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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know that if ionic liquids can be applicable as control 

agents of harmful algae in water-ecosystem and to find out problems caused by ionic liquid 

application. Firstly, the differential selectivity of various fresh-water algal species to several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s was investigated. There was a distinct differential 

response between alkyl chain lengths from butyl to dodecyl and towards the algal organisms：

Generally algicidal activity was increased with increase of chain length and among the algae used 

in this study,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Oscillatoria tenuis and Spirulina pratensis were 

most sensitive to 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12), next was Microcystis 

aeruginosa, and the others were relatively less sensitive to the chemical. The selectivity degree was 

about ten to twenty times based on the EC80 (Effective concentration required for 80% growth 

inhibition). Secondly, an activity persistence of ionic liquids was investigated in natural mimic 

condition (using water bottle containing soil-sediments under the greenhouse condition). At the 

application of 1.0 μg mL-1 of 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8), the algal growth did 

not occur at all until 6 days after treatment(DAT) and observed a only little growth at 9 DAT. But 

the algae grew rapidly after 9 DAT. So at 20 DAT, total chlorophylls was 264.4 μg L-1 and the 

growth was inhibited by 58.2% compared to untreatment. On the other hand, MAIC12 also had a 

similar persistence pattern to MAIC8, showing nearly 5 times more activity than MAIC8. At 20 days 

after 0.2 μg mL-1 application of MAIC12, that is, total chlorophylls was 251.2 μg L-1 and th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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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hibited by 55.2% compared to untreatment. In summary,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s is likely to be applicable for selective control of harmful algae as potent compounds 

having long lasting activity. However, the difficulty of degradation seems to be a limiting factor 

in an eco-friendly application of the compounds. 

Key words: algicidal activity;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 fresh-water algae; 

selectivity.

서  언

  인구 증가  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두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해져 이제는 

사회 반 인 차원에서 구체 인 비책을 강구해

야할 상황이다. 일례로서 기오염 문제를 유발시키

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는 수생태계에 심각한 향

을 미칠 수 있는 유기화합물 등의 사용에 한 기

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하기 한 

새로운 화합물의 개발과 더불어 화합물의 합리  사

용기술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한 방안의 하나로서 연구계  산업계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체할 차세  청정용매로서의 이온성

액체(Ionic Liquid)에 한 연구 개발이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온성 액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염 화합물로써 낮은 증기압과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한 사용자의 목 에 맞

게 다양한 물리화학  특성을 갖는 이온성 액체의 합

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Olivier-Bourbigou 등 

2010; Pham 등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온

성 액체는 다양한 유기 화학 반응의 청정 용매  

매로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 지  태

양 지의 해질, 윤활유, 열매체, 물질 추출  분리

매체, 고분자 합 분야 등의 범 한 응용성을 가지

고 있어(Olivier-Bourbigou 등 2010; Pham 등 2010) 

향후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망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화합물이 많이 사용되면 직․간 으로 환

경에 노출되어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환경 해 

가능성을 검할 필요성이 있고(Zhao 등 2007), 아울

러 환경 향이 은 화합물이라면 이들의 용도를 확

하는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물환경 리에 있어서 수생식물 리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수생식물은 종류, 서

식정도  생육 양상에 따라 수질 오염을 방  

감시키거나 오히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즉, 조류(algae)를 포함한 식물은 당히 존

재할 때 양분  속 제거 등의 효과를 가진다

(Munoz와 Guieysse 2006; Wu 등 2010). 그러나 일

부 미세조류는 부 양화된 곳에서의 량 발생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박 등 2009; Duke 등 

2002; Haider 등 200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철에 량발생하며 독소를 분비한다고 알려진 

Anabaena속, Microcystis속, Oscillatoria속 등의 남

조류(blue-green algae)와 겨울철부터 이른  사이에 

량 발생하는 Stephanodiscus속이 문제가 된다. 따

라서 수생태계에서의 수생식물 리는 수생식물을 

당한 도로 유지하도록 하되, 유해조류(harmful 

algae)와 같은 식물종을 선택 으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최 등 2009; 황 

등 2009; Duke 등 2002). 

  지 까지 이온성 액체를 가지고 수행한 생물연구

는 환경독성 측면에서 여러 생물에 미치는 생리활성 

특징을 조사한 것이었다(Pham 등 2010).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이온성 액체를 가지고 수생태계

에서의 유해조류 방제제로서의 사용 가능성  활용

시 상되는 문제  등을 알아보기 하여 몇 가지 

담수조류(유해조류 포함)를 상으로 이들의 생육에 

미치는 이온성 액체의 선택  향을 검토해 보고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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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ame Abbreviation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C4)

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C8)

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C12)

MAIC4

MAIC8

MAIC12

Table 1. Ionic liquids used in this study.

Group Scientific name (Abbreviation)

Green algae

Botryococcus braunii UTEX 572 (Bb 2)

Botryococcus braunii UTEX 2441 (Bb 3) 

Chlamydomonas spp. (Cs) 

Chlorella vulgaris UTEX 265 (Cv)

Scenedesmus spp. (Ss)

Blue-green algae

Anabaena affinis Lem (Af)

Microcystis aeruginosa UTEX 2388 (Ma) 

Oscillatoria tenuis UTEX1566 (Ot)

Spirulina platensis (Sp)

Diatom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KMCC FB-51 (Sht)

Table 2. Fresh-water algae used in this study.

재료  방법

공시화합물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화합물

을 실험실에서 합성하 으며 alkyl 그룹의 탄소수가 

4, 8, 12개인 화합물(순도 98% 이상)을 사용하 다

(표 1).

식물재료

  살조활성 검정을 해 공시된 조류종은 표 2와 같

다. 녹조류 5종과 남조류 4종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아 Allen's medium(Allen 

1968), 온도 25℃, 주기 14시간, 도 50μmolm-2 

s
-1

 조건에서 100rpm으로 흔들면서 계 배양하 고, 

규조류 1종은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부경 )으로부

터 분양받아 diatom medium(Beakes 등 1988), 온도 

20℃, 주기 12시간, 도 50μmolm
-2

s
-1

 조건에서 

정치배양한 것을 사용하 다(표 2). 

여러 담수조류종에 한 화합물의 살조활성

  녹조류  남조류에 한 살조활성 검정은 아래와 같

이 실시하 다. 즉, 시험약제 처리시 녹조류  남조류 

기농도는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A670nm = 

0.05-0.08 내외로 조정하 으며, Allen's 배지로 조제

한 시험용액 10mL를 100mL 유리 배양병에 분주한 

후, 시험 용액 100μL를 각각 조류 배양액에 투여하

다. 시험 약제 모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해당배지

를 이용하여 만든 stock solution을 사용하 다. 시험 

약제가 투여된 조류 배양액은 25℃, 14시간 주기, 

도 40-60μmolm-2 s-1의 조건에서 배양하고 약제처

리 후 6일째에 670nm 장에서 optical density 는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여 조류의 생장정도를 조사하

다. Chlorella vulgaris (Cv), Scenedesmus spp 

(Ss), Microcystis aeruginosa(Ma)에 한 약제처리 

효과는 사 에 설정해 둔 흡 도-건물  상 식

(Kim 등 2006)을 통해 무처리에 한 건물  억제정

도(%)로 나타내었지만 Botryococcus braunii (Bb), 

Chlamydomonas spp(Cs), Spirulina pratensi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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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baena affinis(Af)에 한 약제처리 효과는 흡

도의 무처리 비 억제정도(%)로서 나타내었다. 그러

나 Oscillatoria tenuis(Ot)의 경우에는 세포가 뭉쳐 

자라기 때문에 배양액의 흡 도 측정이 곤란하여 흡

도 신에 배양조류로부터 엽록소를 추출하여 그 

함량을 통해 생육정도를 분석하 다. 즉, 조류 배양액

을 여과지(GF/F filter, 직경 47mm)에 거른 다음 이

를 에탄올 용매에 넣어 엽록소를 추출하고 분 도

계(Beckman Coulter DUⓇ 800 spectrophotometer)

로 648.5, 664.6, 750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정량식을 통해 엽록소 a 함량을 구한 다음(Nusch 

1980; Shin과 Im 2000), 조군에 한 엽록소 함량 

감소정도를 구하여 약제처리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규조류에 한 살조활성 검정은 다음과 같았

다. Stock 배양 인 Sht 조류(약 6.2×105 cell mL-1) 

30mL를 970mL의 diatom medium에 희석하여 조류 

정 기농도로(약 17,500개 mL
-1

) 맞추었다. 이를 

50mL 유리 병에 10mL씩 공 한 다음, 사 에 조제

해 둔 시험약제의 stock solution을 투여하고 온도 20

℃, 주기 12시간, 도 50μmolm
-2 

s
-1

 조건에서 정

치배양하 다. 약제처리 이후 7일째 배양액 200μL를 

취하여 heamacytometer를 이용하여 학 미경하에

서 배양액 mL당 세포수를 조사하 다. 약제처리 효

과는 무처리 비 세포수 감소정도(%)로 나타내었다. 

이온성 액체의 살조활성 지속성

  이온성액체가 수 에 처리되었을 때 그의 활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자연상태를 

모사한 조건(온실조건의 퇴 물 존재)에서 간이실험

을 수행하 다. 

  유리재질의 5L 수조에 청호 상류 지역(충북 옥천

군 추소리)에서 수집된 퇴 물 0.2L(약 350g)를 넣고 

사 에 2일 이상 탈기시킨 수돗물을 채워 최종 4L가 

되도록 하 다. 부유된 흙탕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실내 약 조건에 두었다가 온실의 가열베드 

로 옮겼다. 수조의 수온은 밤 20℃/낮 30℃ 내외로 

유지되었다. 온실로 옮긴 후 3일째에 수조당 Allen's 

medium 40mL, 양염 stock 4mL, 청  상류에서 

채취한 조류 농축액 0.5mL(Microcystis aeruginosa

가 우 하여 존재)를 첨가한 후 시험약제를 처리하

다. 시험약제는 모두 수용성이었기 때문에 1,000배액

으로 조제한 다음 수조당 4mL 처리하 다. 약제처리 

후 3일째에 다시 양염 stock 4mL를 추가하 다. 

양염 stock 조제는 0.5L 증류수에 NaNO3 75g과 

K2HPO4 1.95g을 넣어서 만들었다. 

  시험약제처리 후 일정기간마다 20mL 배양용액을 

취하여 GF/F에 여과한 다음, 여과지에 남은 조류세포

를 상으로 엽록소 함량 분석을 통해 조류발생  

생장정도를 조사하 다. 즉, 여과를 통해 모아진 조류

를 5mL 에탄올에 넣고 60℃에 20분동안 엽록소를 

추출, 실온/암조건에 하룻밤동안 둔 다음 에 기술한 

방법으로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 다. 필요한 경우 

학 미경 찰을 통해 배양액내 발생 조류의 종류를 

간이 조사하 다.

결  과

이온성 액체에 한 담수조류의 차등 반응

  공시한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체를 상으로 여러 가지 담수조류의 생육

억제활성에 미치는 차등 효과를 조사하 다. 화합물

의 alkyl group 탄소수에 따라 활성이 달리 나타났는

바, butyl < octyl < dodecyl 순으로 탄소수 길이가 

길수록 살조활성이 증가되는 경향으로서(표 3, 4, 5)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Kulacki와 Lamberti 2007; 

Latala 등 2009a; Latala 등 2009b; Pham 등 2008; 

Stolte 등 2007)와 일치하 다.

  조류종 분류군간의 반응성 차이를 검토한 결과, 본 

화합물에 한 생육억제활성이 상 으로 낮게 나

타나는 종들이 규조류와 남조류에 비해 녹조류 에

서 많은 경향이었다(표 3, 4, 5). MAIC12가 처리된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녹조류 에서는 Ss가 보다 민

감하 으며 상 으로 Cv가 둔감하 다. 공시된 녹

조류 종간의 반응차이는 그다지 높지 않아 0.4∼0.8μ

g mL
-1

 농도범 에서 80% 이상의 생육억제활성이 

나타났다. MAIC12가 처리된 남조류의 경우는 녹조

류와는 달리 종간 반응차이가 보다 뚜렷하 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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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c

liquids1)

Conc.

(μg mL-1)

Growth inhibition (%) of green algae growth2)

Cv Cs Bb 2 Bb 3 Ss

MAIC4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

-

-

-

1.4±13.9

-6.9± 3.7

-0.9± 6.5

5.8± 8.9

10.0± 7.1

24.6± 5.9

-

-

-

-

12.8±10.6

23.7± 3.7

56.6± 3.0

60.5± 3.8

64.8± 7.6

69.5± 6.7

-

-

-9.1± 3.7

-4.0±13.6

5.2± 5.1

28.0± 7.4

39.9± 4.8

40.2±10.2

54.7± 9.4

-

-

-

-

-

14.2± 9.5

21.3±11.6

22.0± 8.1

22.8± 9.8

36.0± 6.3

45.5± 9.4

-

-

-

-

-0.4±7.7

7.9±3.7

11.9±8.5

31.8±8.8

70.0±0.6

88.0±0.6

MAIC8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

-

-

-

1.9± 5.3

3.2± 4.9

17.8± 6.6

21.9± 6.5

45.9± 6.3

79.4± 1.9

-

-

-

-

17.9± 8.0

31.3±10.2

92.4± 5.8

88.6± 4.9

86.4± 5.1

87.8± 5.5

-

-

13.6± 3.0

26.2± 1.3

36.7± 5.9

49.7± 4.9

87.9± 3.6

92.2± 1.9

99.1± 3.0

-

-

-

-

-

13.8± 0.8

28.8± 3.6

51.9± 9.7

61.6± 3.3

89.2±12.2

100.6± 0.3

-

-

-

-

50.7±1.5

71.1±0.8

98.9±0.4

98.7±0.4

98.8±0.2

99.2±0.5

MAIC12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

-

-

-

23.8± 2.3

58.1± 6.8

86.5± 5.9

97.0± 2.4

101.0± 0.5

101.1± 0.2

-

-

-

-

26.1± 2.8

45.8± 4.6

101.4± 0.9

103.0± 0.3

103.0± 0.3

103.0± 0.1

-

-

17.4± 2.5

39.2± 3.2

46.7± 5.2

78.9± 3.5

98.4±10.0

96.0± 0.5

97.9± 1.7

-

-

-

-

-

58.4± 0.6

72.6± 1.1

101.8± 0.8

101.8± 1.1

101.3± 0.6

101.5± 0.4

-

-

-

-

59.8±6.1

89.4±2.1

98.7±0.2

99.3±0.1

99.5±0.3

99.8±0.1

1)MAIC4：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8：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12：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2)Cv：Chlorella vulgaris UTEX 265, Cs：Chlamydomonas spp., Bb 2：Botryococcus braunii UTEX 572, 

Bb 3：Botryococcus braunii UTEX 2441, Ss：Scenedesmus spp.

Table 3. Effects of imidazolium based ionic liquids on the growth inhibition of five species of fresh-water green algae.

민감한 반응을 보인 종은 Ot로서 0.0125g mL
-1
에서 

77%의 생육억제가 있었다. 가장 둔감한 반응을 보인 

종은 Af로서 1.6, 3.2g mL-1에서 각각 45, 100%의 생

육억제 반응을 나타내었다. Sp와 Ma는 이들 사이의 

반응성을 보 으며 Sp가 Ma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

다. MAIC12가 처리된 규조류 Sht의 경우, 반응성

이 민감하여 0.01g mL
-1
의 낮은 농도에서도 86.7%의 

생육억제가 있었다. 체 으로 보았을 때 Sht, Ot, 

Sp가 MAIC12에 보다 민감한 생육억제 반응을 보

으며 그 다음은 Ma이었고, 나머지 조류 종은 상

으로 보다 낮은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

체에 한 조류종의 반응은 종특이 이며 분류군간

의 특정 경향은 없는 것으로 보 다. 그 원인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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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c

liquids1)

Conc.

(μg mL
-1

)

Growth inhibition (%) of blue-green algae growth2)

Ma Af Ot Sp

MAIC4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12.5

-

-

-

24.6± 3.5

23.2± 8.3

24.2± 5.1

20.8±12.8

89.4± 1.3

99.5± 0.2

-

-

-

-

-

-

-

-25.8± 6.3

-20.5± 4.7

-17.8± 4.8

-15.4± 2.8

14.7± 9.9

61.9± 2.3

0.9±0.63

-9.5±0.15 

3.3±0.42

27.3±0.44 

84.5±0.05 

99.3±0.00

99.2±0.00 

98.8±0.01

99.2±0.00

-

- 

-

-

-

-

-0.9± 7.1

26.4±10.0

60.8± 6.5

100.2± 2.5

101.2± 2.8

-

-

MAIC8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12.5

-

-

-

31.4±10.0

78.5± 4.6

101.6± 0.9

101.4± 0.8

98.1± 1.3

99.8± 0.7

-

-

-

-

-

-

-

-3.9± 7.0

-1.9± 9.3

14.4± 4.2

46.9±11.9

54.9± 7.1

103.6± 0.4

-0.2±0.13

12.2±0.48 

50.9±0.28

83.5±0.04

97.9±0.01 

99.0±0.00 

98.8±0.01 

98.7±0.01

98.7±0.01 

-

-

-

-

14.1±11.3

48.3± 6.4

62.7± 6.0

94.6± 5.7

102.4± 0.7

-

-

-

-

MAIC12

0.0125

0.025

0.05

0.1

0.2

0.4

0.8

1.6

3.2

6.4

12.5

-

-

-

40.9± 7.1

97.8± 1.4

101.6± 1.9

104.2± 0.1

104.1± 0.2

104.1± 0.1

-

-

-

-

-

-

-

-5.4± 3.4

-6.9± 3.5

45.0± 8.1

104.4± 0.0

104.2± 0.1

103.7± 1.1

77.0±0.08 

98.1±0.01 

98.8±0.00 

98.7±0.00 

98.9±0.01 

98.3±0.01 

98.0±0.00 

99.4±0.00

99.3±0.01

-

-

27.3± 3.5

65.4± 6.5

93.7± 2.3

101.0± 4.1

-

-

-

-

-

-

-

1)
MAIC4：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8：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12：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2)

Ma：Microcystis aeruginosa UTEX 2388, Af：Abaena affinis Lem, Ot：Oscillatoria tenuis UTEX1566, 

Sp：Spirulina platensis.

Table 4. Effects of imidazolium based ionic liquids on the growth inhibition of four species of fresh-water blue-green 

algae.

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온성 액체의 살조활성 지속성

  이온성 액체가 수 에 처리되었을 때 그의 살조활

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자연상

태와 비슷한 조건(온실조건의 퇴 물 존재)에서 간이

실험을 수행하 다. 

  MAIC8의 경우 처리농도에 따라 일정한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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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

(μg mL-1)

Growth inhibition (%) of S. hantzschii f. tenuis

 MAIC4 MAIC8 MAIC12

0.001

0.0033

0.01

0.033

0.1

0.33

1.0

 2.5±10.3

 3.5± 8.1

 3.5±12.9

 39.4± 3.0

 87.2± 3.1

 97.5± 2.3

100.0± 0.0

 3.9±5.3

27.6±3.0

58.1±4.5

93.6±2.3

100±0.0

100±0.0

100±0.0

 3.0±4.8

59.1±3.1

86.7±2.6

96.6±2.3

100±0.0

100±0.0

100±0.0

1)
MAIC4：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8：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12：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Table 5. Effects of imidazolium chloride-based ionic liquids on the growth inhibition of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diatom).

보 다. 즉 25μg mL-1 농도에서는 처리후 6일까지 조

류생장이 지되었다가 9일째부터 약간씩 생장하기 

시작하여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서 20일

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80.1μg L-1 로서 무처리 비 

17.6% 생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1.0g mL
-1
 농도에

서는 처리후 6일까지 생장이 지되었다가 9일째에

는 조류가 약간 생장하 으며 이후 생장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서 20일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264.4μg L
-1

 로서 무처리 비 58.2% 생장을 나타냈

다(그림 1A). MAIC12의 경우는 MAIC8보다 약 5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경향으로서 처리농도별 지속

성 정도는 비슷한 패턴을 보 다. 즉 5μg ml
-1

 농도에

서는 처리 후 12일까지 조류생장이 지되었다가 이

후 약간씩 생장하기 시작하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

는 경향으로서 20일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46.6μg L
-1

 

로서 무처리 비 11.2% 생장만을 나타냈다. 이에 

해 0.2μg ml
-1
 농도에서는 처리 후 6일까지 생장이 

지되었다가 9일째에는 조류가 약간 생장하 으며 이

후 생장이 비교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서 20

일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251.2μg L
-1

 로서 무처리 

비 55.2% 생장을 나타냈다(그림 1B). 따라서 정 처

리농도(1.0μg ml-1 MAIC8, 0.2μg ml-1 MAIC12)에

서의 약효 반감 일수는 약 20일 정도로 추산되어, 약

효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온성 액체의 살조효과가 오

랫동안 유지된다고 단될 수 있었으나, 화합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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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sistence of algicidal activities of 1-alkyl-3- 

methylimidazolium chloride ionic liquids in green- 

house test.

       A：1-oc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측면에서 볼 때는 상 으로 난분해성 특성을 보인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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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성 액체처리 이후 조류 생육이 어느 정도 회복

된 시 에서의 조류발생양상을 알아보기 하여 

미경 찰을 실시하 다(데이타 미제시). 무처리구에

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녹조만이 다수 생장하고 있었

으며 Scenedesmus 속의 미세조류가 소수 존재하

다. MAIC12 처리구에서는 사상 남조류, 녹조, 규조 

등이 찰되어 비교  다양한 종들이 회복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 인 종 분류와 생장특성

은 차후 세 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고  찰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지속시키면서 수생태계를 양

호한 상태로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과 산업발 은 부분 서로 상반

된 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한 략과 기술

을 찾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물환경 분야에서 경제 사회 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던 유해조류 발생 억제를 한 방법도 새로

운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즉 과거에는 모든 조류의 

발생을 무조건 차단하거나 비선택 으로 사멸시키는 

개념의 기술이 시도되었지만 앞으로는 유해조류를 

선택 으로 제거하거나 기타 조류의 생장정도를 보

다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용이 필요하다

(최 등 2009; 황 등 2009; Duke 등 2002). 이를 해

서는 무엇보다 유해조류에 선택 으로 반응하는 물

질의 탐색과 합리  처리기술 등에 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1-alkyl-3- 

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체는 처리

농도를 통해 담수조류 생육을 선택 으로 조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표 3, 4, 5). 즉, 공시된 조류종 

체를 보았을 때, Sht, Ot, Sp가 MAIC12에 민감한 생

육억제 반응을 보이며 그 다음은 Ma이었고, 나머지 

조류 종은 상 으로 보다 둔감한 반응성을 나타내

었다. 그 차이 정도를 80% 억제에 필요한 약제처리 

농도로 기 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략 10-20배 정

도의 선택성을 보 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본 이온성 

액체의 농도를 히 조정하여 처리하면 우리나라

에서 문제되는 Sht, Ot, Ma 등을 선택 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향

후 조류바이오매스(algal biomass)가 산업 으로 많

이 활용될 망인데 (Schenk 등 2008) 이 경우, 유용 

미세조류를 open system에서 배양하고자 할 때 우연

히 혼입된 유해조류를 방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때 이들 화합물이 원할히 사용되려면 

선결조건으로서 처리화합물이 보다 환경 친화 이어

야 할 것이다. 

  이온성 액체는 향후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면서 산

업 장에서 많이 사용될 망이다. 따라서 이온성 액

체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게 될 경우 

독성 차원에서의 수생태계 특히 조류를 비롯한 수생

식물의 식생변화에 어떠한 향이 미칠지에 해서도 

심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ham 등 2010). 

이온성 액체의 경우 기존 용매에 비해 기오염에는 

향이 을지라도 수생태계에는 오히려 독성이 높

아지는 바 화합물 합성시 능기의 변화에 따라 독성

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

다(Cho 등 2008; Kulacki와 Lamberti 2007; Pham 

등 2010; Stolte 등 2007; Zhao 등 2007). 본 연구의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

체는 alkyl 그룹의 탄소길이에 따라 활성이 달랐는

데 C8 이하의 것은 살조활성이 낮은 편이나 C12의 

경우는 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diuron, diquat, 

copper sulfate 등의 물질과 유사하거나 높은 활성을 

나타내 조류에 한 독성정도가 높은 화합물로 여겨

졌다(표 1, 2, 3). 이러한 경향은 Latala 등(2009a, 

2009b)이 다른 조류 종들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와도 

유사하 다. 그리고 이들의 살조효과 지속성이 상

으로 긴 편에 속하 는 데 동일 조건에서 본 연구 이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CuSO4 1ppm 처리의 경우 10

일 정도 지나면 약 50%정도 회복되었고 특히 천연물 

살조제의 경우는 화합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처리후 

6-9일 정도이면 상당히 회복되어 잔효지속성이 보다 

짧은 특징을 가진다(데이타 미제시). 이는 1-alkyl- 

3-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체가 상

으로 환경내에서의 분해속도가 늦음을 의미하므로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보다 분해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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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조의 이온성 액체를(Gathergood 등 2006)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연구진 이 필요할 것 같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alk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계 이온성 액체를 가지고 수생태계에서의 유해조류 방

제제로서의 사용 가능성  활용시 상되는 문제  

등을 알아보기 하여 5종의 녹조류, 4종의 남조류, 1

종의 규조류를 상으로 이들의 생육에 미치는 이온성 

액체의 선택  향을 검토해 보고자 실시하 다. 이

온성 액체의 alkyl group 탄소수에 따라 활성이 달리 

나타났는바, butyl < octy l< dodecyl 순으로 탄소수 

길이가 길수록 살조활성이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공시

된 조류종 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Oscillatoria tenuis, Spirulina 

pratensis가 1-do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MAIC12)에 민감한 생육억제 반응을 보이며 그 다

음은 Microcystis aeruginosa이었고, 나머지 조류 종

은 상 으로 덜 민감하 다. 선택성 정도는 80% 

억제농도를 기 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략 10-20

배 정도 다. 한편 자연상태와 비슷한 조건(온실조

건의 퇴 물 존재)에서 이온성 액체가 수 에 처리

되었을 때의 살조활성 지속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MAIC8 1.0μg mL
-1

 농도에서는 처리후 6일까지 생

장이 지되었다가 9일째에는 조류가 약간 발생하

으며 이후 생장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서 

20일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264.4μg L
-1
로서 무처리 

비 58.2% 생장을 나타냈다. MAIC12의 경우는 

MAIC8 보다 약 5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서 0.2μg mL
-1

 농도로 처리했을 때 처리후 6일까지 

조류발생이  없었다가 9일째에는 조류가 약간 번

식하 으며 이후 생장이 비교  뚜렷하게 증가하여 

20일째에는 엽록소 함량이 251.2μg L
-1
로서 무처리 

비 55.2% 생장을 나타냈다. 결론 으로 1-alkyl-3- 

methylimidazolium chloride계 이온성 액체는 살조

활성 특성 측면에서 볼 때는 우수한 효능, 선택  살

조활성  효과 지속성으로 인해 수생태계에서의 유

해조류 선택  방제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았으

나, 화합물 분해 측면에서 볼 때는 상 으로 난분해

성 특성을 가져 환경친화 으로 사용하기에는 개선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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