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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연료전지는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의 촉매 반응을 통해 유기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생물

전기화학 장치이다. 미생물연료전지의 전력밀도 및 쿨롱효율은 산화전극 챔버 내 미생물의 종류, 시스템 구성요소 및 

운전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미생물연료전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전력은 구성요소, 물리적 및 화학적 운전조건, 바이오

촉매 선택 등의 최적화로 디자인을 변형하여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미생물연료전지의 구성, 운전 

매개변수의 최적화 및 성능과 더불어 장래 응용에 대한 최근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 microbial fuel cell (MFC) is a bio-electrochemical device that converts chemical energy in the chemical bonds in organic 

compounds to electrical energy through catalytic reactions of microorganisms under anaerobic conditions. Power density and 

Coulombic efficiency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types of microbe in the anodic chamber of an MFC, configurations 

of the system and operating conditions. The achievable power output from MFC increased remarkably by modifying their 

designs such as the optimization of MFC configurations, the physical and chemical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choice of 

biocatalysts. This article presents a critical review on the recent advances made in MFC research with the emphasis on MFC 

configurations, optimization of important operating parameters, performances and future applications of 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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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의 부족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망기술 중 하나로서 유해 가스를 거의 방출하지 않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무공해의 고효율 에너지생산 시스템이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폐기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s, MFCs)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5]. MFCs는 전기화학적 활성

을 지닌 혐기성 미생물의 촉매작용을 이용하여 유기물에 함유된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생물전기화학장치이다. 이 

새로운 MFCs 기술은 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가능하고 리사이클이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다. MFCs는 유기성 폐수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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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생 성능은 수소를 이용한 일반 화학 연료전지에 비해 매우 낮

다. 따라서 실용적인 연료전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전력밀도를 향상

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MFCs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FC 시스템의 구성, 물리⋅화

학적 운전 조건, 미생물의 선택, 전극으로 전자의 원활한 전송을 위한 

미생물 대사의 최적화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10]. 

일반적으로, MFCs의 생산전력은 기질 분해, 박테리아로부터 산화전극

(anode)으로 전달되는 전자 전송율, 회로 저항, 양성자 이동, 전극 성능 

및 외부 운전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전극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표면적, 전기 전도성, 화학 안정성 등), 미생물의 부착, 전자 전달, 

전극 저항 및 전극표면에서의 반응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MFCs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전극재료 선정 및 기술개

발은 매우 중요하다. 

폐수 등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전

력을 생산할 수 있는 MFCs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연구의 급

속한 발전 결과로 실용화 MFCs 기술개발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MFCs의 디자인 및 특성, MFCs의 구성 및 성능[11], MFCs의 

성능을 결정하는 미생물의 신진대사와 매개변수[12], 전기를 생산하

는 박테리아 군집[13], 무매개체 시스템에서 전기화학적 활성 박테리

아의 특성[14], 원격센서 및 모니터링 장치에 전원 공급을 위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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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two-chamber microbial fuel 

cell. Where PEM : proton exchange membrane, Mred : reduced 

mediator, Mox : oxidized mediator. 

Figure 2. Schematic diagrams of a two-chamber MFC[5].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a single-chamber MFC with outer 

cathode and inner anode consisting of graphite granules[30]. 

발전기에 관한 미생물학 및 엔지니어링 접근법[15], MFCs의 내재적 

제약 및 성능개선[16], 전기화학적 활성 박테리아 산화전극의 전자 전

달 메커니즘[17,18], 환원전극(cathode) 반응[19], 새로운 전극재료의 

응용기술[20-22] 등에 관한 최근의 진보된 연구 결과들은 MFCs의 상

용화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본 총설에서는 지금까지의 많은 

MFCs 관련 연구들 중 MFCs의 구성 및 전극재료,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인자에 대한 연구동향과 응용분야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미생물연료전지의 구성 및 전극 재료

2.1. 미생물연료전지의 구성요소 및 구조 

2.1.1. 미생물연료전지의 구성요소 

MFCs의 전력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와 양성자의 전송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전극표면과의 반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구조의 MFCs가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MFCs의 구성은 Figure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양성자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PEM) 또는 

양이온 교환막(cation exchange membrane, CEM)에 의해 나누어진 혐

기성 조건의 산화전극 챔버(anode chamber)와 호기성 조건의 환원전

극 챔버(cathode chamber)로 구성된다. 산화전극 챔버의 미생물은 공

급되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변환시키며, 생성된 

수소이온은 PEM을 통해 환원전극(cathode)으로 이동하고 생성된 전

자는 외부서킷을 통해 환원전극으로 이동한다. 환원전극에서는 PEM

을 통해 이동된 수소이온 및 회로를 통해 이동된 전자와 환원전극 챔

버에서 공급되는 산소분자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한다. 이때 전자의 

흐름이 전류로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한다[23]. 산화전극 챔버에서 미

생물에 의해 기질이 산화될 때 생성된 전자가 전극으로 전송되는 방

법은 ① 전극에 부착된 박테리아로부터 직접 전달 ② 특정 박테리아

에 의해 생성된 고전도성 나노와이어(nano-wire)에 의한 장거리 전송 

③ 외부 매개체(mediators) 또는 박테리아 유래 매개체를 이용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Figure 1).

2.1.2. 2실 미생물연료전지(Two-chamber MFCs)

2실 미생물연료전지(two-chamber MFCs)는 Nafion[24,25] 또는 Ultrex 

[26,27]과 같은 PEM에 의해 구획된 산화전극 및 환원전극 챔버로 구성

된 전형적인 MFCs이다. Two-chamber MFCs의 개략도를 Figure 2에 나

타내었으며, 챔버 구획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28,29]. 미생

물은 혐기성 상태의 산화전극 챔버로 공급되는 반면에, 산소는 환원

전극 챔버로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two-chamber MFCs는 에너지 생산

을 위하여 글루코오스(glucose) 또는 아세테이트(acetate) 용액 등과 같

은 화학배지를 이용하여 회분식(batch) 모드로 운전한다. 

2.1.3. 단실 미생물연료전지(Single-chamber MFCs)

단실 미생물연료전지(single-chamber MFCs)는 회분식 또는 연속흐름

(continuous) 모드 중 어느 방식으로든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스케일 업

(scale up)이 어렵다. Single-chamber MFCs는 개방 공기 환원전극(open-air 

cathode) 시스템으로 인위적인 폭기 없이 운전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챔버가 합체되어 환원전극액(catholyte)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우 매력

적이다.

최근 Rabaey 등[30]은 흑연(graphite) 알갱이의 산화전극으로 구성

된 튜브형 산화전극 챔버와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환원전극을 

합체한 single-chamber MFCs를 개발하였다(Figure 3). 개방 공기 환원

전극은 지속가능 MFCs의 실제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막

(membrane-less) 구조의 single-chamber MFCs는 PEM을 사용하지 않

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single-chamber MFCs들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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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Schematic diagrams of an up-flow MFC with cylindrical shape[7]. 

Figure 5. Schematic diagram of stacked MFC consisting of six 

individual units with granular graphite anode[33]. 

세퍼레이터(separator)로서 여전히 Nafion막을 사용하는데, 주로 Nafion

을 환원전극 위에 직접 열압착시킨 막-전극 어셈블리(membrane-electrode 

assembly, MEA) [9,31]를 사용한다. 이 경우, 환원전극액의 사용은 피

할 수 있지만, 환원전극으로부터 산화전극으로 원하지 않게 일어나는 

산소의 역확산(back diffusion)과 cross over 현상에 의한 환원전극의 

오염은 single-chamber MFCs의 주요한 문제이다. 

2.1.4. 상향류 미생물연료전지(Up-flow MFCs)

상향류 미생물연료전지(up-flow MFCs)는 상대적으로 스케일 업이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폐수처리 공정에 적합하다. Figure 4(a)의 

MFCs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PEM의 큰 표면적에 근접하기 때문에 

4 Ω의 낮은 내부저항을 보였다[33]. 그러나 up-flow MFCs는 유체 재

순환 공정이 필요하며, 재순환을 위한 유체의 펌핑 에너지 비용은 전

력생산량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up-flow MFCs의 주요 기능은 전력생

산 보다 오히려 폐수처리에 유리하다. Jang 등[7]은 연속흐름 모드로 

운전할 수 있는 up-flow MFCs 구조(Figure 4(b))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플렉시글라스(plexiglass) 실린더를 유리섬유 및 유리비드 층에 의해 

두 개의 섹션으로 분할하였으며, 이 두 부분은 각각 산화전극과 환원

전극 챔버의 역할을 한다. 디스크 모양의 탄소섬유 산화전극과 환원

전극은 각각 반응기의 하단과 반응기의 상단에 배치하였으며, 무막 

미생물연료전지(membrane-less MFCs) 구조로 폐수처리에 적용하였다. 

2.1.5. 스택 미생물연료전지(Stacked MFCs)

MFCs에서 생산되는 최대 이론적 전력은 기질과 환원전극액을 기

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 산화를 위한 개방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은 환원전극에서 1.1 V 이하로 계산된

다[6]. 그러나 single-chamber MFCs에서는 박테리아에 의한 에너지 

이용, 전극의 과전압 및 높은 내부 저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OCV는 

0.8 V 이하이며 사용전압(working voltage)은 0.5 V 이하로 산출된다.  

MFCs의 총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위전지(unit cell)들을 일렬로 

연결하여 적층시키면 전체 전압은 거의 적층한 단위전지 수를 증가시

킨 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33]. 여러 개의 단위전지를 직렬 및 병렬로 

연결한 스택 미생물연료전지(stacked MFCs)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Aelterman 등[33]은 6개의 단위전지를 연결한 stacked MFCs에서 무매

개체 페리시안화합물(ferricyanide) 환원전극액을 이용하여 2.2 V의 전

기를 생산하였다. 또한 stacked MFCs에서 연속적인 기질 공급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동안 높은 전류 밀도에서 전하역전을 관찰하였다. 

스택은 여러 개의 단위전지를 연결한 것이므로, 각 단위전지의 환원

전극부는 인접한 단위전지의 산화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경

우 동일한 전류가 각 단위전지를 통해 흐른다. 전기회로는 스택의 외

부회로를 통과하는 전자흐름 및 전해질을 통과하는 이온흐름과 그 계

면의 촉매층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MFCs 성능은 기

질의 유량에 민감하므로, 스택 중의 각 단위전지에 같은 양의 기질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질 공급이 균등하지 못하면 각 단위전

지의 성능이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최대 생물전기화학 반응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스택 내의 각 단위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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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MFCs

Components Materials Requirements Reference

Anode
Graphite rod, graphite felt, graphite fiber brush, carbon paper, 

carbon cloth, Pt black, reticulated vitreous carbon 
Necessary 8, 25, 26, 36

Cathode Graphite, graphite felt, carbon paper, carbon cloth, Pt, Pt black Necessary 6, 17, 37, 38

Anodic-chamber Glass, polycarbonate, Plexiglas Necessary 6, 17, 37, 38

Cathodic-chamber Glass, polycarbonate, Plexiglas Optional 6, 17, 37, 38

PEM Nafion, Ultrex, polyethylene, poly(styrene-co-divinylbenzene) Necessary 27, 28

Electrode catalyst Pt, Pt black, polyaniline, MnO2, Fe
3+

, electron mediator immobilized on anode Optional 39, 40

Table 2. Comparison of the Power Density and Couloumbic Efficiency in MFCs with Different Cathodic Catalysts

Electrode materials Cathodic catalyst (mg/cm
2
) MFC types Power density (W/m

2
) CE (%)

a
Reference

Carbon paper None TCMFC
b

0.064
c

NM
d

10

Carbon cloth Pt/CoTMPP (0.5 /0.6) SCMFC
e

0.369 7.9∼16.3 39 

Carbon cloth None SCMFC
e

0.093 10∼20 39

Carbon cloth CoTMPP (0.5) SCMFC
e

0.483 19.7 51

Carbon cloth FePc-KJB
f
 (0.5) SCMFC

e
0.53 28.29 51

Graphite foil Pyr-FePc
g
 (1) SCMFC

e
9.20

c
 NM

d
49

Graphite foil CoTMPP (2) TCMFC
b

13.88
c
 NM

d
52

Graphite foil FePc (2) TCMFC
b

14.32
c
 NM

d
52

a
 Couloumbic efficiency, 

b
 Two-chambered MFC, 

c 
W/m

3
, 

d
 Not mentioned, 

e
 Single-chambered MFC, 

f
 FePc on Ketjenblack (KJB) carbon, 

g
 Pyrolyzed FePc.  

2.2. 전극 재료 및 촉매

2.2.1. 전극 재료

MFCs는 폐수 중에 존재하는 유기물로부터 미생물의 촉매작용에 

의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유

망한 생물자원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34,35]. 그러나 MFCs의 전력

밀도는 박테리아로부터 전극시스템으로 전자 전이가 느리게 진행되

어 실용화 프로그램에 응용하기에는 너무 낮다. 따라서 전력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전극 재료개발은 MFCs의 실용화를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산화전극의 재료와 구조는 박테리아 부착, 

전자 전송 및 기질의 산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MFCs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재료들은 전력밀도 및 쿨롱효율(coulombic efficiency, CE)

에 영향을 미친다. CE는 모든 제거된 기질이 전류로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 초기 기질 내에 존재하는 전하량과 전류에 의해 회수된 전하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Table 1에 MFCs의 기본 구성 요소 및 재료에 대해 

요약하였다. 현재 MFCs의 전극에 탄소 소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흑연막대(graphite rod), 흑연펠트(graphite felt), 흑연섬유 브러

쉬(graphite fiber brush), 탄소천(carbon cloth), 탄소종이(carbon paper), 

그물모양의 유리질 탄소(reticulated vitreous carbon) 등이 이에 속한다. 

산화전극 재료는 전해질 내에서 비부식성, 전도성, 생체 적합성 및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6,26]. 현재까지 탄소천과 탄소종이와 같은 

탄소 소재들은 높은 전도성과 표면적, 그리고 미생물 접종액에 매우 

안정적이어서 대부분의 MFCs 전극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전극 미생물 반응을 위한 전기촉매 활성이 낮다. 따라서 전극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소 소재들을 변형시켜야만 한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산화전극의 성능을 향상시키 위한 전극재료의 화학적 및 물리적 

변형이 시도되었다. Schörder 등[18]은 산화전극으로서 polyaniline- 

modified platinum을 사용한 새로운 MFCs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이 시스템은 전력밀도를 향상시켰지만, 산화전극의 촉매활성을 유

지하기 위한 전위-펄스(potential-pulse) 조작의 필요성과 같은 고유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MFCs 산화전극의 전기화학적 촉

매로서 적용하기 위하여 텅  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의 특성을 

연구하였다[40,41]. 

Qiao 등[21]은 산화전극 재료로 탄소나노튜브/폴리아닐린 복합체

(carbon nanotubes/polyaniline composite)를 사용하여 MFCs에 적용 가

능성을 보고하였다. 기존의 실리콘/게르  마늄(silicon/germanium) 소재

[42]처럼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s)는 그들의 독특한 구

조, 높은 전도성과 표면적비로 인하여 탄소의 동소체로 추가된 풀러

렌(fullerenes), 그래핀(graphenes)과 함께 새로운 나노소재로 등장했다. 

이러한 특성은 전극을 제조하기에 매우 매력적이지만, CNTs는 세포

의 증식 억제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독성이 있다[43,44]. 따

라서 CNTs는 세포 독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되지 않으면 MFCs 시스

템에 적합하지 않다. 복합체 형성은 나노 물질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2]. 전도성 고분자와 CNTs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로 각 구성 요

소의 속성을 지닌 새로운 복합소재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에, 전도성 고분자/CNTs 복합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2,45].

2.2.2. 전극 촉매 

일반적으로 고가의 백금 촉매는 환원전극 챔버에서 산소환원을 위한 

높은 과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다[39]. 따라서 MFCs의 환원

전극 반응에서 백금만큼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한 대안 촉매의 개발이 필요

하다. 대안 촉매로서 제2철(ferric iron) [46,47], 망간 산화물(manganese 

oxides) [48], 철 착물(iron complexes) [49]과 코발트 착물(cobalt complexe) 

[39,49] 등을 사용할 수 있다. Table 2에 열분해 iron phthalocyanine 

(FePc) 또는 cobalt tetramethoxyphenylporphyrin (CoTMPP) 등과 같이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촉매(noble metal-free catalysts)들을 MFCs에 

적용하여 얻은 전기발생 성능을 요약하였다. Single-chamber M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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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arious potential losses during electron transfer in an MFC. 

① Losses due to bacterial electron transfer. ② Losses due to 

electrolyte resistance. ③ Losses at the anode. ④ Losses at the MFC 

resistance and membrane resistance losses. ⑤ Losses at the cathode. 

⑥ Losses due to electron acceptor reduction[12].  

에서 환원전극 촉매(백금 및 CoTMPP)와 고분자 바인더(Nafion 및 

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의 효과를 전력밀도에 대해 분석한 결

과, 백금 및 CoTMPP의 두 촉매는 유사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Nafion

은 PTFE 바인더에 비해 우수하였다[39]. 또한 환원전극의 백금(0.1∼

2.0 mg/cm
2
) 함유량은 전력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

로 MFCs의 환원전극은 최소한의 백금을 함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CoTMPP와 같은 비 귀금속 촉매(non-precious metal catalyst)는 약간

의 성능 저하를 보이지만 백금을 대체할 수 있었다[39]. Zhao 등[49]

이 촉매로서 Pt, pyrolyzed iron (II) phthalocyanine (pyr-FePc), 및 

pyr-CoTMPP를 적용하여 산소 환원 의존성 환원전극(oxygen reduction- 

dependent cathode) 전류를 비교한 결과 그들 촉매에 대한 성능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른 임계 율속

단계(critical rate-limiting steps)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효율적인 

MFCs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물리⋅화학적 환경(pH

와 이온 농도)이 환원전극의 열역학과 속도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고 시사하였다[49].

MFCs에 박테리아의 환원반응을 촉진하는 바이오캐소드(biocathode)

를 적용할 수 있다[50]. 바이오캐소드는 비생물 환원전극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가인 백금 촉매 및 전자전달 매개체가 필요치 

않으므로 건설 및 운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탈질 및 환원

전극 반응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호기성 박테리아를 바

이오캐소드라 불리는 환원전극 촉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3]. 

지금까지 MFCs 시스템에서 바이오캐소드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다. Clauwaert 등[19]은 전기생산을 위하여 아세테이트 

산화(acetate-oxidizing)를 이용한 관형 MFCs의 산화전극과 개방 공기

(open-air) 바이오캐소드의 결합을 묘사하였다. Rhoads 등[48]은 산화

망간의 생광물화는 바이오캐소드 챔버 내 전극표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산화물들은 MFCs의 환원전극 반응물로 산소 분자를 사용할 

경우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3. 미생물연료전지의 성능 

3.1. 미생물연료전지의 성능 매개변수 

MFCs의 성능은 기질, 전극, PEM 및 내부저항 등의 다양한 운전 매

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력생산은 저항, 활성화 및 농도 손실

에 관련된 과전압으로 인해 이론값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전위 손

실은 전극 사이의 간격 최소화, 우수한 양성자 선택성 막의 사용, 전

극 표면적의 증가 및 촉매활성을 개선하여 시스템 구성을 최적화함으

로써 줄일 수 있다[54]. MFCs의 전자 전송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전

위 손실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3.1.1. 기질 전환율

MFCs의 이상적인 성능은 주로 산소 분자와 같은 높은 전위의 최종 

전자 수용체와 글루코스와 같은 낮은 전위의 기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2]. 반응물질의 전극표면으

로 확산과 전극표면에서 생성된 물질이 전해질로 확산되는 과정이 전

극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물질전

달에 의한 전위 손실을 농도분극(concentration polarization)이라 한다. 

효율적인 MFCs 생물 반응기는 물질전달을 증진시켜 농도분극을 최

소화해야 한다. 이것은 박테리아 세포의 양, 반응기에서 혼합 및 물질

전달 현상, 박테리아의 반응속도, 바이오매스의 유기물 부하율, 양성

자 전송을 위한 PEM의 효율성에 의존한다[7,9,27].

3.1.2. 전극에서 과전압 

산화전극의 과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는 MFCs의 전류와 

전자 전송 메커니즘과 함께 전극 표면,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전극 

전위와 반응속도 등이다. MFCs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화전

극 재료는 비교적 적은 활성화 손실과 큰 표면적을 가져야 한다[26]. 

탄소 기반 재료는 미생물 배양배지의 안정성, 높은 전기 전도도와 큰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산화전극으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소 기반의 산화전극을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로 개선시켜 MFCs의 

전력생산을 향상시킨다. 환원전극의 과전압은 전력을 생산하는 MFCs

의 환원전극 반응에서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10]. 산화전극에서 관찰한 손실과 유사하게 환원전극

에서도 상당한 전위 손실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연구자들이 헥사시아노철산염(hexacyanoferrate) 용액을 사용하였다

[25,27]. 그러나 헥사시아노철산염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완전히 

재산화되지 않아, 오히려 매개체 보다 전자 수용체로 간주되었다[55]. 

따라서 지속적인 전기생산을 위한 MFCs 환원전극은 개방 공기 환원

전극이 바람직하다[10,56].

3.1.3. 양성자 교환막 및 내부저항 

일반적으로 MFCs 연구에 Nafion PEM이 사용되지만, Nafion PEM은 

암모늄 등에 의한 생물오염(biofouling)에 민감하다. 전력생산을 위해 

MFCs 시스템 용량에 대한 PEM 면적의 비율은 중요하며, 가장 좋은 

결과는 Ultrex PEM을 사용하여 얻었다[28]. 만약 전원출력이 임계값 

이하인 경우 PEM 표면적은 최대 전원출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 

MFCs 내부저항은 비교적 큰 범위로 PEM 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으며, 전극 사이의 전해질 저항과 막 저항에 의존하였다[57]. 

전해질 내에서 이온의 흐름과 전극 사이의 전자 흐름에 대한 저항은 

저항손실(Ohmic losses)의 원인이다. 전해질 내에서 지배적인 저항손

실은 두 전극 사이에 거리를 짧게 하고,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증가

시키면 줄일 수 있다[58]. 또한 PEM은 주요 저항을 구성하는 막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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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s of MFCs at the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MFC types Electrode materials Operating mode Electron donor (g COD/L)
a

Electron acceptor Power density (W/m
2
) CE (%)

b
Reference

TCMFC
c

Carbon cloth Fed-batch Ethanol (0.093) Air 0.04 61 31

TCMFC
c

Carbon cloth Fed-batch Glucose (1.92) Ferricyanide 0.031 81 26

TCMFC
c

Carbon cloth Fed-batch Acetate (0.056) Air 0.014 82 60

TCMFC
c

Carbon paper Continuous Glucose (1.0) Air 0.22 14 56

TCMFC
c

Granular graphite Continuous Acetate (1.61) Ferricyanide 21
d

65 40

TCMFC
c

Granular graphite Continuous Glucose (1.0) Ferricyanide 37
d
  20 61

TCMFC
c

Carbon cloth Continuous Wastewater (4.316) Ferricyanide 0.119 NM
e

62

TCMFC
c

Carbon cloth Continuous Wastewater (4.316) Air 0.082 NM
e

62

SCMFC
f

Carbon cloth Continuous Wastewater (0.2) Air 0.026 12 63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Glucose (NMe) Air 0.494 20 9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Glucose (NMe) Air 0.262 28 9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Acetate (0.76) Air 0.506 31 64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Glucose (0.54) Air 0.766 32 65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Acetate (0.95) Air 1.97 61 66

SCMFC
f

Carbon cloth Fed-batch Ethanol (0.47) Air 0.488 10 31

SCMFC
f

Graphite fiber brush Fed-batch Acetate (0.95) Air 2.4 60 67

UMFC
g

Granular graphite Continuous Sucrose (0.57) Hexa-cyanoferrate 29
d
  51 50

a
 Calculated as chemical oxygen demand (COD) equivalent, 

b
 Couloumbic efficiency, 

c
 Two-chamber MFC, 

d
 W/m

3
, 

e
 Not mentioned, 

f
 Single-chamber MFC, 

g
 Up-flow mode 

MFC.

차를 생성한다. 최적의 운전을 위하여,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은 가능한 

한 서로 가까워야 한다[56]. 양성자의 이동 또한 저항 관련 손실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8]. MFCs 구성요소의 적절한 조합은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3.2. 미생물연료전지의 성능에 미치는 운전조건의 영향 

MFCs의 성능은 미생물의 종류,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농도, 전극재료, 

양성자 교환 시스템, pH, DO 농도 및 반응기 구성 등의 다양한 운전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9]. Table 3에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얻은 MFCs의 성능을 요약하였다. 주어진 MFC 시스템에서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조건의 영향인자들을 조정하여 분

극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3.2.1. 전극재료의 영향 

MFCs의 우수한 성능을 얻기 위하여, 산화전극 재료는 비교적 작은 

활성화 손실과 큰 표면적을 가져야 한다[26]. 전기생산 정도는 전극 

표면적에 비례하며, 흑연펠트(200 cm
2
)에서 흑연막대(65 cm

2
)보다 3배 

높은 전류가 생산되었다. 또한 산화전극 재료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 

분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수한 전극 재료를 사용하여 MFCs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백금(Pt) 및 백금블랙(Pt black) 전극은 흑연펠트 및 

탄소천에 비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구조 모두에서 우수하지만, 비용

이 훨씬 더 크다. Schröder 등[20]은 0.55 mmol/L의 표준 글루코오스 

배지를 사용한 E. coli 혐기성 배양조에서 백금처리한 탄소천 산화전

극으로 2∼4 mA의 전류를 생산한 반면에, 동일한 운전조건의 백금처

리하지 않은 탄소천 산화전극으로는 미생물에 의해 촉진된 전류의 흐

름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백금은 흑연재료 보다 산소에 

대한 높은 촉매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금 또는 백금 코팅된 산화

전극의 MFCs는 흑연 또는 흑연펠트 산화전극 보다 높은 전력 밀도를 

생산하였다[2,7,10]. 

전도성 고분자로 변형된 산화전극에 관한 연구에서 폴리아닐린

(polyaniline, PANI)은 전도성 고분자로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Schröder 

등[20]은 E. coli를 접종한 MFC에서 PANI를 도포한 백금 전극이 

PANI를 도포하지 않은 전극보다 한 등급 높은 전류밀도에 도달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불화 PANI[68], PANI/CNTs 복합체[21] 및 PANI/TiO2 

복합체[69] 등과 같은 PANI 고분자로 변형된 전극재료는 높은 전류 

밀도를 생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전도성 고분자에 CNTs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복합소재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CNTs 복합체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Qiao 등[21]

은 산화전극으로서 PANI/CNTs 복합체를 사용한 MFC에서 CNTs가 

전극의 표면적과 전자 전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로서 PANI은 미생물에 대한 보호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기촉매(electro-catalytic)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rma 

등[70]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Ts)

로 도포한 탄소종이 산화전극을 사용한 MFC를 개발하여, 순수한 흑연 

전극보다 6배나 높은 전력밀도를 생산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

들은 MWNTs 표면위의 카르복실기가 금속 나노입자의 화학적 반응성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Zou 등[45]은 산화전극 재료로서 

polypyrrole (PPy)/CNTs를 사용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얻었다. 

MFCs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극 변형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Park 등[46]은 neutral red (NR) 직물흑연과 Mn(IV) 흑연 

산화전극을 사용하여 직물흑연만의 산화전극에서 보다 전류 발생이 

100배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NR과 Mn(IV)는 MFCs 반응조에서 

매개체로서 기여하였다. Mn(IV)-흑연 산화전극과 Fe(III)-흑연 환원전

극의 조합 MFCs에서 Mn(IV) 및 Fe(III)의 도핑(doping) 이온들이 전

극반응을 촉진시킨 결과, 일반 흑연전극 보다 4배 높은 전류를 생산하

였다[4,25]. 또 다른 방법으로는, Shewanella putrefaciens를 접종한 

MFC에서 자기조립 단분자 층(self-assembled monolayer, SAM)으로 

코팅한 금 전극을 산화전극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71]. 다양한 alkaneth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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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로 코팅된 금 전극들의 전류생산은 유리탄소 전극의 전류생산

과 비교되었다[71]. 최근에는 Geobacter 접종 MFC의 산화전극에 고

분자(polyethyleneimine)로 코팅한 흑연펠트와 매개체(9,10-anthraquinone- 

2,6-disulfate)를 사용하여 1.2 A/m
2
의 전류 밀도를 얻었다[72].

3.2.2. 양성자 교환막의 영향 

MFCs의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양성자 전송효율은 전기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전위경도에 따라 환원전극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양성자는 전자 전달보다 느린 확산에 의해 환원전극으로 전

송된다. 따라서 양성자 전송은 율속단계 내부저항의 주요 요인이다

[6]. PEM은 산화전극 챔버와 환원전극 챔버 사이의 전위경도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양성자 전송 장벽 역할을 한다. 고가의 Nafion 

(Dupont, USA)은 양성자의 선택적 투과성이 우수하여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막이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저렴하고 내구성이 큰 대체 막을 

찾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Nifion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

러나 Nifion을 사용하더라도 MFCs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양이온 수

송의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회분식 적산 시스템에서 

산화전극액과 환원전극액에서 Na
+
, K

+
, NH4

+
, Ca

2+
 및 Mg

2+
의 농도는 

양성자 농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챔버 사이의 

전하균형을 지배하는 Nifion막에 의해 양이온들이 이송된다[73]. 이러한 

의미에서, Nifion막 뿐만 아니라 MFCs에 사용되는 PEM들은 양성자 

특정 막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양이온 특정 막이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 체적에 대한 PEM 표면적 비율은 PEM을 통한 양성자 및 양이

온 등과 같은 물질전달의 결과로 MFC의 내부저항을 제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Oh 등[57]은 PEM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밀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3.5 cm
2
에서 45 mW/m

2
, 6.2 cm

2
에서 68 mW/m

2
, 

30.6 cm
2
에서 190 mW/m

2
). 

3.2.3. 완충액 pH의 영향 

양성자 전송효율은 PEM의 종류, 완충액(buffer)의 종류와 농도, 두 

전극 사이의 거리 등에 의해 산출된다. 느린 양자 전송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양성자의 축적은 산화전극

에서 유기물 산화에 관련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반면

에, 부족한 양성자는 환원전극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74]. 

Torres 등[74]은 산화전극 호흡 박테리아(anode-respiring bacterias, 

ARB)에 의해 전류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생물막 내부 양성자 전송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버퍼시스템(인산염, 탄산염 

등)의 짝염기를 protonating하여 생물막에서 이송되었다. 만약 완충액

을 MFCs 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챔버 

사이에 명확한 pH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론적으로 환원전극에서 양성자, 

전자, 산소의 반응속도와 산화전극에서 양성자의 생산 속도가 같을 

때 pH 변화는 없을 것이다. PEM은 양성자의 막간 확산에 대한 전송 

장벽에 대한 원인이 되며, 막을 통한 양성자 전송이 MFCs의 초기 운

전단계에서 환원전극 챔버의 소비속도와 산화전극의 생성속도 보다 

느리므로 pH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pH 차이는 산화전극에서 환원

전극의 챔버로 양성자 확산의 추진력을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동적 

평형을 형성한다. 

Gil 등[8]은 버퍼링 없이 초기 pH 7로 5 h 운전 후 4.1의 pH 차이

(산화전극 pH 5.4, 환원전극 pH 9.5)를 발견했다. 인산 완충액(pH 7.0)

을 첨가한 경우, 환원전극과 산화전극에서 pH 변화는 모두 0.5 이하

였고 전류발생은 약 1∼2배 증가하였다. 완충액 첨가는 느린 양성자 

전송 속도를 보완하였고 환원전극 반응에 대한 양성자의 가용성을 

향상 시켰다. 기질이 분해되는 동안 양성자 축적으로 인한 산화전극 

챔버에서 pH 감소와 장기간 운전한 MFCs의 환원전극 챔버에서 pH 

증가는 일반적인 PEM 관련 문제이다[21,72]. 산소 환원에 대한 낮은 

활성화 에너지와 향상된 전기생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pH의 환원전극

액에서 나타났다[20]. Jang 등[7]은 HCl 용액을 환원전극에 첨가하여 

전류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은 환원전극에 대한 양성자의 

유효성이 전기생산에 제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3.2.4. 산화전극 챔버 운전조건의 영향

MFCs에서 산화전극의 전기화학적 활성균은 외인성 매개체에 의존

하지 않고 전극으로의 전자 전송능력에 따라 electricigens[17], anodophilic 

bacteria[6] 및 exoelectrogens[13]으로 지칭한다. 바이오매스 연료의 종류 

및 농도, 공급속도는 MFCs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Table 4에 다양한 미생물과 기질을 이용한 MFCs 응용 시스템들을 

요약하였다. 대부분 회분식 및 연속흐름 모드로 운전한 MFCs에서 

전력생산은 기질농도에 의존하였다. 일반적으로, 높은 기질 농도는 넓은 

농도 범위에서 더 높은 전력을 생산한다. Lovley[17]와 Schröder[18]에 

의해 전극으로의 전자 전송 메커니즘이 검토되었다. 전자 전송은 막 

관련 구성요소[27], 특정 세균에 의해 생성된 수용성 전자 셔틀

(shuttles) [73], 또는 고전도성 나노와이어[78]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Shewanella putrefaciens, Geobacteraceae sulfurreducens 및 Geobacter 

metallireducens 등의 전기화학적 활성균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다

[46,73  ,82]. Park 등[46]은 S. putrefaciens를 접종한 single-chamber MFC

에서, 연료로서 락테이트(lactate)의 농도를 200 mM까지 증가시켜 높은 

전류 레벨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했다. Moon 등[2]은 MFCs의 성능에 

대한 기질 농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력밀도는 기질농도의 증가

에 따라 향상되었다. Gil 등[8]은 폐수 농도를 50 mg/L까지 증가시켜 

전류생산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MFCs의 전기생산 피크

는 공급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강하기 전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혼합배양에서 높은 공급속도가 전기화학적 활성균보다 발효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켰기 때문일 것이다[2,27,28].

 

3.2.5. 환원전극 챔버 운전조건의 영향

환원전극 반응효율은 산화제(전자 수용체)의 종류와 농도, 양성자 

가용성, 촉매성능 및 전극구조에 의존한다. 산소는 최종 생산물에 독

성이 없으므로 MFCs에서 환원반응을 위한 전자 수용체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된다. 몇몇 연구자들은 MFCs의 전력생산은 전자 수용체

의 농도에 의해 산출되며, 포화공기 수준 이하에서 DO가 주요 제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8,10]. 순수한 산소가 살포된 환원전극액(38 mg/L 

DO)에서의 전력생산은 포화공기상태 물(7.9 mg/L DO)에서와 비교하

여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10]. 산화전극 챔버쪽으로 산소의 역확산

속도는 DO 농도에 따라 증가하며, 기질의 일부분은 전극 및 회로를 

통해 전자를 전송하는 대신에 확산된 산소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83]. 

환원전극 반응은 일반 탄소 또는 흑연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

효율적이다[16]. 따라서 백금 등의 촉매 코팅이 필요하다. 백금 코팅으

로 개선된 환원전극은 일반 흑연 환원전극에 비하여 3∼4배 더 높은 

전류를 생산하였다[83]. 또한, 백금 코팅 환원전극의 임계 산소농도

(2.0 mg/L)는 일반 흑연 환원전극(6.6 mg/L)보다 훨씬 낮았다[83]. 환

원전극 챔버에서 산소 확산은 환원전극 반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극개선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 환원전극 챔버에 전자 

수용체로 페리시안화합물을 사용한 MFCs에서 7200 mW/m
2
, 4310 

mW/m
2
 및 3600 mW/m

2
 등의 매우 높은 전력밀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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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crobes and Substrates Used in MFCs

Microbes Substrates Application Reference

Actinobacillus succinogenes Glucose Neutral red or thionin as electron mediator 4, 25

Aeromonas hydrophila Acetate Mediator-less MFC 75

Clostridium butyricum Starch Fermentative bacterium 68

Desulfovibrio desulfuricans Sucrose Sulphate/sulphide as mediator 76

Erwinia dissolven Glucose Ferric chelate complex as mediators 77

Escherichia coli Glucose Methylene blue as mediator 76

Geobacter metallireducens Acetate Mediator-less MFC 28

Geobacter sulfurreducens Acetate Mediator-less MFC 78

Gluconobacter oxydans Glucose HNQ, resazurin or thionine as mediators 79

Klebsiella pneumoniae Glucose HNQ as mediator biomineralized manganese as electron acceptor 48

Lactobacillus plantarum Glucose Ferric chelate complex as mediators 77

Proteus mirabilis Glucose Thionin as mediator 3

Pseudomonas aeruginosa Glucose Pyocyanin and phenazine-1-carboxamide as mediators 80

Rhodoferax ferrireducens Glucose Mediator-less MFC 26

Shewanella oneidensis Lactate Anthraquinone-2,6-disulfonate (AQDS) as mediator 81

Shewanella putrefaciens Lactate Mediator-less MFC 46

Streptococcus lactis Glucose Ferric chelate complex as mediators 77

[10,27]. 반면에, 전극재료에 관계없이 DO를 사용한 연구에서 전력밀

도는 1000 mW/m
2
 이하로 나타났다. 이것은 페리시안화합물에 의해 

환원전극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물질전달 속도가 높아졌

기 때문이다[10]. 

3.3. 미생물연료전지에서의 대사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MFCs의 생촉매로 이용 가능하다. 

MFCs 시스템에서 미생물은 에너지와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사용한다. 

생장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화학 에너

지를 방출하며, 유기물에서 방출된 높은 에너지 전자는 호흡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화학적 에너지로 보존하기 위해 전자 수용체로 전송

된다. MFCs에서 유기물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처음에 세포내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 등과 같은 electron-shuttling compounds에 

의해 수용되고, 이후 호흡 전자 전송 체인을 통해 전자 수용체로 전송

된다. 유기물에서 방출된 전자가 산화전극으로 세포내 전자 전달경로

의 모든 단계에서 전송 될 수 있다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과

정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84]. 높은 산화전극 전위에서, 박테리

아는 산화대사에 호흡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와 수반하여, 양성

자는 NADH 탈수소효소(dehydrogenase), 유비퀴논(ubiquinone), 코엔

자임 Q (coenzyme Q) 및 시토크롬(cytochrome)을 통해 전송된다[85]. 

Kim 등[86]은 MFCs에서 전류발생을 위한 전자 전달경로의 이용이 

호흡 사슬의 다양한 억제제에 의해 차단된 것을 관찰하였다. MFCs에

서 전자수송 시스템은 전자 전달체로서 NADH 탈수소효소, 철/황(Fe/S) 

단백질 및 퀴논을 주로 이용하였다. 산화 인산화(oxidative phosphory- 

lation)를 이용한 MFCs 공정에서 65%의 높은 에너지 효율이 관찰되

었다[27]. MFCs 공정에 Pseudomonas aeruginosa, Enterococcus faecium 

[80] 및 Rhodoferax ferrireducens[26]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Table 5

에 세균 종과 전자전송 경로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4. 응    용

MFCs는 유기 폐기물 및 재생 바이오매스 등의 다양한 소재로부터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MFCs의 연료는 정제된 반응연료만을 이용하는 화학 연료전지에 비해 

큰 장점이 된다. 현지에서 공급되는 바이오매스는 지역소비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선에서도 MFCs의 응용이 가

능하다. 미래에는 소형 MFC를 인체에 삽입하여 이식형 의료기기의 

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91]. 또한 바이오촉매 전기분해[92] 및 생물 

전기화학적 미생물 반응기 공정[93]으로 제안된 MFCs의 변형 시스템은 

유기물질로부터 바이오수소(bio-hydrogen)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간주된다. MFCs의 변형 시스템은 현재 유기 물질로부터 수소

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소 

기질의 직접 변환은 높은 전환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MFCs에서 

생산된 수소의 높은 순도는 비싼 가스정제를 필요로 하는 불순물

(CH4, CO2, H2S, NH3 등) 또는 바이오가스의 다양한 혼합물을 포함한 

유기물질로부터 바이오수소 생산을 하는 기존방법에 비해 유익하다

[94]. 셋째, MFCs의 내재적인 낮은 전력생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95]. MFCs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Reimers[96]와 Tender 등[97]에 의해 개발된 

수중 퇴적물의 유기물질에서 전기를 수확할 수 있는 MFC이다. MFCs

는 전통적인 배터리를 대체하는 접근과정이 어려운 바다와 심해의 하부 

등과 같은 원격 지역에 있는 전자장치를 위한 현장 전원으로 제공 할 

수 있다[6,15]. MFCs 기술의 또 다른 잠재적인 응용은 현장 공정의 모

니터링 및 제어와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바이오센서로 이용하는 것이

다[98]. 또한 MFCs의 쿨롱수율 및 폐수농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logical oxygen demand, BOD) 센서에도 적용

할 수 있다[99]. 생촉매로서 Shewanella을 이용한 MFC는 BOD를 정

량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센서로 증명되었다[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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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acterial Species Identified in MFCs and their Possible Metabolism and Electron Transfer Pathway

Metabolic type Transfer type Most dominant species Terminal bacterial electron shuttle Redox shuttle Reference

Oxidative metabolism Membrane driven Rhodoferax ferrireducens NMa 26

Oxidative metabolism Membrane driven Geobacter sulfurreducens 89 kDa c-type cytochrome
b

78

Oxidative metabolism Membrane driven Aeromonas hydrophila c-type cytochrome
b

75

Oxid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Pseudomonas aeruginosa Pyocyanin, phenazine carboxamide 30

Oxid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Erwinia dissolvens NM
a

Fe(III)CyDTA (an iron chelator) 77

Oxid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Shewanella putrefaciens Quinonesb 87

Oxid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Escherichia coli Hydrogenase Neutral red 88

Oxid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Desulfovibrio desulfuricans S
2-

89

Fermentative metabolism Membrane driven Clostridium butyricum Cytochromes
b

90

Fermentative metabolism Mediator driven Enterococcus faecium NM
a

Pyocyanin 30

a
 Not mentioned, 

b
 Putative

5. 결    론 

MFCs를 이용한 전기생산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로서 매우 새

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폐수처리 시설이 소모하는 전력의 

일부를 미생물연료전지로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용적인 연료전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력 밀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본 총

설에서는 바이오전기 생산 및 폐수처리를 위한 MFCs의 구성 및 전극

재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MFCs의 전력

발생 및 쿨롱효율은 MFCs의 산화전극 챔버 내 미생물의 종류, MFCs의 

구성요소 및 운전조건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는 실용화 MFCs 개발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력 

생산량을 향상시킨다면 폐수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형 하⋅폐수처리 시스템의 실용화가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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