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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bial fuel cell (MFC) can produce electricity from oxidation-reduction of organic and inorganic matters by electrochemically 
active bacteria as catalyst. Stacked MFCs have been investigated for overcoming low electricity generation of single MFC. In this study, 
two-typed stacked-MFCs (submerged-flat and stand-falt) were operated according to electrode connection for optimal stacked 
technology of MFC. In case of submerged-flat MFC with all separator electrode assembly (SEA) sharing anode chamber, MFC with 
mixed-connection showed more voltage loss than MFC with single-connection method. And MFC stacked in parallel showed better 
voltage production than MFC stacked in series. In case of stand-flat MFC, voltage loss was bigger when SEAs sharing anodic chamber 
only were connected in series. Voltage loss was decreased when SEAs parallel connected SEAs sharing anodic chamber were connected 
in series.  
 
미생물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는 전기화학활성미생물로 불리는 미생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유/무기물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이다. 단일 MFC에서 발생하는 낮은 전기생산량을 극복
하기 위해, 다수의 형태의 MFC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단위 막
전극접합체(Separator Electrode Assembly; SEA)로 구성된 침지평판형과 직립평판형 MFC 스택을 운전하였다. 단위 MFC
와 MFC 스택의 전기발생량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MFC의 최적 스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모든 SEA가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침지평판형 MFC의 경우, 직렬과 병렬을 함께 사용할 경우, 
단일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압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단일 연결방법 중 병렬연결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립평판형 MFC의 경우,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만 직렬 연결할 
경우에는 전압의 손실이 크게 나타났으며,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간에 병렬 연결 후, 병렬 연결된 SEA를 
직렬연결하는 방식이 전압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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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생물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는 전기화학
활성미생물로 불리는 미생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유/무
기물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MFC는 산화전극부와 환
원전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막으로 구분되어 있다. 
혐기성 조건의 산화전극부에서는 전기화학활성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이 산화되고, 전자와 수소이온이 발생한다
(1단계). 산화전극부에서 발생한 전자와 수소이온은 각각 
외부도선과 분리막을 통해서 환원전극부로 이동하게 된
다(2단계). 환원전극부로 이동한 전자와 수소이온은 환원
전극부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은 전자수용체와 최종 환
원반응을 하게 되고(3단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1][2].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MFC의 성능을 저해하는 

다양한 인자가 밝혀졌으며, 지난 10년간 MFC의 전기발
생량은 무려 10,000 배상이상 증가하였다 [3]. 하지만, 
MFC 전기발생량은 여전히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단일 
MFC에서 발생하는 낮은 전기생산량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형태의 MFC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4]. 하지만, MFC의 경우, 미생물이 반
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된다고 하
더라도 동일한 전압이 발생하지 않고, 직병렬 연결 시 
MFC간에 역전압 현상 및 내부저항 증가 등으로 인해서 
스택의 실제 전압발생량은 이론적인 전기발생량보다 낮
거나, 단위 MFC에서 발생하는 전기발생량보다 낮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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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보고되고 있다 [5][6].  
인공하수를 이용하는 카세트 타입의 MFC 12개를 연

결한 스택에서 발생하는 최대전력밀도값은 약 115 W/m3

으로, 이론적인 최대전력밀도값인 182 W/m3 (단위 MFC 
최대전력밀도: 15 W/m3)보다 낮게 나왔다 [7]. 인공하수를 
이용하는 4개의 단위 MFC로 구성된 침지형태의 스택의 
경우, 직렬연결 시 약 22.8 W/m3, 병렬연결 시 약 14.7 
W/m3 였으며 이는 이론적인 최대 전력밀도값인 26 W/m3

보다 낮았다 [8]. 하수를 이용하는 4개의 단위 MFC를 
이용하는 큐브 형태의 MFC 스택의 이론적인 최대전력
밀도 값은 약 28.3 W/m3였으나, 병렬연결 시 최대전력밀
도값은 12.8 W/m3까지 감소하였다 [9]. 축산폐수를 이용
하는 원통 형태의 단위 MFC 5개가 연결된 스택의 경우, 
병렬연결 시 약 0.18 W/m3, 직렬연결 시 약 0.07 W/m3였

으며, 이는 단위 MFC의 최대전력밀도값 (0.22 W/m3) 보
다도 낮았다 [10].  
하지만, 아직까지 MFC 스택을 위한 최적의 구조와 

연결 방안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용화 및 전기회
수를 위해서는 최적 MFC 스택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막전극결합체(Separator electrode 
assembly; SEA)로 구성된 침지평판형 및 직립평판형 
MFC 스택을 운전하였다. 그리고, 단위 MFC와 스택의 
전기발생량(실측 및 이론)을 비교하고, 전기화학분석을 
통해서 최대전력밀도 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MFC의 최적 스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A. MFC 스택 및 운전  

본 연구에서는 침지평판형과 직립평판형 MFC가 사
용되었다. 침지평판형 MFC는 2개의 막전극 접합체
(separator-electrode assembly; SEA)가 1개의 환원전극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3개의 침지평판형 MFC가 산화전극부 
역할을 하는 혐기성 반응조에 침지되어 있다 (Fig 1(a)). 
직립평판형 MFC는 2개의 SEA가 1개의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3개의 침지평판형 MFC가 운전되었다 
(Fig 1(c)).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은 각각 흑연팰트(Graphite felt, 

GF-20-5F, Nippon Carbon, Japan)와 탄소천(No wet poffofing 
carbon cloth, E-Tek, USA)을 이용하였으며, 환원전극의 경
우, 백금촉매 및 공기확산층 처리를 하였다 [11]. 각 전
극은 Pt wire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분리막으로는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부직포

(PPN040H1, Korea Non-Woven Tech Co. LTD., Korea)를 사용
하였다.  
모든 MFC 산화전극부에는 호기조 반송슬러지(부산 

(a) 
 

(b) 
 

(c) 
 

 
(d) 

 

Fig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a) 침지평판형 MFC 모식도 및 (b) 운전모습. (c) 직립평판형 MFC의 모식도 및 (d) 운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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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수처리장, 부산)를 식종하였으며, 아세테이트와 글
루코스를 기질(전자공여체)로 이용하였다(COD 100-500 
㎎/L). 배지의 조성은 K2HPO4 3.4 g/L, NH4Cl 0.2 g/L, NaCl 
0.5 g/L, MgSO4·7H2O 0.2 g/L, KH2PO 4.4 g/L, CaCl2·H2O 0.1 
g/L, trace elements 1 mL/L이었으며, 외부저항은 1,000 Ω, 운
전온도는 25℃, pH는 7±0.5으로 유지되었다. 
 
B. 운전방법  

침지평판형과 직립평판형 MFC는 식종후 개별 운전
되었다. 모든 MFC에서 전압이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것
이 확인된 이후, 전기적으로 직렬, 병렬 또는 혼합 연결
하여 전압발생량과 최대전력밀도를 비교하였다.  
 
C. 분석방법  

MFC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는 전압수집장치
(Model 7700, Keithley Instruments Inc., USA)를 이용하여 매 
30초마다 측정되어 컴퓨터 저장되었다. MFC 및 스택의 
전력밀도는 전극면적 또는 반응기 부피를 기준으로 계
산되었다. 일정전위계(KST-P1, Kosentech, Korea)를 이용하
여 10 mV/sec 조건에서 전압-전류곡선 및 전력밀도곡선
을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A. 침지평판형 MFC 스택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침지평판형 MFC의 
SEA의 전압발생량은 0.05-0.15 V로 나타났으며(외부저항 
50 Ω), 이때 열린회로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 값은 
약 0.6 V였고, 최대전력밀도는 약 0.9 W/m3으로 나타냈으
며, 이후 6개의 SEA를 직렬, 및 병렬 연결하여, 전압-전
류곡선을 얻었고, 최대전력밀도 값을 구하였다 (Fig 2).  
직렬연결 시, 연결되는 SEA 개수에 비례하여 OCV 

값과 전력밀도값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3개이상 연결 시, 
오히려 전력밀도값은 단일 SEA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렬연결의 경우, OCV 값
(0.495 – 0.498 mV)은 단일 SEA의 OCV 값보다 약 20% 
정도 낮았지만, 연결되는 SEA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다. 전력밀도값도 2개 연결 시 1.2 W/m3 에
서 6개 연결 시 2.0 W/m3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결되는 SEA 수에 비례하여 전력밀도 
값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이론적인 값(약 5.4 W/m3)보
다 낮게 나타났다. 환원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2개의 
SEA를 직렬(또는 병렬) 연결한 후, 연결된 SEA를 병렬
(또는 직렬) 연결하였다. 단위 SEA를 직렬연결 후,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단위 SEA의 병렬연결 후 직렬연결하는 
방법보다 OCV 값은 약 20%정도 낮았지만, 최대 전력밀
도값은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침지평판
형 MFC의 경우, 연결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단일방식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기발
생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에 따르면, 산화전극부를 공유하는 MFC를 연결
하는 경우, 전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침지평판형 MFC의 경우, 모든 SEA의 산
화전극부가 동일한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B. 직립평판형 MFC 스택 

독립평판형 MFC의 단일 SEA에 발생하는 전압발생
량은 약 0.6 V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외부저항 1000 Ω), 
평균 최대전력밀도값은 약 165.1 W/m3으로 나타났다. 이
후 침지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렬 및 병렬 연결하여 
전압발생량을 측정하고, 전압-전류곡선을 통해서 최대전
력밀도값을 얻었다 (Fig 3).  
전압 및 최대전력밀도값 변화는 침지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직렬연결보다는 병렬연결의 전기발
생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렬연결의 
경우, 연결되는 SEA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발생량은 
0.618 V(단일 SEA)에서 0.197 V(6개의 SEA 연결)까지 감
소하였으며, 전력밀도값은 약 2.54 W/m3(단일 SEA)에서 
0.26 W/m3(6개 SEA)까지 감소하였다. 이때 단일 SEA의 
평균 최대전력밀도값은 약 165 W/m3으로 나타났으며, 2

(a)

(b) 
Fig 2.  (a) 침지평판형 MFC의 직렬 및 (b) 병렬 연결 시 열린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V, ○)와 최대 전력밀도(maximum power density
W/m3, □). 
 
 

Table 1. 침지평판형 MFC 혼합 연결시 OCV 및 최대전력밀도 

Connection mode
Open circuit voltage 

(mV) 
Maximum power density 

(mW/m3) 
P(S12S34S56) 577.11±21.82 523.33±25.20 
S(P12P34P56) 683.00±23.52 260.14±46.56 

※ S: 직렬연결, P: 병렬연결 
 
 



Jaecheul Yu, et al.: Electricity Generations in Submerged-flat and Stand-flat MFC Stacks according to Electrode Connection 

592 

개의 SEA 연결시 약 123.5 W/m3에서 6개 SEA 연결시 
77.5 W/m3까지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만 연결하는 경우에는 전기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병렬 연결의 경우, 
전압발생량은 0.576-0.628 V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
때 전력밀도값은 15.78 W/m3까지 증가하였다. 독립평판
형 MFC 경우,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의 직렬
연결 시 전압의 손실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산화전극부
를 공유하고 있는 SEA의 병렬 연결한 후, 연결된 SEA
를 다시 직렬연결하여, 전기발생량을 평가하였다. SEA수
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 SEA보다 OCV 및 전력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립평판형 MFC의 
경우, 단일연결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의 경우, 병렬연결 후 직렬연결하는 
것이 전기에너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 구조에 따른 MFC의 직렬, 병
렬 또는 혼합 연결후 전기발생량을 비교하였다. 단위 
MFC의 직병렬 연결시, MFC의 형태에 상관없이 직병렬 
또는 혼합 연결시 전압의 손실이 관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가. 모든 SEA가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침지평

판형 MFC의 경우, 직렬과 병렬을 함께 사용하여 혼
합 연결하는 경우, 단일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
다 전압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단일 연결방
법 중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평판형 MFC의 경우, 산화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만 직렬 연결할 경우에는 전압의 손실이 
크게 나타났으나, 산화 전극부를 공유하고 있는 
SEA간에 병렬 연결후, 직렬연결하는 혼합 방식이 
전압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MFC 스택의 단기 운전을 통해서 반응기 형태에 
상관없이 전압손실이 관찰되었으며, 전기학적 및 수
리학적 효율을 고려한 MFC의 최적연결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운전 및 수리학적 연결방식에 
따른 성능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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