이 최대에 
다다른 것을 확인한 후에 I-V 분극곡선 분석을 수행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E. coli K12 균주 접종
본 실험에서는 전주시 전주환경사업소의 혼합 균

주가 미생물 연료전지에 접종되었을 때 전압 발생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군으로서 전자전달 매개체가 요
구되지 않는 종으로 보고된 E. coli K12(유전자 변형 
대장균)를 사용하였다. 비교군의 전압 발생 결과는 
Fig. 3에 나타냈다.

대장균을 접종한 미생물 연료전지의 전압 발생 그
래프는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25시간 동안 0.2 V에
서 꾸준히 상승하여 0.45 V에서 최대 전압에 도달하Fig. 2. Dual chambered microbial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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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강하여 250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0.23 V까지 감소한 후 100시간 동안 비슷한 
값을 유지하였다. 이는 접종 초기에 혐기성 조건이 
형성된 후 미생물이 발생하는 전자의 양이 증가하여 
전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25), 이후 미생물이 생장
을 멈추고 전압 발생 구간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되다가 250시간 후에는 배양액의 유기물
질이 감소함에 따라 미생물의 대사가 함께 감소하여 
전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혼합 균주 접종 
산화극과 환원극에 저항 1,000 Ω을 로딩한 멀티

미터를 연결한 후, 시간에 따른 전류 값을 측정하였

다. 실험 후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전압 발생이 
거의 중단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질로 사용
된 아세트산나트륨이 거의 소모되었음을 시사한다. 

Fig. 4는 접종 단계에서 전압 발생이 되었음을 나
타내고, Fig. 5는 접종 단계가 지난 후 산화전극 액체
를 교체 한 후의 전압 발생을 나타낸다.

Fig. 4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혼합균주를 접종
한 미생물 연료전지는 접종 초기에 0.4 V로 시작하
여 5시간 이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1.18 V까지 상승
하였으며 이후 38시간 동안 이 값이 유지되어 최대 
1.2 V의 전압 발생량을 보였다. 이는 전주시 환경사
업소의 생활폐수에 용존산소량이 낮고 유기물질이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 혐기성 조건이 쉽
게 형성되었음과 풍부한 유기물질로 인하여 미생물
의 대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이때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산화전극조를 채우
고 있던 폐수 슬러지를 비우고, 인공적으로 제조한 
아세트산나트륨을 첨가한 완충용액을 채워 다시 전

Fig. 3. Voltage generation on E.coli K12 inoculation

Fig. 4. Voltage generation on mixed culture inoculation

Fig. 5. Voltage generation after anolyte change

Fig. 6. FE-SEM images of (a) inoculated electrode surface and 
(b) biofilm on graphite felt aft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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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발생을 측정하였다. Fig. 5는 산화전극액 교체 후 
발생하는 전압은 전종이 완료되었을 때의 값과 거의 
비슷한 1.2 V 정도였으나 이후 기질로 사용되는 유
기물질의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140시간에 걸쳐 
0.97 V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 준다26,27).

3.3 전극표면의 형상 관찰
Fig. 6은 본 실험이 모두 끝난 후에 산화전극의 표

면을 촬영한 FE-SEM 이미지로서27) 미생물이 산화
전극 표면에 접종되어있는 모습과 미생물이 산화전
극 표면을 감싸고 있는 바이오 필름 형상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 미생물이 전극표면에 잘 접종되어 
지속적인 전기발생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반증
한다28-31).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 coli K12를 접종한 미생물 연료
전지와 전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채수한 폐수 내에 존
재하는 혼합균주를 접종한 미생물 연료전지를 비교
하여 전기 생산에 관한 기본적인 응용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회분식으로 운
영한 미생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의 전기 생산
은 접종된 미생물의 종류, 내부 저항, 미생물의 활동
도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미생물 연료전지의 산화 
반응조로부터 생성된 수소이온을 이용한 전기 생산
과 오염물질의 정화가 가능하다.

전주시 환경사업소의 1차 및 2차 소화조에서 채수
한 생활폐수에는 수많은 미생물균주가 혼합되어 있
으며 그 혼합균주 속에 혐기성 조건에서 전자를 방
출할 수 있는 전자방출 균주가 존재한다. 이 생활폐
수에 존재하는 혼합균주를 접종한 미생물 연료전지
는 기존에 보고된 E.coli K12 균주를 접종하여 사용
한 미생물 연료전지보다 전압 발생이 우수하였다. 결
론적으로 폐수 내의 혼합균주를 활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는 단일 E.coli K12 균주보다 전압 발생이 우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폐수 정화처리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에 차세대 폐수 처리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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