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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cculation is known one of the effective meth-

ods for harvesting microalgae. This study was aimed to opti-

mize the flocculation condition for decreasing the amounts of

flocculant and obtaining the highest yield of algal biomass. To

achieve this goal, it was optimized the flocculant concentra-

tion, reaction pH and the concentration of cell density for har-

vest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floccu-

lation of microalgae, Spirogyra varians, was carried out using

inorganic flocculant polyaluminium chloride. By the RSM re-

sult, the optimal flocculation condition was calculated 5 ppm

of polyaluminum chloride, pH 7.5 and 0.33 of optical cell

density at OD640. The obtained recovery yield of S. varians

was 97.6% at the optimal condition.

Keywords: Microalgae, Flocculation, Response surface meth-

odology

1.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로 인

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 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환경문제에 대처해 왔지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는 상업 및 수송용 화석 에너지원을 대체하기엔 미흡한 실정

이다 [1].

상업 및 수송용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가스 등

바이오 에너지가 연구 되어왔고, 현재에는 바이오 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바이오 디젤의 경우 palm, corn 또는 jatropha 와 같은 육상

식물을 이용하여 생산이 되어 왔는데 미세조류 또한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한 바이오 매스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균주로는 Spirogyra varians, Botryococcus braunii, Chlorella

sp., Nannochloropsis sp., Dunaliella sp. 등이 있다 [5]. 이들 미

세조류는 육상 식물에 비하여 배양시 필요 면적이 적고, 면적

당 바이오 매스 생산 수율이 높다. 또한 대기중 CO2 를 고정

시키며 태양광과 미량의 무기영양소만으로도 생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9]. 특히 S. varians의 경우 우

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도 휴경지에서 생장이 가능하고 43%

이상 바이오매스를 생산 및 저장하는 균주로 특히 starch 생

산에 있어 우수한 능력이 밝혀져 있다 [10]. 세포내 저장된

starch와 cellulose와 같은 물질은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사용

될 수 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매스 또는 바이오 디젤 생산과

정에는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 배양액으로부터 미세조류 수

확, 전분 또는 지질 추출 그리고 발효 또는 추출한 지질로부

터 바이오 디젤로의 전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공정

중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단계에서 원심분리, 응집, 여과 등

여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응집법이 있다 [11].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의 응집방법은 species 특이성이 적으며 대용량으로 수확할

경우에도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12]. 이전 연구에 의하

면 aluminium 계열, ferric계열의 무기 응집제 사용 시 미세조

류의 높은 응집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기 응집제

가 해수에 용해되면 산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용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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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응집제의 사용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응집제 사용시 발생

되는 pH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무기 응집제의 사용으로

최대의 응집 효율을 얻기 위해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를 이용한 미세조류의 최적 응집조건을 구축하는 연

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RSM은 인자가 두 개 이

상일 때 인자 간 상호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실험 시행 횟수

를 최소화하고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조류의 응집반응 시 응집제의 농도, 반응

시 pH, 세포의 농도가 응집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

시 최적의 반응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균주 및 시료

응집에 사용된 조류 Spirogyra varians는 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South Korea)에서 분양을 받아

[10], Bold's Basal Medium (BBM)을 이용하여 20oC에서 배양

하였다 [14]. 응집제는 17% 액상 polyaluminium chloride 17%

(PAC 17%) (Mijoo Envichem,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

였으며, 또한 pH 조정에 사용된 완충용액은 2% NaOH, 2%

HC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각각 사용하였다.

2.2. 응집 실험

균주는 BBM 배지에서 OD640 1.0까지 배양하였으며 배양된

균주는 BBM 배지로 희석하면서 OD값을 조절하였다. 응집

실험은 각 인자별로 조건을 맞춘 배양액 150 mL에 응집제를

첨가하여 100 rpm으로 10분간 교반하여 실시하였다. 응집효

율을 확인하기 위해 응집반응 후 상층액 내에 남아있는 균주

의 OD는 분광광도계 (UV 1600 PC,Shimadzu,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640 nm에서 측정하였다.

2.3. 중요요소 선별 및 응집효율 측정

pH 7.0, cell mass OD640 0.25로 조건을 고정시키고 응집제의

농도변화 (3, 5, 7, 9, 11 ppm)에 따른 실험을 하고, 응집제 농

도 5 ppm, cell mass OD640 0.25로 조건을 고정시키고 반응 pH

의 변화 (3, 5, 7, 9)에 따른 실험, 그리고 응집제 농도 5 ppm,

반응 pH 7.0으로 고정시키고 cell mass의 변화 (OD640 0.5,

0.25, 0.125, 0.625)에 따른 응집효율을 측정하였다.

2.4. 반응표면분석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의 실험계획

본 실험에서 최적의 응집효율 조건을 알기 위하여 반응표면

분석법 (RSM)의 Box-Behnken design (BBD)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최적화된 조건을 얻기 위한 많은 변수들 중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판단된 응집제의 농도와 반응시

pH, 세포의 농도 (cell mass)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이 세

가지 인자를 응집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Xi)로 고려

되는 인자 즉, 응집제의 농도 (X1), 반응 pH (X2), cell mass

(X3)에 대한 실험범위를 설정하여 각각을 low level (-1),

medium level (0) 및 high level (1)로 값을 부호화하여 (Table

1) BBD 방법에 따라 15가지의 실험구간을 설정하여 응집실

험을 실시하였다. 15개의 실험군은 각각 3반복하여 실험하

였다.

2.5. 통계 분석

반응표면분석을 위하여 Minitab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산분석, 모수추정, 능

선분석과 정준분석 등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

수를 등고선 또는 삼차원표면도로 나타내어 함수관계를 추

정하고, 예측하여 최적화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모델 구축 및 중요 요소 결정

세 가지 요인 (응집제의 농도, pH, 세포의 농도)과 3단계 (-1,

0, 1)를 가진 15-run 방법은 세 번의 중심점 (level 0, 0, 0)을 포

함하여 총 15번의 실험을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은 최적화된

응집 조건을 얻기 위해 이차 반응 표면을 사용하였다. 세 개

의 중심점 (level 0, 0, 0)은 실행공정의 안정성과 내재된 다양

성 및 응집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코드 단위로

설계된 변수에 따른 반응의 예측 값과 실험값을 Table 2에 나

타내었다. 각 조건에 따른 실험은 3회 수행하였으며 Table 2

에 나타낸 실제 응집효율은 안정된 실험값의 평균값을 나타

낸다. 반면 RSM 예측 값은 Minitab을 이용해 이차 모델에 적

합한 기술로 얻었다. (식 1)의 예측 방정식은 BBD 모델로 실

험 데이터에 맞추어 얻은 것이며, 응집반응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낸다.

Y=95.307-10.320X1+10.217X2+13.643X3-13.276X1
2-

6.831X2
2-10.511X3

2+14.9X1X2+20.16X1X3-18.105X2X3 (식 1)

모델의 적합성은 자료분석의 구성요소 중 필수적인 부분이

다. 전체 모델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수행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P value는 각 계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P 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면 모델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Table 3에서 보듯이 P value가 0으로 나타났으므로 모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levels used BBD

Real variable
Spaced levels

-1 0 1

PAC concentration (X1) (ppm) 3 5 7

pH (X2) 5.0 7.5 9.0

cell mass (X3) (OD640) 0.125 0.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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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F-value에 noise가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고,

이 모델은 높은 유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합성 결

어의 P value가 0.05보다 작은 값을 보이면 예측한 모델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이며, 0.05보다 큰 값을 가지면 모델이 적절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적합성 결여의 P

value는 0.545로 나타났고 이는 얻어진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독립 변수들 또한 모델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정계수 (R2=99.55), 결정계수조정 (R2
Adj=98.74)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이 값들은 다항식 모델의 일반적인 유효성 및

정확성을 암시하고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한다.

3.2. RSM을 이용한 응집반응의 최적화

이 반응표면곡선은 최적응답을 위한 각각의 변수의 최적 양

을 결정하고 각 변수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그린다. 각 변수

의 최적 값은 회귀방정식을 통해 얻어지게 되고, 회귀방정식

은 Minit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풀었다. 3차원 반응 표면

과 2차원 등고선 평면도는 Fig. 1~3처럼 회귀방정식의 그래

픽 표현으로 제공되고 각각의 등고선 곡선은 세 가지의 독립

변수 중 한 가지는 0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변수 조합의 무

한 값을 나타낸다. Fig. 1(a)와 (b)는 cell mass를 코드화된 레

벨 0으로 고정시킨 상황에서 응집제의 농도와 반응 pH 이 둘

의 상호작용에 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응 시 첨가된 응집

Table 2. Experimental design of Box-Behnken design

Experimental Runs
Code levels Yield of flocculation (%)

X1 X2 X3 Actual values Predicted values

1 0 1 1 85.64 83.72

2 -1 -1 0 91.6 90.2025

3 0 0 0 92.16 95.30667

4 0 -1 1 98.22 99.495

5 -1 1 0 79.04 80.8375

6 1 -1 0 41.56 39.7625

7 1 0 -1 27.52 27.3975

8 -1 0 -1 88.88 88.3575

9 1 1 0 88.6 89.9975

10 -1 0 1 75.2 75.3225

11 0 0 0 96.72 95.30667

12 0 -1 -1 34.08 36

13 0 1 -1 93.92 92.645

14 1 0 1 94.48 95.0025

15 0 0 0 97.04 95.30667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f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BBD

DF Seq Sum of squares Adj Sum of squares Adj Mean square F value P value

Regression 9 8084.61 8084.61 898.29 123.15 0.000

Linear 3 3176.14 3176.14 1058.71 145.14 0.000

X1 1 852.02 852.02 852.02 116.81 0.000

X2 1 835.18 835.18 835.18 114.50 0.000

X3 1 1488.94 1488.94 1488.94 204.12 0.000

Square 3 1083.56 1083.56 361.19 49.52 0.000

X1*X1 1 540.93 650.76 650.76 89.21 0.000

X2*X2 1 134.71 172.28 172.28 23.62 0.005

X3*X3 1 407.92 407.92 407.92 55.92 0.001

Interaction 3 3824.91 3824.91 1274.97 174.79 0.000

X1*X2 1 888.04 888.04 888.04 121.74 0.000

X1*X3 1 1625.70 1625.70 1625.70 222.87 0.000

X2*X3 1 1311.16 1311.16 1311.16 179.75 0.000

Residual error 5 36.47 36.47 7.29

Lack-of-fit 3 21.57 21.57 7.19 0.96 0.545

Pure error 2 14.90 14.90 7.45

Total 14 8121.08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fitted quadratic polynomial model of flocculation

Item S Press R2 R2
Adj R2

Pred

Value 2.70080 378.622 99.55 98.74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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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반응 pH가 높아질수록 응집효율이

증가하였다. Fig. 2(a)와 (b)는 반응 pH가 코드화된 레벨 0으

로 고정시킨 상황에서 응집제의 농도와 cell mass 이 둘의 상

호작용에 관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응집제의 농도가 0.5 레

벨에서 cell mass가 증가함에 따라 응집효율이 증가하였다.

Fig. 3(a)와 (b)는 응집제의 농도를 코드화된 레벨 0으로 고정

시킨 상황에서 반응 pH와 cell mass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반응 pH와 cell mass가 둘 다 증가함에 따라 응집효율이 증가

함을 나타내었다.

RSM분석을 통해 찾아낸 응집반응 최적 조건은 X1이 0 레

벨 즉 5 ppm, X2는 0 레벨 즉 pH 7.5, X3은 0.345 레벨 즉 cell

mass 0.33 OD640이고 이때 예측되는 응집효율은 99%이다.

3.3. RSM 모델의 유효성 검사

위 RSM 모델에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세 독립 변수가 적

용된 최적 응집반응 조건으로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응집효율은 97.6%가 나왔고 이는 RSM 모델식 에서 예측한

응집효율이 실제 응집효율의 오차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이

모델이 응집효율의 최적화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방법임을

나타내었다.

4. CONCLUSION

RSM의 BBD방법을 이용하여 조류의 최적 응집효율을 찾는

것은 유용한 실험계획법이다. 그 이유로 결정계수 즉 R2값이

99.55%이고 0의 확률 값 Pvalue는 본 회귀모델이 높은 중요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본 모델 식을 이용하

여 고분자 응집제인 polyaluminum chloride를 이용한 조류의

최적 응집조건은 응집제의 농도는 5 ppm, 반응 pH는 7.5 그

리고 세포의 농도는 0.33 OD640이었다. 이 조건에서 예측된

99% 응집효율과 유사한 수치인 97.6%의 결과를 얻어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조류의 응집효율을 예측하

기 위하여 RSM을 이용한 실험방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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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AC concentration, pH and their reciprocal inter-

action on yield of flocculation (a. 3D response surface; b. 2D con-

tour plots).

Fig. 2. Effect of PAC concentration, cell mass and their reciprocal

interaction on yield of flocculation (a. 3D response surface; b. 2D

contour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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