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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세조류는 친환경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으로 인해 수용액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생물흡착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세조류는 흡착제로서의 성능 및 품질의 균질성 등의 측면에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기존에 주로 사용된 흡착제에 비해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세포 표면 특성과 관련하여 조류 바이오매스의 흡착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Chlorella vulgaris를 화학적으로

처리 또는 생장 배지에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세포 표면을

변화시킴으로써 C. vulgaris의 수용액 내 중금속 제거 성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국내외 주요 오염 중금속인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5종의 중금속을 대상 제거물질로 선정하였다.

C. vulgaris 파우더를 HCl 또는 NaOH로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획득한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중금속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NaOH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흡착능이 모든 대상 중금속에서 1.72-

3.03배까지 증대되었고 이는 바이오매스의 비표면적 증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Cl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는 흡착능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는 바이오매스 표면의 음전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살아있는 C. vulgaris를 최소배지(BG-11)에 glucose 또는

ammonium sulfate 또는 ammonium phosphate를 첨가하여 배양하고

바이오매스를 수확한 뒤, 중금속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mmonium phosphate를 과량 첨가하여 배양한 바이오매스의 흡착능이

모든 대상 중금속에서 2.31-9.3배까지 확연하게 증대되었다. 이는

바이오매스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대상 중금속들과 높은 친화력을 갖는

인을 포함하는 작용기가 바이오매스 표면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ii

판단된다.

주요어 : Chlorella vulgaris, 중금속 제거, 생물흡착, 화학적 개질,

생물학적 개질

학  번 : 2017-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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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중금속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수계로 배출될 경우 환경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경우, 

각종 사업장과 광산 등이 중금속 배출의 주요한 원인이다. 일례로

폐광산의 경우, 적치된 광산폐기물 등으로부터 산성광산폐수가 발생하여

고농도의 중금속 용출수가 강우나 지하수에 의해 수계로 유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오염수는 자연계의

자가정화작용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수로부터의 중금속

제거를 위한 적절한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금속 제거 방법에는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을 이용한 흡착, 화학적 침전, 이온교환수지, 

역삼투, 용매 추출, 전기 투석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은 제거 효율이 떨어지거나, 많은 양의 시약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나, 중금속 선택성을 갖지 못하거나, 유해한 슬러지 또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각각 적용상의 한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중금속 오염수 처리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생물흡착제는 특정 생물종 바이오매스의 오염물질

흡착능을 이용하는 흡착제로, 그 친환경성, 경제성, 사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잠재성, 일부 생물종의 높은 오염물질 흡착특성 등으로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물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기술의 효율은 대상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하는 생물흡착제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

생물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의 주요 기작은 바이오매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의한 흡착이며, 바이오매스에 존재하는 작용기의

종류 및 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생물흡착제 중 미세조류의 경우 생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 단가가 낮으며 중금속에 대한 선택성이 높고, 사용한

바이오매스의 생물연료로서의 활용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물흡착제는 흡착제로서의

성능 및 품질의 균질성 등의 측면에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기존에

주로 사용된 흡착제에 비해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생물흡착제의

실용화를 위해서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중금속에 대한

제거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미세조류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중금속

처리기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알려진 미세조류 종인 Chlorella vulgaris를

이용하여 오염수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높은 효율로 흡착하여 제거하고자

한다. C. vulgaris는 이미 식량자원 등으로 대량생산의 체계가 갖춰진

미세조류 종으로 이를 이용한 생물흡착제의 상용화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주요 오염 중금속인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등 5종의 중금속을 대상 제거물질로 하며, C. vulgaris의 화학적

개질 및 생물학적 개질을 통하여 그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중금속에 대해 높은 흡착능을 갖춘 생물흡착제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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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흡착제인 C. vulgaris를 화학적∙생물학적으로

개질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수용액 내에서 중금속 흡착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C. vulgaris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흡착능 향상을 위해 최적의

화학적 개질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C. vulgaris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흡착능 향상을 위해

배양조건을 최적화하는 생물학적 개질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개질에 따른 생물흡착제 표면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학적 개질과 생물학적 개질 방법 별 중금속 흡착능

변화 기작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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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오염물질은 중금속 5종(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이며 이를 흡착하여 제거하고자 생물흡착제로서 미세조류인

Chlorella vulgaris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생물흡착제 C. vulgaris의 화학적∙생물학적 개질

- 산∙염기 처리를 통한 C. vulgaris 바이오매스 표면 개질

- 배지 영양성분 첨가를 통한 C. vulgaris 세포 표면 개질

(2)회분식 중금속 흡착 실험

- 중금속 농도에 따른 생물흡착제 단위 질량 당 흡착량 실험

- 중금속 흡착 실험의 결과를 등온흡착모델에 적용 및 정량적

흡착능 비교

(3)C. vulgaris 바이오매스 표면 특성 분석

- 바이오매스 비표면적 및 공극 분석

-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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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중금속 오염

2.1.1 중금속

중금속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 가운데 비중이 4.5 이상인

금속 원소를 지칭한다. 중금속은 광산, 제련, 도금 및 합금,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산업활동에 사용되며 환경 중에서 분해되지 않으므로

환경에 배출될 시에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을 일으킨다.

이렇게 체내로 들어온 중금속은 배출되지 않고 단백질에 축적되어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uibe et al., 

2007). 이렇듯, 중금속은 잔류성이 높고 강한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환경에 배출될 경우 생물권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중금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계로 유입되어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라 중금속이

무분별하게 수계로 배출되었다. 주요 중금속 배출 경로는 산업폐수,

광산배수, 매립지 침출수 등을 포함한다(그림 1). 환경관리공단

(2007)은 국내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에 대해 100개의 광산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66개의 수질 시료 중 아연, 카드뮴,

납, 구리에 대해 각각 22, 19, 8, 3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환경관리공단, 2007).

중금속은 수용액 내에서 다양한 화학종(speciation)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유이온의 형태, 무기 또는 유기 리간드와 착물화된 형태, 미립자

상에 흡착된 형태 등을 포함한다(Mehta and Gaur, 2005). 이는 주로

수용액의 pH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pH가 낮아질수록 자유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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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이 증가한다. 또한 중금속은 화학종에 따라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Tchounwou et al., 2012; Sekhar et al., 

2002).

그림 1. 주요 중금속 오염경로 (왼쪽부터) 산업폐수, 광산배수, 매립지

침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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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중금속 정화

중금속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환경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계에 유입된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기술로서 증발법, 화학적

침전법, 이온교환 수지법, 막 분리법, 전기분해 회수법 등이 제시되어

왔다(Eccles, 1999).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넓은 부지 면적을

요구하거나, 폐수의 성상의 많은 영향을 받거나, 2차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고가의 운영비 및 설치비가 소요된다는 점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Eccles, 1999; Wilde and Benemann, 1993).

이에 따라 기존 기술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 생물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Wilde and Benemann, 1993; Say 

et al., 2001; Gupta and Rastogi, 2008). 이는 세포벽, 세포막과 같이

미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친환경적인 녹색 정화(green remediation) 

기술로서, 환경에 무해한 미생물을 이용하며, 화학 물질이 직접적으로

수계에 투입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환경에 대한 2차 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Ehrlich and Brierley, 1990). 또한 생물흡착제의 종류에 따라

높은 중금속 흡착능, 중금속 선택성, 빠른 흡착속도,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Baile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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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흡착

2.2.1 생물흡착

흡착이란 기체나 액체 내에 있는 용질을 흡착제 표면에 결합시켜

제거하는 기작이다. 그 중 생물흡착(biosorption)은 죽거나 또는

살아있는 생물의 흡착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용액으로부터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생물흡착제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의 세포벽이나 세포막에는

작용기(functional group)가 존재하여 금속 이온이 흡착될 수 있다.

작용기는 공통된 화학적 특성을 지니는 한 무리의 유기화합물에서 그

특성의 원인이 되는 원자단을 일컫는다. 작용기는 특정 pH 이하에서

deprotonation되어 음의 전하를 띄게 되고 수용액 내에서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금속과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결합하게 된다.

생물흡착제를 통한 중금속 흡착은 생물흡착제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생물흡착에 기여하는 주요

작용기에는 hydroxyl, carbonyl, carboxyl, sulfhydryl, amine, amide, 

phosphate group 등이 있다(Mehta and Gaur, 2005; Doshi et al.,

2006). 이러한 작용기들은 각각 중금속들에 대한 친화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용기의 분포 특성에 따라 중금속 흡착의 선택성이 구별될 수

있다(Bala et al., 2007).

생물흡착은 살아있는 바이오매스(live biomass) 뿐만 아니라 죽은

바이오매스(dead biomass)에서도 일어나는 기작으로, 죽은

바이오매스의 경우 살아있는 바이오매스와는 달리 중금속에 대한 세포

내부로의 internalization 기작이 일어나지 않고 세포벽에의 흡착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작용기의 분포가 중금속 흡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Mehta and Gau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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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흡착모델

주어진 온도에서 흡착제 단위질량당 흡착되는 용질의 최대량은 용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관계는 등온흡착식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등온흡착식의 대표적인 예로 Langmuir 등온흡착식과

Freundlich 등온흡착식이 있다(Langmuir, 1916; Freundlich, 1907).

Langmuir 모델은 기본적으로 binding site로의 단일층 흡착과

흡착되는 용질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흡착제와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과 흡착 에너지가 모두 균일하며 주변에 흡착된 물질의 존재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Mehta and Gaur, 2005; 

Langmuir, 1916). 그러나 Langmuir의 기본 전제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생물흡착제는 다양한 종류의 작용기를 갖기 때문에 heterogeneous한

특성을 가지며 각 작용기별로 흡착 에너지 또한 모두 다르다. 또한,

Langmuir 모델은 흡착 기작 중 complexation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온 교환(ion exchange)이 흡착의 주요한 기작인 경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Crist et al., 1994). Langmuir 모델의 식은 아래 식

(1)와 같다.

식 (1)

여기서, (mmol g-1)는 평형상태에서 용질이 흡착제에 흡착된 양; 

(mmol g-1)는 평형상태에서 용질이 흡착제에 최대로 흡착된 양;

는 Langmuir 상수;

(mmol L
-1

)는 평형상태에서의 용액 내 용질의 농도

다음으로 Freundlich 모델은 Langmuir 모델과 달리, 다중 흡착을



10

전제로 하며, 흡착 에너지가 비균질하여 흡착 세기가 강한 binding 

site부터 흡착이 일어나며 흡착된 용질이 증가할수록 흡착 세기가

감소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Freundlich 모델은

생물흡착제와 같은 유기물질의 흡착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hta and Gaur, 2005). Freundlich 모델의 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식 (2)

여기서, 는 Freundlich 상수;

n은 Freundlich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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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hlorella vulgaris

Chlorella vulgaris(그림 2)는 녹조류에 속하며 담수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로서 직경 2-10 μm 크기를 갖는다. 미세조류는 물, 빛,

이산화탄소, 미량원소 존재 하에 무한정 증식이 가능하다. 특히,

Chlorella 속의 경우, 20시간마다 무성생식 4분열로 증식하여

증식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바

있다(Barclay et al., 1994; Kang et al., 2004). 또한 일반적으로

Chlorella 바이오매스의 표면에는 carboxylic, amino, hydroxyl, 

sulfhydryl group 등과 같은 산소를 포함하는 작용기들이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Doshi et al., 2006; Saitoh et al., 

2001; Nakbanpote et al., 2002).

조류 바이오매스는 전 세계적으로 단세포-단백질 회수, 식품 채색제

등과 같은 화학원료 생산, 유기물 및 영양염류 또는 무기물 제거 등과

같은 하∙폐수처리,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 에너지 생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공석기, 2012). 그 중, C. vulgaris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조류 바이오매스 중 한 종류로, 이미 대량 생산 인프라(그림

2)가 확립되어 있어 높은 적용성 및 경제성을 갖기 때문에 오염물질

처리 분야에서 생물흡착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 중 영양분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독립영양생물(Autotroph) 또는 종속영양생물(Heterotroph) 또는

혼합영양생물(Mixotroph)로 분류할 수 있다(Lwoff et al., 1946).

탄소원(Carbon source)을 기준으로 독립영양생물은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하며, 종속영양생물은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사용한다. 

혼합영양생물은 이산화탄소와 유기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조건에 따라 독립영양 또는 종속영양 어느

방법에 의해 양분을 획득한다(Selosse and Charp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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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영양생물의 예로서, 쌍편모조류, 유글레나, 육식식물 등이 있으며 C. 

vulgaris 또한 이에 분류될 수 있다. C. vulgaris는 이산화탄소 고정을

통해 탄소원을 얻거나, 유기물의 존재하에 유기물을 분해하여 탄소원을

얻는다.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생장 배지 조건이 미생물 표면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Perez-

Garcia et al., 2011). Liang et al. (2009)은 C. vulgaris를

autotrophic한 조건 또는 heterotrophic한 조건 또는 mixotrophic한

조건에서 배양하느냐에 따라 생장량, 지질 생산량 등과 같은 특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Liang et al., 2009). 특히, 특정 영양

성분이 풍부한 조건에서 생장한 미생물의 경우, 미생물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 분포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Engl and Kunz, 1995; 

Goyal et al., 2003; Yu and Fein, 2017).

그림 2. Chlorella vulgaris(좌) 및 조류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

공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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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쓰인 생물흡착제는 시중에서 구매한 C. vulgaris

파우더(그림 3)과 실험실에서 배양한C. vulgaris(그림 4)이다. Chlorella 

sp.는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분양받은 균주를 Stanier et al. (1971)이 보고한 BG-11 배지에

접종하여 생장상에서 계대배양하였다(Stanier et al., 1971). 배양조건은

온도 24 ℃, 인공광(광주기 명 17 h: 암 7 h)로 설정하였다. 상기 BG-

11 배지는 증류수에 NaNO3 1.5 g/L, K2HPO4 0.04 g/L, MgSO4∙7H2O 

0.075 g/L, CaCl2∙2H2O 0.036 g/L, Citric acid 0.006 g/L, Ferric 

ammonium citrate 0.006 g/L, EDTA (disodium magnesium salt) 

0.001 g/L, Na2CO3 0.02 g/L, Trace-metal mix A5 (H3BO3 2.86 g/L, 

MnCl2∙4H2O 1.81 g/L, ZnSO4∙7H2O 0.222 g/L, Na2MoO4∙2H2O 0.39 

g/L, CuSO2∙5H2O 0.079 g/L, Co(NO3)2∙6H2O 0.0494 g/L) 1mL/L

농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배지는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에서 125 ℃로 멸균 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종류의 C. vulgaris 바이오매스(C. vulgaris 파우더, 배양 C. 

vulgaris)는 각각 화학적 개질과 생물학적 개질 실험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오염 중금속인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5종의 중금속을 대상 제거물질로 하였다. 이들은 이온화되어

2가 양이온을 잘 만드는 경향이 있고 국내에서 빈번히 유출되어

수계에서 생물권에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대상 물질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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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 vulgaris 파우더(Jarrow Formulas, Japan)

그림 4. 분양받은 C. vulgaris 균주(좌)와 계대배양한 C. vulgaris(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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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화학적 개질

기존 생물흡착제의 중금속 흡착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생물흡착제를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방법이 있다. Luo et al. (2006)은

해양 갈조류인 Laminaria japonica를 대상으로 epichlorohydrin, 

potassium permanganate를 통해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여 납 이온 생물흡착 연구를 진행하였고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에서 유의미한 흡착능 증가를 확인한 바 있다(Lu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작용기를 가지며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C. vulgaris를 가지고 화학적 개질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화학적 개질 및 중금속 흡착 실험에서는 기존에 중금속 흡착능을 가진

바이오매스에 산 또는 염기 처리를 함으로써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중금속 흡착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화학적 개질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중에서 구매한 C. vulgaris

파우더를 대조군으로서의 증류수 또는 실험군으로서 HCl 0.2 M 또는

NaOH 0.2 M에 10 g/L의 농도로 주입하고 2시간동안 교반시킨다. 이후,

conical tube에 옮기고 원심분리기를 통해 고액분리를 하고 상등액은

버린다. Conical tube에 증류수를 넣고 vortex 기기로 씻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씻겨진

바이오매스를 60 ℃ 오븐에서 완전히 말린 후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250 μm 체로 체쳐서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를 획득한다. 250 

μm 이하의 입자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분말(powder)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말 형태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기 위해 250 

μm 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산 또는 염기 처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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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바이오매스를 각각 HCl-CV, NaOH-CV라고 명명하였다. 앞서

설명한 화학적 개질 실험의 모식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화학적 개질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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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생물학적 개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 vulgaris는 혼합영양생물로서, autotrophic, 

heterotrophic, mixotrophic한 조건 모두에서 생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mixotrophic한 조건 또는 autotrophic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영양물질을 첨가하여 살아있는 C. vulgaris를 배양하면서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중금속 흡착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Mixotrophic한 조건으로서 최소배지 BG-

11에 glucose를 첨가하여 생장상 내에서 인공광(광주기 명 17 h: 암 7 

h)을 쐬어 주었고, autrotrophic한 조건으로서 별다른 유기물 없이

최소배지 BG-11에 ammonium sulfate 또는 ammonium phosphate를

첨가하고 이외에는 동일한 배양 조건으로 설정하고 C. vulgaris를

배양하였다.

생물학적 개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실에서 계대배양한 C. 

vulgaris를 대조군으로서 최소배지 BG-11 또는 실험군으로서 최소배지

BG-11에 각 배양조건 별로 각각 탄소, 질소, 황, 인 영양원으로서

glucose, ammonium sulfate, ammonium phosphate를 18 g/L, 3 g/L, 3 

g/L 농도로 첨가하고 나머지 배양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배양한다.

배양된 C. vulgaris는 진공 필터를 통해 배지와 바이오매스를 분리하고

걸러진 바이오매스를 증류수를 담은 conical tube에 재부유시킨다.

원심분리를 하여 고액분리하고 상등액은 버린다. Conical tube에

증류수를 넣고 vortex 기기로 씻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씻겨진 바이오매스를 60 ℃ 오븐에서 완전히

말린 후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250 μm 체로 체쳐서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glucose, 

ammonium sulfate, ammonium phosphate를 추가로 첨가∙배양하여

획득한 바이오매스를 각각 GL-CV, AS-CV, AP-CV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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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개질 실험의 모식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생물학적 개질 실험 모식도



19

3.2.3 C. vulgaris 바이오매스 표면 특성 분석

중금속 흡착 실험에 사용된 C. vulgaris 바이오매스는 화학적 개질의

경우, 대조군으로서 증류수로 처리된 C. vulgaris 파우더, 0.2 M HCl

또는 0.2 M NaOH로 처리된 C. vulgaris 파우더 세 종류이다. 생물학적

개질의 경우, 최소배지 BG-11에서 배양하여 분말화한 바이오매스,

최소배지 BG-11에 glucose, ammonium sulfate, ammonium 

phosphate를 각각 첨가 배양하고 분말화한 바이오매스 네 종류이다.

각 바이오매스에 대한 표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SEM-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분석, BET(Brunauer–Emmett–Teller) 분석, FT-

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 제타 전위(Zeta 

potential)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EM 및 SEM-EDS 분석의 경우,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JSM-7800F Prime, JEOL Ltd, Japan)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의 형태를 관찰하고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구성비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EM-EDS는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각종

시료의 형태학(morphology) 관찰에 사용될 수 있으며, EDS 시스템을

통한 시료 표면의 정량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2). 그러나 EDS는 원소분석에 있어서

원소들의 구성비율만을 제공하므로 절대적인 원소의 양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기 위해선 동일한

양의 시료를 가지고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을 모두 분해하여 간단한

무기화합물로 변환한 뒤 분석하는 원소 분석(Elemental analysis)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는 바이오매스 표면 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원소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SEM-EDS 분석은 background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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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국소부위에서 실시하였다.

각 바이오매스에 대한 비표면적, 기공의 크기 및 분포는 BET 

질소가스 흡착법으로 측정하였고 분석기기는 BET-Surface area 

analyzer (BELSORP-mini II, MicrotracBEL, Japan)를 사용하였다.

BET 측정에 앞서, 시료에 포함된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로서 150 ℃ 또는 200 ℃, 진공 조건에서 12시간동안 처리한 후

측정에 들어갔다. 기공 사이즈 분석 범위는 0.35-200 nm 였다.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표면 전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하였다. 제타 전위 측정을 위하여 각 바이오매스를

막자로 서서히 갈면서 38 μm 체로 입자 크기가 그 이하인

바이오매스를 획득하였다. 이를 증류수에 1 g/L의 농도로 부유시키고

HCl 또는 NaOH를 통해 pH 5로 조절한 뒤 Zeta potential & Particle 

size Analyzer (ELSZ-2000ZS, Photal OTSUKA ELECTRONICS,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가로, 바이오매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를 정성분석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기기는 FT-IR Spectrophotometer 

(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였다. FT-IR 

분석은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 분석으로 진행되었고,

Jiang et al. (2004)에 따르면, ATR 분석은 세포 내부의 작용기는

제외하고 세포벽에 존재하는 작용기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ATR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부합하였다(Jiang et al., 2004).

파수(wavenumber)는 650-4000 cm-1 범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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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추출 실험

C. vulgaris의 세포벽은 당류, 지질,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비율은 순서대로 30%, 15%, 2.5%라고 연구된 바 있다 30.

C. vulgaris 바이오매스에 산 또는 염기 처리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구성 물질들이 추출(extraction)되어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작이

산∙염기를 이용한 화학적 개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Abo-shady et al., 1993; Zemke-White et al., 2000).

바이오매스에 대한 화학적 개질로 인한 성분 추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출 전후 바이오매스의 질량과 추출액(그림 7: 산 처리 후

추출액(좌), 염기 처리 후 추출액(우))에 포함된 전 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및 엽록소 a (Chlorophyll a; Chl-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전 유기 탄소와 엽록소 a는 각각 TOC analyzer (TOC-

ASI, Shimadzu, Japan)와 UV/Vis Spectrophotometer (KR/Optizen 

2120UV, 덕산메카시스,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랐다(환경부, 2011).

  

그림 7. 바이오매스의 농도 별 산(좌) 또는 염기(우) 처리 후 추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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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중금속 흡착 실험

중금속 흡착 실험을 위해 다섯 가지 대상 중금속이 각각 포함된

중금속 오염수를 금속 질산염(metal nitrate)을 가지고 제조하였다.

질산염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금속과 착화물을 형성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Prasher et al., 2004). 중금속 오염수의 농도는

모든 대상 중금속에 대하여 0.05 mM, 0.1 mM, 0.2 mM, 0.5 mM, 1 

mM, 2 mM로 설정하였고 실험에 앞서, HCl 또는 NaOH를 통해 pH를

5로 조절하였다. 중금속 오염수의 pH를 5로 설정한 이유는 수용액

상에서 중금속 양이온이 모두 자유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컴퓨터 프로그램(Visual MINTEQ 3.1)을 이용하여

금속질산염을 가지고 제조한 중금속 수용액의 speciation을 조사한 결과,

다섯 가지 중금속 모두에 대해 약 pH 6 미만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중금속이 자유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착 실험은 앞서

제조한 0.05 – 2 mM의 중금속 오염수를 가지고 모든 시료에 대하여

triplicate로 진행하였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 mL의

중금속 오염수를 conical tube에 담은 뒤 바이오매스를 1 g/L (화학적

개질된 바이오매스) 또는 0.2 g/L (생물학적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농도로 주입하고 2시간 동안 수평교반하면서 반응시킨다. 반응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선 예비 실험으로서 반응 속도 실험을

진행하였고 2시간 이내에 흡착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후,

0.45 μm syringe 필터로 고액분리하여 농도에 따라 10-100배 희석한

뒤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ICP-

OES; iCAP 7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통해 여과액에

남아있는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한다.

바이오매스에 흡착된 중금속의 양은 다음과 같은 식 (3)을 통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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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여기서, (mmol g-1)는 용질이 흡착제에 흡착된 양;

(mmol L-1)는 수용액의 초기 용질 농도;

(mmol L
-1

)는 수용액의 t시점에서 용질 농도;

(L)는 수용액의 부피;

(g)은 흡착제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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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등온흡착모델 적용

중금속 흡착 실험 이후, 중금속 오염수 내 중금속 농도와 흡착제에

흡착된 중금속의 양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하였던 Langmuir 등온흡착식과 Freundlich 등온흡착식에 중금속

흡착 실험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등온흡착식에서 매개변수 값을

산정하고 이 값들을 통해 중금속 흡착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Langmuir 등온흡착모델의 경우, 흡착능(adsorption capacity)를

나타내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하되, 초기 곡선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을 통해 낮은 중금속 농도에서의 흡착능 또한 비교하였다.

Freundlich 등온흡착모델의 경우, 값과 값을 산정하고 두 값을

통해 0.1 mM의 중금속 농도에서의 값을 구하여 흡착능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모델에 중금속 흡착 실험의 결과를 적용한 후,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값을 통해 적용한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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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C. vulgaris 바이오매스 표면 특성 분석

4.1.1 화학적 개질 바이오매스

4.1.1.1 SEM 분석

먼저, SEM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고배율 사진을 획득하였다(그림 8). 화학적 개질을 하지

않은 바이오매스는 직경 2-5 μm 크기의 구형 입자들이 붙어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공극이 거의 없이 밀도있게 채워져 있는 형태를

갖는다. 산 처리 이후에 바이오매스 표면이 더 껄끄러워진 반면, 염기

처리 이후엔 요철이 선명해지고 공극이 많이 분포하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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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화학적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의 SEM 사진 (왼쪽 위부터)

화학적 개질을 하지 않은 바이오매스(x1500), 산 처리 후

바이오매스(x1500), 염기 처리 후 바이오매스(x1500), 화학적 개질을

하지 않은 바이오매스(x6500), 산 처리 후 바이오매스(x6500), 염기

처리 후 바이오매스(x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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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BET 및 제타 전위 분석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C. 

vulgaris 바이오매스의 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화학적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의 물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 화학적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의 물성

BET Zeta 

potential

at pH 5

(mV)

Specific 

surface area

(m2 g-1)

Total pore 

volume

(cm3 g-1)

Mean pore 

diameter

(nm)

Control 0.64 0.001 8.53 -15.1

HCl-CV 0.84 0.001 6.03 -8.19

NaOH-CV 12.1 0.04 13.7 -8.6

비표면적, 공극 부피, 평균 공극 직경은 질소 흡착을 통한 BET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조류 바이오매스의 경우, micropore(≤ 2 

nm)와 mesopore(2-50 nm)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와 같은 물질의

분석에 적절한 질소흡착 방법을 선택하였다(Brewer et al., 2014).

표 1에서 BET 분석 결과를 보면, HCl-CV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비표면적이 약 1.3배 증가하였지만 평균 공극 직경은

감소하여 총 공극 부피는 변함이 없었다. NaOH-CV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비표면적이 약 18.9배로 대폭 증가하였고 평균 공극 직경 및

총 공극 부피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염기 처리 이후에 요철이

선명해지고 공극이 많이 분포하는 형태로 변화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었던 SEM 결과(그림 8)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비표면적은 흡착제의 흡착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그만큼 용질이 흡착될 수 있는 site가 증가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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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능은 비표면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Gao et al., 2013; Vilar 

et al., 2007).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는 deprotonation되어 (-) 

전하를 띄는데, 이로 인한 바이오매스 표면의 정전하(Electrostatic 

charge)는 중금속 흡착능을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Allen and 

Brown, 1995; Borrok et al., 2004). Hadjoudja et al. (2010)은

Microcystis aeruginosa와 Chlorella vulgaris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고, 중금속 흡착능 차이가 두 바이오매스의

음전하(Electronegative charge)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Hadjoudja et al., 2010). 즉, 입자 표면의 (-) 전하가

클수록 중금속 흡착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입자

표면의 음전하는 제타 전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고 중금속 양이온과 흡착하려는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표 1을 보면 대조군과 비교하여 HCl-CV와 NaOH-CV에서 제타

전위의 절댓값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Cl과 NaOH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 수소 이온(H+)과 소듐 이온(Na+)이

바이오매스의 (-) 전하를 띄는 활성화된 상태의 작용기에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결합하여 바이오매스 표면의 전체적인 (-) 전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표면이 (-) 전하를 띄는 흡착제의 경우, 제타

전위의 절댓값이 클수록 양이온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수용액 내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타 전위 분석 결과는 HCl 또는 NaOH 처리를 통한 화학적 개질이

바이오매스 표면의 음전하 크기를 감소시키며 결론적으로 중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려는 세기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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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추출 실험 분석

표 2는 산∙염기 처리를 통한 추출 후 바이오매스의 질량 변화와

추출액의 TOC 및 Chl-a 농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농도에 따른 산∙염기 처리 전후 질량 변화와 추출액의 TOC 및

Chl-a 농도

Sample

Mass 

change

(M0-M) 

(mg)

Mass 

change 

rate 

(M/M0)

TOC

(mg/L)

Chl-a

(μg/L)

DI water 2.50±0.17 0.88 35.60±0.14 14.8±12.9

HCl

0.05 M 2.87±0.55 0.86 36.42±1.68 6.4±5.4

0.2 M 2.97±0.12 0.85 38.99±1.19 3.9±15.8

0.1 M 3.13±0.21 0.84 50.71 0.8±8.6

NaOH

0.05 M 3.67±1.08 0.82 69.42±0.26 143.7±3.7

0.2 M 4.43±1.79 0.78 78.90±2.34 348.7±25.7

0.1 M 5.40±0.26 0.73 86.78±9.31 1045.6±47.2

산과 염기 처리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 변화 및

추출액에서의 TOC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염기 처리는 동일

농도의 산 처리와 비교하여 질량 변화 및 TOC 농도가 각각 1.28-

1.73배, 1.71-2.02배 더 큼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산∙염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바이오매스의 추출 효과는 증가하며, 염기 처리의 추출

효과가 산 처리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Chl-a 농도의 경우, 산 처리와 염기 처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증류수로 추출한 것과 견주었을 때, 산 처리에서는 Chl-a를

추출해내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염기 처리에서는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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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Chl-a 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류수의 경우와

견주어 Chl-a가 다량 추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 2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산과 염기 처리는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당류, 단백질, 지질 등과 같은 추출해내고 결과적으로

바이오매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표 1의 바이오매스 비표면적 및 공극 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로서, 산∙염기 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 구성성분을 추출해냄으로써

표면적 및 공극이 증가하였고 산과 염기에서의 차이는 추출 효과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hl-a를 포함한 엽록소(Chlorophyll)은 세포 내부의

세포소기관 엽록체 내에 존재한다. Chl-a 추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산

처리의 경우, 세포벽을 뚫지 못하고 추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염기

처리의 경우, 세포벽을 뚫고 세포 내부의 구성 물질까지 추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HCl을 통한 산 처리와 NaOH를 염기 처리는 공통적으로

바이오매스의 구성성분을 추출해내는 효과를 갖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다르며, 염기 처리의 경우에서 추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개질 전후로

비표면적 및 공극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 처리의

경우엔 개질 효과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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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SEM-EDS 및 FT-IR 분석

SEM-EDS를 통해 바이오매스 표면에서의 탄소, 산소, 질소, 황, 인에

대한 원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SEM-

EDS의 결과는 각 원소에 대한 구성비율을 분석하고자 중량 퍼센트가

아닌 원자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표 3.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표면 원소 구성비율

Atomic % Control HCl-CV NaOH-CV

C 70.76 70.29 71.05

O 19.28 20.39 20.58

N 7.73 7.27 6.34

S 1.06 1 0.6

P 1.18 1.05 1

HCl-CV와 NaOH-CV의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 구성비율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탄소, 산소, 인의 경우에 세 가지 바이오매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질소와 황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NaOH-CV의 구성비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NaOH에 의해 세포벽을 구성하는 alkali-soluble한 단백질이

추출되면서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와 황이 표면에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SEM-EDS 결과는 화학적 개질로 인해 바이오매스의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크지 않으나, 질소와 황을 포함하는

작용기의 분포는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대한 정성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FT-IR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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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cm-1에서의 완만한 peak는 hydroxyl group (-OH)

stretching에 해당되며, 2925 cm-1에서 peak는 carboxylic 또는

phenolic group에 해당되며, 1640 cm-1에서 강한 peak는 amide group 

stretching에 해당되며, 1540 cm-1 peak는 carboxylate group 

stretching에 해당되며, 1400 cm-1 peak는 sulfonyl group (SO2) 

stretching에 해당되며, 1242 cm-1 peak는 carbonyl group (C=O) 

stretching에 해당되며, 1031 cm-1의 강한 peak는 ether (C-O-C) 

group에 해당된다.

대조군과 HCl-CV, NaOH-CV 모두에서 스펙트럼의 개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성되거나 없어진

peak는 없는 것으로 보아 화학적 개질로 인해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의 종류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앞선 제타 전위 측정에서 화학적 개질 이후 제타 전위의 절댓값이

감소했던 이유는 작용기 종류의 변화가 아닌, 작용기의 활성화 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작용기와 결합하기 쉬운 양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작용기가 양이온과 결합하여 활성도가 떨어져

표면의 (-) 전하가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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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화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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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생물학적 개질 바이오매스

4.1.2.1 SEM 분석

SEM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고배율 사진을

획득하였다(그림 10). 이를 통해 생물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의 경우,

화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와는 달리 개질 전후에 바이오매스의 표면

형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생물학적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의 SEM 사진 (왼쪽 위부터)

최소배지에서 배양한 바이오매스(x1500), GL(x1500), AS(x1500),

AP(x1500), 최소배지에서 배양한 바이오매스(x6500), GL(x6500),

AS(x6500), AP(x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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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SEM-EDS 및 FT-IR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개질의 주요한 기작은 배지

영양성분 차이에 따른 바이오매스 표면에 형성되는 작용기 분포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SEM-EDS를 통해 바이오매스

표면에서의 탄소, 산소, 질소, 황, 인에 대한 원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표면 원소 구성비율

Atomic % Control GL-CV AS-CV AP-CV

C 64 66.07 68.24 54.78

O 24.24 27.74 20.06 33.89

N 10.89 5.75 9.03 7.07

S 0.26 0.25 0.56 0.24

P 0.2 0.18 2.1 4.02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 구성비율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먼저

GL-CV의 경우, 탄소와 산소가 증가하고 질소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S-CV의 경우, 황과 인의 비율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AP-CV의 경우, 탄소와 질소가 감소한 대신,

산소와 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배양 전 탄소, 황, 인의 source로

각각 glucose, ammonium sulfate, ammonium phosphate를 넣어준

것과 상응하여 각 source가 풍부한 조건에서 C. vulgaris가 과량의

원소를 동화시켜 바이오매스 표면의 탄소, 황, 인이 포함된 작용기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대한

정성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FT-IR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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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 나타내었다. 앞선 화학적 개질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ATR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화학적 개질에서의 FT-IR 스펙트럼과 유사한 개형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C. vulgaris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작용기들의 분포가

주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90 cm-1에서의 완만한 peak는

hydroxyl group (-OH) stretching에 해당되며, 2925 cm-1에서

peak는 carboxylic 또는 phenolic group에 해당되며, GL-CV에서만

형성된 1723 cm-1 peak는 aldehyde 또는 ester group (C=O) 

stretching에 해당되며, 1640 cm-1에서 강한 peak는 amide group 

stretching에 해당되며, 1540 cm-1 peak는 carboxylate group 

stretching에 해당되며, 1400 cm-1 peak는 sulfonyl group (SO2) 

stretching에 해당되며, 1242 cm-1 peak는 carbonyl group (C=O) 

stretching에 해당되며, 1031 cm-1의 강한 peak는 ether (C-O-C) 

group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AP-CV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997

cm-1 peak는 phosphate (P-O-R) stretching에 해당된다.

FT-IR 분석을 통해 최소배지에서 배양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GL에서 aldehyde 혹은 Ester group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조군과 AS-CV에서만 sulfonyl group이 확인되었다. 또한

AP-CV에서만 phosphate group이 확인되었다.

FT-IR 분석과 SEM-EDS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특정 영양성분을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시키는 생물학적 개질을 통해 특정 성분을

포함하는 작용기를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정량적으로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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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물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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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금속 흡착 실험

4.2.1 화학적 개질

본 연구에서 산∙염기를 통해 화학적으로 개질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는 바이오매스의 표면적을 변화시켜 중금속이 흡착 가능한 면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림 12는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5종에 대한

등온흡착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중금속 흡착 실험은 중금속 농도 0.05-1 mM 범위에서 진행되었고

Langmuir 등온흡착모델에 fitting한 결과, 초기 농도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일직선의 형태로 흡착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기울기가 감소하여 특정 구간에서 포화되는 형태의 곡선을 이루었다.

Freundlich 등온흡착모델의 경우엔, 초기 농도에서 급격한 기울기를

갖고 점차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의 곡선을 보였다. Langmuir와

Freundlich 등온흡착모델에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매개변수 값들을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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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등온흡착그래프와

fitting된 등온흡착모델. (왼쪽 위부터)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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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에 흡착된 중금속의 등온흡착모델

매개변수

Langmuir Freundlich

HM sample qmax b
qmax*

b
R

2 KF n qmax R2

Cu

Control 0.163
120.8

41

19.66

6
0.938 0.168 8.271 0.127 0.990

HCl-

CV
0.025 1.36 0.034 0.982 0.014 1.441 0.003 0.968

NaOH-

CV
0.38 27.08

10.29

7
0.802 0.342 5.176 0.219 0.593

Pb

Control 0.149
601.2

61

89.72

6
0.963 0.171 7.93 0.128 0.970

HCl-

CV
0.116

0.439

6
0.051 0.999 0.039 1.109 0.005 0.998

NaOH-

CV
0.432

437.9

37

189.0

03
0.918 0.536 4.955 0.337 0.922

Zn

Control 0.195
14.26

4
2.783 0.872 0.184 3.814 0.1 0.896

HCl-

CV
2.226 0.056 0.124 0.997 0.116 1.044 0.013 0.996

NaOH-

CV
0.519

12.56

1
6.524 0.980 0.491 3.038 0.23 0.905

Ni

Control 0.191 6.391 1.223 0.871 0.164 2.889 0.074 0.973

HCl-

CV
0.368 0.149 0.055 0.990 0.047 1.161 0.006 0.992

NaOH-

CV
0.435

15.26

6
6.643 0.951 0.415 3.758 0.225 0.941

Cd

Control 0.221 6.88 1.524 0.815 0.192 3.311 0.096 0.969

HCl-

CV

-

0.627

-

0.225
0.141 1.000 0.191 0.773 0.01 0.999

NaOH- 0.588 15.92 9.356 0.935 0.59 3.238 0.29 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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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1

결정계수 값을 통해 적용한 두 가지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평균적으로 Freundlich 모델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Langmuir 모델은 0.934, Freundlich 모델은 0.94).

먼저, 구리 흡착 결과에서 두 가지 모델 모두에서 NaOH-CV의

qmax값이 가장 높았고 qmax*b값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매우 저농도의 중금속 오염수에서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바이오매스가 더 효과적이지만 중금속 농도가 증가할수록

NaOH-CV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납, 니켈, 카드뮴의 경우, 두 가지 모델 모두에서 NaOH-CV qmax값

또는 qmax*b값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중금속의 농도와 관계없이

NaOH-CV가 중금속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연의 경우, Langmuir 모델에서 HCl-CV qmax값이 가장

높았고 qmax*b값 및 Freundlich 모델의 qmax값은 NaOH-CV에서 가장

높았다. 5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HCl-CV의 곡선은 대략적으로 일직선

혹은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개형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한

중금속 농도 내에서 최대 흡착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더 정확한 중금속 흡착능(qmax)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높은 중금속

농도에서의 흡착 실험이 요구되나, 실제 중금속 오염 사례의 농도를

훨씬 상회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농도에서의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C. vulgaris 바이오매스를 NaOH로 처리한 NaOH-

CV에서 다섯 가지 중금속 모두에 대한 흡착능이 증가하였고 대조군과

정량적으로 비교했을 때, Langmuir 모델에 따르면 흡착능이 약 2.27-

2.89배 증가하였고, Freundlich 모델에 따르면 약 1.72-3.03배

증가하였다. 반면, HCl로 처리한 HCl-CV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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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능이 감소하였다.

앞서 분석한 화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과 관련하여, SEM-

EDS 및 FT-IR 분석 결과를 통해 화학적 개질 전후 바이오매스에

분포하는 작용기의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BET와 제타

전위 분석을 통해 비표면적 및 공극률이 증가하고 표면 음전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Cl-CV의 경우, 흡착능이 감소한

원인은 비표면적 및 공극률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표면의 (-) 전하가

감소하여 정전기적 인력의 감소 효과로 증류수로 처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중금속 흡착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NaOH-CV의

경우, HCl-CV와 마찬가지로 비록 표면의 (-) 전하는 감소하였지만

표면적 및 공극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중금속 흡착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에 분포하는 작용기 종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중금속

흡착능은 다음과 같은 비례식 (식 4)을 만족하게 된다.

식 (4)

여기서, (mmol g-1)는 평형상태에서 용질이 흡착제에 최대로 흡착된 양;

는 Langmuir 상수;

(m2 g-1)는 비표면적;

는 제타 전위

앞서 Langmuir 모델과 Freundlich 모델을 통해 산정한 또는

를 식 (4)에 대입하여 대조군, HCl-CV, NaOH-CV의

값과 비교해 본 결과, 중금속 흡착능이 HCl-CV > NaOH-CV > 대조군

순으로 나타났던 아연의 Langmuir fitting 결과를 포함하여, 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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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의 Langmuir fitting 결과 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의

경우에서 값이 중금속 흡착능 순서과 일치하는 NaOH-CV > 

대조군 > HCl-CV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염기로

개질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흡착능 증감은 바이오매스의 비표면적과

제타 전위 절댓값의 곱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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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물학적 개질

본 연구에서 배지에 영양물질을 추가로 첨가하여 C. vulgaris를

배양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는 바이오매스의 표면의 작용기 분포를

변화시켜 각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림 13과 표 6은 각각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5종에 대한 등온흡착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와 중금속 5종에

대한 등온흡착모델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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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등온흡착그래프와

fitting된 등온흡착모델. (왼쪽 위부터)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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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물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에 흡착된 중금속의 등온흡착모델

매개변수

Langmuir Freundlich

HM sample qmax b
qmax*

b
R

2 KF n qmax R2

Cu

Control 0.898 2.055 1.845 0.970 0.629 1.796 0.175 0.995

GL-CV 2.072 0.77 1.595 1.000 0.935 1.31 0.161 0.999

AS-CV 1.731 1.909 3.304 0.982 1.212 1.68 0.308 0.998

AP-CV 1.488 33.45
49.76

6
0.767 1.718 3.515 1.044 0.819

Pb

Control 0.411
15.12

7
6.211 0.967 0.425 3.6 0.224 0.992

GL-CV 0.54 2.102 1.135 0.985 0.381 1.765 0.103 0.975

AS-CV 0.418
23.58

2
9.86 0.885 0.44 4.472 0.263 0.904

AP-CV 2.232
1329.

03

2966.

646
0.929 2.758 6.112 1.892 0.882

Zn

Control 0.096
2.2.E

+07

2.1.E

+06
0.924 0.097

6.2.E

+10
0.096 0.924

GL-CV 0.14 2.024 0.284 0.908 0.097 1.735 0.026 0.884

AS-CV 0.042
8.2.E

+06

3.5.E

+05
0.522 0.042

3.6E

+10
0.042 0.522

AP-CV 0.839
36.48

9

30.59

6
0.993 0.913 4.444 0.544 0.920

Ni

Control 0.114
22.24

9
2.531 0.629 0.109 6.605 0.077 0.556

GL-CV 0.018
3.2.E

+06

5.6.E

+04
0.679 0.018

4.4E

+10
0.018 0.679

AS-CV 0.055 4.848 0.268 0.936 0.047 2.619 0.019 0.894

AP-CV 0.372
10.89

9
4.054 0.976 0.356 3.546 0.186 0.927

Cd Control 0.134 284.7 38.05 0.865 0.129 1.75E 0.1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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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9 +10

GL-CV
-

0.493

-

0.39
0.193 0.929 0.294 0.933 0.025 0.914

AS-CV 0.38 5.226 1.987 0.873 0.348 2.357 0.131 0.944

AP-CV 1.243
50.92

5

63.31

1
0.879 1.377 5.099 0.877 0.710

결정계수 값을 통해 두 가지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평균적으로

Langmuir 모델에서 0.88, Freundlich 모델에서 0.865로 Langmuir 

모델에 더 잘 일치하였다.

구리의 경우, Langmuir 모델의 qmax값은 GL-CV에서 2.072 

mmol/g으로 가장 높았고 Langmuir 모델 qmax*b값과 Freundlich 모델

qmax값은 AP-CV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Langmuir 모델의 qmax값은

매우 높은 중금속 농도에서의 흡착능을 반영하는 값이고 본 연구의

중금속 농도 범위에서는 그림 13의 구리 등온흡착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AP-CV의 그래프가 가장 위에 위치하므로 AP-CV의 흡착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납, 아연, 니켈, 카드뮴에

대해서도 AP-CV의 경우에서, Langmuir 모델 qmax값이 각각 2.232, 

0.839, 0.372, 1.243 mmol/g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Langmuir 모델 qmax*b값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던 아연과 GL-

CV에서 가장 높았던 니켈을 제외하고 모두 AP-CV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매우 낮은 중금속 농도에서 중금속 종류에 따라

최소배지에서 배양한 C. vulgaris(아연), GL-CV(니켈), AP-CV(구리,

납, 카드뮴)가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Freundlich 모델의

경우, 다섯 가지 중금속 모두에 대해 AP-CV의 qmax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최소배지 BG-11에 ammonium phosphate를 과량

첨가하여 배양한 AP-CV에서 다섯 가지 중금속 모두에 대한 흡착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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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과 정량적으로 비교했을 때, Langmuir 

모델에 따르면 흡착능이 약 2.31-9.3배 증가하였고, Freundlich 모델에

따르면 약 2.42-8.45배 증가하였다. 반면, glucose, ammonium 

sulfate를 과량 첨가하여 배양한 GL-CV, AS-CV에서는 대조군보다

조금 높거나,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중금속 흡착능을 확인하였다.

앞선 SEM-EDS 및 FT-IR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 개질

바이오매스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CV의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 중 인의 비율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FT-IR의 스펙트럼을 통해 다른 바이오매스들과는 달리 997 cm-1 

파수에서 phosphate (P-O-R) stretching 피크가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개질 이후 AP-CV의 표면에

phosphate group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phosphate기가 중금속

흡착능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earson (1963)은 양이온과 리간드(ligand)의 복합체 형성

특성에 따라 전자쌍을 공여하는 Lewis bases와 전자쌍을 수용하는

Lewis acids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hard, borderline 그리고 soft로

구분하였다(그림 14, Pearson, 1963). 즉, hard Lewis acid는 hard 

Lewis base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soft Lewis acid는 soft 

Lewis base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금속은 크기, 이온

분극도(polarizability), 전기음성도(electronegativity)에 따라서 hard, 

borderline 그리고 soft로 구분된다(Pearson, 1963; Fourest and Roux, 

1992). 특히, soft acid는 P 리간드를 선호하여 결합했을 때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ngl and Kunz, 1995; Pearson,

196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금속 다섯 가지 모두는 soft에 포함되거나

borderline에 포함되거나 soft와 borderline 둘 모두에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은 hard한 특성보다는 soft한 특성을 더 띄므로 P 리간드와

결합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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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group을 포함하는 AP-CV의 중금속 흡착능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Pearson의 Lewis acid 분류표 (Pearson,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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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생물학적∙화학적 개질

앞선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개질 방법과 생물학적 개질 방법을

연계하여 중금속 흡착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즉, 앞서서 NaOH를

통한 염기 처리와 ammonium phosphate 첨가 배양을 통한 개질 방법이

각각 중금속 흡착능 증가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mmonium phosphate를 첨가하여 배양한 C. vulgaris 바이오매스를

수확한 뒤, NaOH로 염기 처리하여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적용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여 이를 AP-NaOH-CV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생물학적∙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로 중금속 5종에 대한 흡착

실험을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5와 표 7에

나타내었다. 그림 15에 표시된 대조군과 AP-CV의 실험값들은 앞선

생물학적 개질 실험의 결과값으로, AP-NaOH-CV 실험값들과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 상에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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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생물학적∙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의 중금속

등온흡착그래프와 fitting된 등온흡착모델. (왼쪽 위부터)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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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물학적∙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매스에 흡착된 중금속의

등온흡착모델 매개변수

Langmuir Freundlich

HM sample qmax b
qmax*

b
R

2 KF n qmax R2

Cu

Control 0.898 2.055 1.845 0.970 0.629 1.796 0.175 0.995

AP-CV 1.488 33.45
49.76

6
0.767 1.718 3.515 1.044 0.819

AP-

NaOH-

CV

0.681
63.38

3

43.16

5
0.770 0.715 6.309 0.496 0.721

Pb

Control 0.411
15.12

7
6.211 0.967 0.425 3.6 0.224 0.992

AP-CV 2.232
1329.

03

2966.

646
0.929 2.758 6.112 1.892 0.882

AP-

NaOH-

CV

0.362
1.3.E

+04

4641.

582
0.722 0.361

54.94

5
0.346 0.684

Zn

Control 0.096
2.2.E

+07

2.1.E

+06
0.924 0.097

6.2.E

+10
0.096 0.924

AP-CV 0.839
36.48

9

30.59

6
0.993 0.913 4.444 0.544 0.920

AP-

NaOH-

CV

0.244
317.6

70

77.65

4
0.822 0.235

93.45

8
0.229 0.791

Ni

Control 0.114
22.24

9
2.531 0.629 0.109 6.605 0.077 0.556

AP-CV 0.372
10.89

9
4.054 0.976 0.356 3.546 0.186 0.927

AP-

NaOH-

CV

0.261
38.60

1

10.06

1
0.862 0.283 5.302 0.18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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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ontrol 0.134
284.7

07

38.05

9
0.865 0.129

1.75

E+10
0.129 0.856

AP-CV 1.243
50.92

5

63.31

1
0.879 1.377 5.099 0.877 0.710

AP-

NaOH-

CV

0.318
125.6

17

40.00

0
0.932 0.320

15.92

4
0.277 0.889

결정계수 값은 Langmuir 모델과 Freundlich 모델에서 평균적으로

각각 0.867, 0.840으로 생물학적 개질 실험과 마찬가지로 Langmuir 

모델에 더 잘 일치하였다.

표 7의 매개변수 값들을 보면, Langmuir 모델의 qmax값과 Freundlich 

모델의 qmax값은 모든 중금속에 대하여 AP-CV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Langmuir 모델의 qmax*b값은 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에

대하여 각각 AP-CV, AP-NaOH-CV, 대조군, AP-NaOH-CV, AP-

CV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매우 낮은 중금속 농도에서는 중금속에

따라 최적의 바이오매스가 다르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AP-CV > 

AP-NaOH-CV > 대조군 순으로 중금속 흡착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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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 내에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세조류 Chlorella vulgaris를 생물흡착제로서 사용하고자 하였고, 

중금속 흡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C. vulgaris

바이오매스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화학적 개질 방법으로서

C. vulgaris 파우더에 산 또는 염기 처리를 하여 표면적 및 공극과 같은

표면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생물학적 개질

방법으로서 살아있는 C. vulgaris의 생장 배지에 과량의 영양물질을

첨가하여 배양하여 배양 과정에서 작용기 분포와 같은 표면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5가지 중금속(구리, 납, 아연, 니켈, 카드뮴)에 대한 흡착 실험 결과,

화학적 개질의 경우, NaOH로 처리한 바이오매스에서 모든 대상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이오매스의

비표면적이 증가했던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Cl로 처리한 바이오매스는 흡착능이 감소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

표면의 음전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물학적 개질의 경우,

ammonium phosphate를 첨가하여 배양한 바이오매스에서 모든 대상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 vulgaris

세포가 인이 풍부한 조건에서 증식하면서 세포벽에 인을 포함하는

작용기를 형성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작용기가 대상 중금속과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 vulgaris를 이용한 중금속 생물흡착 기작에서

바이오매스의 비표면적 및 표면 음전하 그리고 표면에 분포하는

작용기의 종류가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시사하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C. vulgaris를 포함한 생물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기술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5

참고 문헌

Abo-Shady, A., Mohamed, Y., & Lasheen, T. (1993).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ell wall in some green algae species. 

Biologia plantarum, 35(4), 629-632. 

Allen, S. J., & Brown, P. A. (1995). Isotherm analyses for single 

component and multi‐component metal sorption onto lignite. 

Journal of Chemical Technology & Biotechnology: 

International Research in Process, Environmental AND Clean 

Technology, 62(1), 17-24. 

Bailey, S. E., Olin, T. J., Bricka, R. M., & Adrian, D. D. (1999). A 

review of potentially low-cost sorbents for heavy metals. 

Water research, 33(11), 2469-2479. 

Bala, T., Prasad, B., Sastry, M., Kahaly, M. U., & Waghmare, U. V. 

(2007). Interaction of different metal ions with carboxylic 

acid group: a quantitative study.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111(28), 6183-6190. 

Barclay, W., Meager, K., & Abril, J. (1994). Heterotrophic 

production of long chain omega-3 fatty acids utilizing algae 

and algae-like microorganisms. Journal of Applied Phycology, 

6(2), 123-129. 

Borrok, D., Fein, J. B., & Kulpa, C. F. (2004). Proton and Cd 

adsorption onto natural bacterial consortia: Testing universal 

adsorption behavior1.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68(15), 3231-3238. 

Brewer, C. E., Chuang, V. J., Masiello, C. A., Gonnermann, H., Gao, 

X., Dugan, B., . . . Davies, C. A. (2014). New approaches to 



56

measuring biochar density and porosity. Biomass and 

Bioenergy, 66, 176-185. 

Crist, R. H., Martin, J. R., Carr, D., Watson, J., Clarke, H. J., & Carr, 

D. (1994). Interaction of metals and protons with algae. 4. 

Ion exchange vs adsorption models and a reassessment of 

Scatchard plots; ion-exchange rates and equilibria compared 

with calcium alginate.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8(11), 1859-1866. 

Doshi, H., Ray, A., Kothari, I., & Gami, B. (2006). Spectroscopic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tudies of bioaccumulation of 

pollutants by algae. Current microbiology, 53(2), 148-157. 

Duruibe, J. O., Ogwuegbu, M., & Egwurugwu, J. (2007). Heavy 

metal pollution and human biotoxic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sciences, 2(5), 112-118. 

Eccles, H. (1999). Treatment of metal-contaminated wastes: why 

select a biological process? Trends in biotechnology, 17(12), 

462-465. 

Ehrlich, H. L., & Brierley, C. L. (1990). Microbial mineral recovery: 

McGraw-Hill, Inc.

Engl, A., & Kunz, B. (1995). Biosorption of heavy metals by 

Saccharomyces cerevisiae: effects of nutrient conditions. 

Journal of Chemical Technology & Biotechnology: 

International Research in Process, Environmental AND Clean 

Technology, 63(3), 257-261. 

Fourest, E., & Roux, J.-C. (1992). Heavy metal biosorption by 

fungal mycelial by-products: mechanisms and influence of 

pH.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37(3), 399-403. 



57

Freundlich, H. (1907). Über die adsorption in lösungen. Zeitschrift 

für physikalische Chemie, 57(1), 385-470. 

Gao, Y., Yue, Q., Gao, B., Sun, Y., Wang, W., Li, Q., & Wang, Y. 

(2013). Preparation of high surface area-activated carbon 

from lignin of papermaking black liquor by KOH activation for 

Ni (II) adsorption.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17, 345-

353. 

Goyal, N., Jain, S., & Banerjee, U. (2003). Comparative studies on 

the microbial adsorption of heavy metals. Advances in 

Environmental Research, 7(2), 311-319. 

Gupta, V., & Rastogi, A. (2008). Biosorption of lead from aqueous 

solutions by green algae Spirogyra species: kinetics and 

equilibrium studie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52(1), 

407-414. 

Hadjoudja, S., Deluchat, V., & Baudu, M. (2010). Cell surface 

characterisation of Microcystis aeruginosa and Chlorella 

vulgaris.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342(2), 

293-299. 

Jiang, W., Saxena, A., Song, B., Ward, B. B., Beveridge, T. J., & 

Myneni, S. C. (2004). Elucidation of functional groups on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l surfaces using 

infrared spectroscopy. Langmuir, 20(26), 11433-11442. 

Kang, M.-S., Chae, H., & Sim, S. (2004). Chlorella as a functional 

biomaterial. Korean Journal of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Langmuir, I. (1916).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properties of 

solids and liquids. Part I. Solids. Journal of the American 



58

chemical society, 38(11), 2221-2295. 

Liang, Y., Sarkany, N., & Cui, Y. (2009). Biomass and lipid 

productivities of Chlorella vulgaris under autotrophic, 

heterotrophic and mixotrophic growth conditions. 

Biotechnology letters, 31(7), 1043-1049. 

Luo, F., Liu, Y., Li, X., Xuan, Z., & Ma, J. (2006). Biosorption of lead 

ion by chemically-modified biomass of marine brown algae 

Laminaria japonica. Chemosphere, 64(7), 1122-1127. 

Lwoff, A., Van Niel, C., Ryan, T., & Tatum, E. (1946). 

Nomenclature of nutritional types of microorganisms. Paper 

presented at the Cold Spring Harbor Symp. Quantit. Biol.

Mehta, S., & Gaur, J. (2005). Use of algae for removing heavy 

metal ions from wastewater: progress and prospects. Critical 

reviews in biotechnology, 25(3), 113-152. 

Nakbanpote, W., Thiravetyan, P., & Kalambaheti, C. (2002). 

Comparison of gold adsorption by Chlorella vulgaris, rice 

husk and activated carbon. Minerals Engineering, 15(7), 

549-552. 

Pearson, R. G. (1963). Hard and soft acids and base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85(22), 3533-3539. 

Perez-Garcia, O., Escalante, F. M., de-Bashan, L. E., & Bashan, Y. 

(2011). Heterotrophic cultures of microalgae: metabolism 

and potential products. Water research, 45(1), 11-36. 

Prasher, S., Beaugeard, M., Hawari, J., Bera, P., Patel, R., & Kim, S. 

(2004). Biosorption of heavy metals by red algae (Palmaria 

palmata). Environmental Technology, 25(10), 1097-1106. 

Saitoh, T., Nakagaki, N., Uchida, Y., HIRAIDE, M., & MATSUBARA, 

C. (2001).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some 



59

functional groups on Chlorella for the evaluation of their 

contribution to metal uptake. Analytical sciences, 17(6), 

793-795. 

Say, R., Denizli, A., & Arıca, M. Y. (2001). Biosorption of cadmium 

(II), lead (II) and copper (II) with the filamentous fungus 

Phanerochaete chrysosporium. Bioresource Technology, 

76(1), 67-70. 

Sekhar, K. C., Supriya, K. R., Kamala, C., Chary, N., Rao, T. N., & 

Anjaneyulu, Y. (2002). Speciation, accumulation of heavy 

metals in vegetation grown on sludge amended soils and their 

transfer to human food chain-a case study. Toxicological and 

Environmental chemistry, 82(1-2), 33-43. 

Selosse, M. A., Charpin, M., & Not, F. (2017). Mixotrophy 

everywhere on land and in water: the grand écart hypothesis. 

Ecology letters, 20(2), 246-263. 

Stanier, R., Kunisawa, R., Mandel, M., & Cohen-Bazire, G. (1971). 

Purification and properties of unicellular blue-green algae 

(order Chroococcales). Bacteriological reviews, 35(2), 171. 

Tchounwou, P. B., Yedjou, C. G., Patlolla, A. K., & Sutton, D. J. 

(2012). Heavy metal toxicity and the environment. In 

Molecular, clinical and environmental toxicology (pp. 133-

164): Springer.

Vilar, V. J., Botelho, C. M., & Boaventura, R. A. (2007). Methylene 

blue adsorption by algal biomass based materials: 

biosorbents characterization and process behaviour.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47(1-2), 120-132. 

Wilde, E. W., & Benemann, J. R. (1993). Bioremoval of heavy 



60

metals by the use of microalgae. Biotechnology Advances, 

11(4), 781-812. 

Yu, Q., & Fein, J. B. (2017). Enhanced removal of dissolved Hg (II), 

Cd (II), and Au (III) from water by Bacillus subtilis bacterial 

biomass containing an elevated concentration of sulfhydryl 

site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1(24), 14360-

14367. 

Zemke-White, W., Clements, K., & Harris, P. (2000). Acid lysis of 

macroalgae by marine herbivorous fishes: effects of acid pH 

on cell wall porosity. Journal of Experimental Marine Biology 

and Ecology, 245(1), 57-68. 

공석기. (2012). 조류 바이오매스의 이용 현황. 한국도시환경학회지, 

12(2), 129-13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2). SEM/EDS에 의한 표면분석 기초연구.

환경관리공단. (2007). 2007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결

과.

환경부. (201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2011 년도개정본). 



61

Abstract

Enhancement of heavy metal 

sorption capacity on Chlorella 
vulgaris-based biosorbent by 

surface modification

Gwonho Joo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croalgae are well known to be an effective biosorbent for 

removal of heavy metals in aqueous solutions because of its eco-

friendliness, economics, and sustainability. However, microalgae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performance as an adsorbent and 

homogeneity of quality, compared to adsorbents mainly used in the 

prior such as activated carbon and zeolite. Also, improved 

knowledge is still needed on the sorption property of algal biomass 

with regard to cell surfac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Chlorella vulgaris on removal of heavy 

metals in aqueous solutions by modifying the cell surface by 

chemical treatment of the biomass and addition of nutrient sources 

to growth medium. Five heavy metals including copper, lead, zinc, 

nickel and cadmium, which are major heavy metal pollutants at 

home and abroad, are selected as target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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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ulgaris powder was chemically treated either with HCl or 

NaOH and heavy metal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this biomass. As a results, the adsorption capacities of 

NaOH-modified biomass increased for all target heavy metals, 

showing factors of 1.72-3.03 higher adsorption capacities, which 

might be mainly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specific surface area 

of biomass. On the other hand, the adsorption capacities of HCl-

modified biomass decreased, and this decrease might be attributed 

to the decrease of the negative surface charge. 

Live C. vulgaris was cultured in minimal medium (BG-11) with the 

addition of one of 3 nutrient sources – glucose, ammonium sulfate 

and ammonium phosphate. After harvesting the biomass, heavy 

metal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s, the 

adsorption capacities of the live biomas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significantly by the addition of ammonium phosphate for 

all targeted heavy metals, showing factors of 2.31-9.3 higher 

adsorption capacities in comparison with the biomass grown without 

any additional nutrient supply.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P containing functional groups, which have high affinity 

to target heavy metals, on the surface of biomass during the 

cultivation.

Keywords : Chlorella vulgaris, Heavy metal removal, Biosorption, 

Chemical modification, Biological modification

Student Number : 2017-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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