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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규조류(Diatom)는 10~200 μm 크기를 가지는 미세

조류(microalgae)의 일종으로 빛과 영양분, 수분이 있

는 곳이면 민물(freshwater)이나 바닷물(seawater)에서 

부유 성장(suspended growth) 또는 부착 성장(attached 

growth)을 통해 생장할 수 있다. 규조류는 전 지구적

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

산함으로써 해양생물 생산량의 40 %를 차지하며 지

구 전체 유기물 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1]. 특히 

다른 조류와 달리 외각에 다공성의 바이오 실리카인 

frustule을 형성하며 생장하는데, 종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다르고, 고차원적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a-c)). 일 예로 Coscincodiscus sp. 의 경우 접

시가 위아래로 결합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있고 두

개의 접시는 규조류의 생장에 따라 멀어지며, 겹쳐

진 부분(girdle band) 에서 새로운 frustule 이 생성된

다. Coscincodiscus sp. 의 frustule은 3개의 육각형 실

리카 층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층이 서로 다른 크기

의 나노기공구조를 나타낸다(그림 1(d)). 바깥쪽 실

리카 층의 기공은 40 nm로 매우 작고, 중간층은 120 

nm 정도되는 기공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안쪽은 

1100 nm의 커다란 기공이 자리잡고 있어 매우 고차

원적인 다공성 구조를 나타낸다[2]. 

이러한 frustule의 고차원 나노기공구조는 나노재

료 및 바이오소재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규조류 종

(species)에 따른 frustule 특성에 대한 연구 및 frust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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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Cocconeis placentula, (b) Planothidium lanceolatum, (c) Cymbella_lange-vertalotii의 frustule 이미지 (이미지 제공: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권대률 전임연구원) (d) Coscinodiscus sp 규조류의 실리카층 모식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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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공 특성을 손상없이 추출할 수 있는 후단 

down-stream 기술의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frustule

의 산업적 활용은 저가의 수질 정화용 필터로 제한

되고 있으며 의학, 광학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활

용은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규조류의 frustule은 규조류가 사멸한 뒤에도 분해

되지 않고 퇴적토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규

조토(Diatomite 또는 Diatomaceous earth) 이다. 국내

에는 규조토 생산 광산이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분포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 26천 톤 가량 생산되고 

있다[3]. 규조토는 규조류 frustule과 비교하였을 때 

단일종(species) 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기공 크기 및 분포, silica 골격의 두께 등 frustule

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 산업

계 활용이 건축재, 보강제, 시멘트, 연마제, 흡습제 

및 친환경 필터 등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

으며, 고부가가치 활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규조류 frustule의 경우 적합한 단일종

의 분리 및 대량 배양 기술 개발을 통해 일정한 

morphology를 가진 바이오 실리카을 무제한으로 생

산할 수 있으며, 배양 및 추출 조건 최적화를 통해서 

산업계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실리카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규조류의 배양 및 규조

류 유래 바이오실리카 추출/활용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규조류 frustule의 고부가가치화 원료

소재로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규조류 배양 기술 동향

Frustule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규조류 

frustule의 함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

며, 원하는 기공구조를 나타내도록 frustule의 

morphology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단원에서

는 frustule의 함량 및 morphology에 영향을 미치는 

규조류의 배양(성장) 조건에 대한 연구동향을 다루

고자 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광원의 세기

(light intensity), 광원의 파장(light wavelength), 배양

액의 염도(salinity), 배양액 내 철 성분의 활용도(iron 

availability)를 들 수 있다. 아래에 각 요소들이 규조

류 frustule 형성 및 morphology에 미치는 영향을 정

리하였다.

1) 광원의 세기 및 파장 (Light intensity and wavelength)

빛은 규조류를 포함한 미세조류의 광합성에 가

장 중요한 비생물적 요소이며, 규조류의 경우 배

양 시 활용되는 다양한 광원의 세기 및 파장에 따라 

frustule의 morphology가 변화하기 때문에 빛을 이용

하여 frustule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면

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4]. 배양 시 규

조류 세포 내 실리카 농도와 frustule의 비표면적 당 

실리카 농도는 빛의 세기와 파장에 모두 영향을 받

는다. Su, Lundholm et al. (2018)는 5가지 파장과 2

단계의 세기의 광원을 이용하여 Coscinodiscus granii

의 silica frustule의 morphology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중 파란빛을 쬐어 주었을 때 세포 내 실리카 농

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란빛을 제외하고, 빛의 세기

가 강해질수록 실리카 농도가 증가하며 frustule의 비

표면적이 낮아지고 valve의 두께가 두꺼워 짐을 확

인하였다[5].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단일 파장의 빛(빨

강, 노랑, 초록, 파랑)을 이용하여 규조류를 배양하

였을 때 하얀 빛에 비해 frustule의 나노 구조의 변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밝

혔다[4]. 이러한 frustule의 morphology 변화는 frustule

의 광학적 특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

만 빛의 파장 및 세기에 따라 규조류의 성장이 저해

될 수도 있기 때문에(노랑, 오렌지, 100 μmol photons 

m–2·s–1), 단파장 빛을 통해 frustule의 특성을 조절

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2) 염도 (Salinity)

Engel G. Vrieling 그룹은 배양액의 다양한 이온

의 강도가 규조류의 frustule 형성에 주는 영향을 

Thalassiosira punctigera와 Thalassiosira weissflogii 종

에 대해 모니터링 하였다[6].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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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frustule을 분석했을 때, 낮은 염도에서 frustule의 

specific surface area, fractical dimention, mesopore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PSU>30에서는 규조류가 

상대적으로 수화도가 높으면서 밀도가 낮은 frustule

을 형성하는 반면 PSU=20에서는 수화도가 낮으면

서 밀도가 높은 frustule을 형성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외부 이온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특성을 지닌 

frustule의 생산 또는 조절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3) 철 성분 제한 (Iron limitation)

규조류 frustule의 morphology는 배양액 내 철 성

분의 활용도 (iron availability)를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는 규조류 

세포 내 실리카 농도가 높아지고 frustule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silica valve의 표면적에 변화가 생긴다

[7, 8]. 세포 내 실리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frustule

의 기계적 강도도 증가되지만 철이 부족한 환경에서

는 규조류의 maximum photochemical yield가 철이 풍

부한 환경에 비해 약 50-65 %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

서 배양 시 철 농도의 조절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성에 알맞은 frustule의 morphology 조절 및 

합성이 가능하였다. 규조류 배양 시 frustule의 형성

이 미치는 인자를 그림 2에 정리하였다.

또한 규조류의 생장 중 배양액 내 금속전구체 

공급을 통해 frustule-금속나노입자 복합체(metal-

silica nanocomposite)를 합성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Rorrer 그룹은 2단계 광생물반응기 공정을 통해 금

속이온을 대사적으로 frustule에 흡수를 유도하여 금

속-실리카 구조체를 형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먼저 1단계에서 배양액 내 silica 소스가 

고갈될 때까지 배양시킨 후 2단계 배양에서 silicon-

starvation 상태의 세포에 금속 전구체를 silica 전구체

와 배양액에 동시 공급해 주어 대사적으로 금속 이

온의 frustule 내 흡수를 유발하여 frustule-금속나노

입자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Rorrer 그룹은 이 

방법을 통해 0.97 wt.%의 게르마늄과 2.3 wt.%의 티

타늄 금속 이온을 Pinnularia sp.의 frustule에 흡수시

켜 금속-실리카 나노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었다 (그

림 3) [7, 8]. 배양 단계에서 대사적인 금속의 흡수를 

그림 3. 규조류 규각 형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게르마늄 배양액 공급방식을 통한 GeO2-SiO2 나노복합체 합성 개념도 [7].

그림 2. 규조류 배양 시 frustule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하이라이트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8, No. 5, 2020 … 469

통한 나노구조체의 합성방법은 기존의 물리, 화학적 

기법 (e.g.,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ion implantation, sol-gel법, 

dip coating, spray coating) 등 에 비해 실리카 질량 대

비 고정된 금속의 비율이 높지 못한 편이지만, 1) 온

화한 배양액 조건에서 실리카 구조체의 미세구조 파

괴없이 금속-실리카 나노구조체의 합성이 가능하다

는 점, 2) 제조과정 중 고비용 화학공정이 필요치 않

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3) 규조류 세포의 

대량 배양을 통해 많은 양의 금속 산화물 입자를 얻

을 수 있다는 점들은 추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충분

히 활용될 가치가 있다.

2.2 규조류 바이오 실리카 추출기술동향

규조류 유래 바이오 실리카인 frustule은 현재 산

업적인 용도보다는 연구 용도를 위해 추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형화된 추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소재인 규조토로부터 실리

카 추출의 경우 산업계 활용을 위해 분쇄, 정제, 입자

크기 기반의 분리 단계를 거쳐 submicron 사이즈의 

고운 분말의 형태로 만든 후 600 ℃ 이상의 온도에

서 소성 과정을 통해 다공성 실리카를 추출할 수 있

다 [2]. 하지만 상기 방법으로 얻어진 실리카는 고온 

처리에 의해 결정성이 높아진 상태로 얻어지므로 약

물전달소재 및 생체 소재 등 적용하기에 독성을 나

타내어, 산업계 활용이 제한되면서, 고부가가치의 

frustule을 얻기 위한 대체 방식으로 산 용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염산을 활용한 불순물 제거 및 

다공성 실리카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실제 양산에도 활용되고 있다 [2].

연구용도로 추출하는 규조류 frustule의 경우 

60~80 ℃ 온도에서 회수한 규조류의 수분을 제거

하고,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황산/과산화수소 혹

은 염산/과산화수소가 혼합된 고온의 용액에서 

digestion 반응시킨다. 이 후 증류수 세척 후 100~200 

℃의 온도에서 진공건조하여 추출하는 frustule의 미

세기공구조 보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10-

12]. 하지만 대량 규조류 frustule 추출 공정에서 건조

와 산화제(과산화수소) 활용 방식은 에너지소모와 

비용 상승을 유발함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의 대

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규조류 frustule 형태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일정한 사이즈와 나노기공구조를 

나타내는 실리카를 얻기 위해서 초음파와 펜톤산화

방식을 결합한 Sono-Fenton process 또한 연구 중이

다. 이러한 방식은 고농도의 산용액을 고온에서 반

응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부하가 적고, 

또한 양질의 frustule을 얻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료

되나, 대량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실제 상용화된 규조류로부터 frustule 추출 기술

로 보고되는 것은 국내 기업인 JNC에서 제주용암

해수로부터 부착성 규조류를 배양하여 frustule을 추

출하여 화장품, 샴푸 등 제품으로 상용화 시 킨 것

이 유일하다. 이 방법에서는 규조류를 60~80 ℃에서 

건조시킨 후 분쇄기로 분쇄하고, 10% 염산용액에서 

고온 (95 ℃) 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터하여 

불순물이 녹아있는 상등액을 분리하고 잔사를 세척 

후 80 ℃ 에서 건조하여 650 ℃ 에서 하소하고 유기

물이 제거된 규조류 유래 실리카를 회수 하는 방법

이다 [14]. 

그림 4. 산처리 방식을 통한 규조류 frustule 정제 flow chart [9].



하이라이트

470 … NICE, 제38권 제5호, 2020

2.3 규조류 바이오 실리카 활용 기술 동향

Frustule은 다차원적 나노기공구조를 나타내어, 

넓은 비표면적을 나타내며, 강산 및 고온조건에서 

안정하고 bioavailability가 매우 우수한 재료로 생물

학적 또한 나노 공학적 재료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래에 규조류 frustule의 활용 연구 동향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1) 광촉매 소재

Frustule은 다공성인 동시에 빛을 투과하는 성질

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는 금속

산화물과 복합체로 사용하였을 때 빛 투과를 저해하

지 않고, 기공이 빛을 산란/반사 혹은 빛을 모아주는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어 금속산화물 등의 촉매 성

능 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5] (그림 5). J Ouwehand et al.의 연구에서는 

Thilassiosira seudonana 를 배양하여, 얻어진 frustule

을 TiOSO4 용액과 55 ℃에서 반응시켜 용액을 모두 

증발시킨 후, 550 ℃에서 소결하여 TiO2-SiO2 복합체

를 합성하였다. TiO2는 다공성의 frustule 기공내부와 

표면에 고르게 고정화 되었고, 이를 acetealdehyde의 

전환 실험을 통해 촉매 성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

과 상용 P25 TiO2에 비해 2.5배 향상된 acetealdehyde 

전환효율을 보여 frustule이 광촉매 소재로써의 높

은 가능성을 나타냄을 증명하였다 [16]. 이러한 촉

매담지소재로의 넓은 활용 가능성은 MCM-41 이나 

SBA-15로 대표되는 메조포러스 실리카(mesoporous 

silica)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중금속/유기 오염물의 흡착소재

Frustule은 강산 조건에서 안정하고, 넓은 표면적

을 나타내기 때문에 흡착소재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면의 Si(OH)2 기능기가 

다른 organosilane 기능기로 화학적으로 개질이 용이

하여 hydrophilicity를 변화 시키거나, 혹은 중금속 등

의 제거에 효과적인 기능기를 고정화 하여 기능성이 

탑재된 필터 원료물질로의 이용 방안이 연구되고있

다 [17].

3) 나노촉매 제조의 템플레이트 (Template)

서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rustule은 껍질의 층

별로다양한 사이즈의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대 

기공 안에 미세기공이 존재하는 고차 나노구조로 이

루어진다. 또한 규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기공의 크

기나 모양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화학적, 열적으로 

안정하여 나노사이즈 촉매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적

합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D. Losic group에서는 

Thalassiosira eccentric 로부터 얻어진 frustule을 활용

하여 증착 방식을 활용하여 기둥(pillar), 구(dot) 그리

고 보다 복잡한 3차원적인 나노 금 구조체 제조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18]. 

4) 센서/반도체 소재

Frustule은 고유의 발광 (photoluminescence) 특성

을 지니는데, 특정 물질과 반응 시 발광 특성을 변화

시키는 방식으로 센서 소재로 응용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L. Chetia et al. 에서는 정제한 frustule의 표

그림 5. Frustule에 나노금속 및 금속산화물 담지하여 제조한 광촉매 개념도.



하이라이트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8, No. 5, 2020 … 471

면에 은 나노입자(Ag)를 형성하여 암모니아(NH3) 농

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은 나노입자로의 환원

반응이 암모니아가 없는 환경에서는 매우 느리고 천

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보라색(570 nm) 을 띄지만,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할

수록 frustule 표면 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노

란색(457 nm)으로 색이 변화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암모니아 센서로 활용하였다[19]. 또한 frustule은 생

물안정성이 우수한 소재로 효소(enzyme), DNA, 세

포(cell), 항체(antibody) 등을 고정화 시켜 바이오센서

(biosensor)소재로써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이다 [20].

5) 약물전달소재 및 생체재료

약물의 남용 및 부작용을 줄이고자 원하는 부위

에 약물을 원하는 시간에 맞게 서서히 약물을 방출

시키는 약물전달소재(drug delivery system)의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 영향

이 없으며, 많은 양의 약물을 담지 할 수 있고, 이를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 현재는 용

해성 고분자가 약물전달 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

나 고분자 담지체는 약물의 담지력이 떨어지며, 분

해에 의한 서방성이 수 시간 이내 라는 단점이 있다. 

규조류 frustule은 고차원적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량 대비 표면적이 매우 높아, 약물의 담지량을 높

일 수 있고 나노 기공 활용해 서방성을 부여할 수 있

어 약물전달소재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에는 frustule의 표면을 약물과 물리적, 화학적으로 

bonding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기로 개질 후 약물 담

지하는 방식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약물 함유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그림 6). 또한 frustule의 인체 농축에 

따른 위해성 방지를 위해 SiO2 인 frustule을 인체에 

무해한 Si로 환원하여 약물 전달을 하는 연구 또한 

진행 중이다[2]. 규조류 종에 따라 나노 기공구조가 

다양하므로 약물의 종류 및 전달하려는 기관에 따라 

적합한 frustule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활용성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규조류 유래 실리카는 우수한 

생체 적합성 및 물리화학적 강도를 바탕으로 약물전

달소재 뿐만 아니라 최근 임플란트와 같은 생체재료

로의 활용가능성도 연구되고 있다[21, 22].

이 같이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frustule을 활용하

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 멈춰 있는 것은 규조류 종

에 따른 생물학적 frustule 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 부족 및 frustule의 대량생산 및 추출에 대한 연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규조류 함유 

frustule의 특성 평가 및 배양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rustule의 가장 큰 장점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자연 유래 물질이며, 이와 동시에 매우 넓은 비표면

적을 나타내고 합성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공성

의 기공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

양한 활용연구분야 중에서도 약물전달소재 및 생

체 재료 등 인체 적용 연구가 2010년대 들어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 맞추어 국산 규조

류 frustule을 활용한 생체재료 제조 기술개발을 통해 

그림 6. 규조류 frustule을 약물전달체 활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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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stule 활용 연구분야의 우위를 점하고, 부가가치가 

향상된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적합한 선별/추출 방식의 개발을 통해 규

조토 또한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

재는 규조토의 활용 자체가 단순히 건축자재 등

에 적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나 적합한 선별/추

출 방식이 개발되면 비교적 균일한 입도, 기공구조

를 가지는 실리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촉

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고가의 메조포러스 실리카

(mesoporous silica)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고에서는 규조류로부터 유래한 바이오 실리카

인 frustule의 고부가가치 산물로써 산업계 활용을 위

해 규조류 배양, 바이오실리카 (frustule) 추출 및 활

용 연구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Frustule은 다공성

의 무정형의 바이오실리카로, 고차원적인 나노구조

를 나타내며, 나노기공의 크기 및 분포는 규조류 종

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 활용

에 적합한 frustule 함유 규조류 종의 분리 및 대량 배

양을 통해 고갈되지 않는 다공성 실리카 공급원으

로 활용할 수 있다. Frustule의 나노 기공 구조는 종

별 특성을 제외하고도 규조류를 배양하는 조건 (광

원의 특성, 배양액의 염도, 철 성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frustule의 활용 분야에 따라 적합한 

나노 기공 구조 및 특성을 갖는 다공성 실리카의 생

산이 가능하다. 규조류로부터 frustule의 분리/정제

는 현재 건조/산처리/소성 공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frustule의 다공성 morphology 유지 및 유해성 저하를 

위해서는 친환경적 분리 공정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frustule 상업적인 생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

행되지 않았지만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는 광촉매 

소재, 중금속/유기오염물 등의 흡착 소재, 나노 물질 

제조의 템플레이트, 센서 및 반도체 소재 그리고 약

물전달소재 및 생체 재료 등 고부가가치화 소재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Frustule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자연 유래 물질이며, 일반적인 화

학 합성 방식이 구현할 수 없는 고차원적 나노 구조

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화 산물로

써 산업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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