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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기후 위기와 직결된 에너지 문제가 21세기 인류

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

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관한 관심

이 급증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데, 그 중 가장 풍부

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태양에너지가 중요 대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태양광 패널

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PV)과 자연

계 식물 광합성(photosynthesis)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있다[1].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명반응에서 

흡수한 빛으로 물을 분해하여 양성자, 산소, 그리

고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합성 전자를 생성하는

데, 이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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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과정으로 양자 효율이 100%에 근접한다

[2,3]. 이 때 생성된 광합성 전자는 암반응의 탄수

화물 합성과정에서 이용되는데, 해당 광합성 전자

의 일부를 외부로 추출하여 전기에너지로 사용하

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광합성은 빛에 의한 명반응과 빛과 무관한 암반

응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명반응은 light 
harvesting complex와 틸라코이드(thylakoid) 막에 

존재하는 산화-환원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으로, 
식물은 이 과정에서 물을 산소와 양성자로 분해하

여 환원 당량체인 NADPH와 에너지 교환물인 

ATP를 합성한다. 암반응 동안 식물은 대기로부터 

포획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

하기 위해 명반응 동안 생성된 ATP와 NADPH를 

활용한다.
명반응으로 여기된 전자가 물에서 NADP+로 전달

되는 일련의 경로를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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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환원된 탄소 화합물 형태로 저장하는 동시에 물을 산소로 산화시킨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광합성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연구는 환경 친화적인 재생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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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세포 소기관 또는 전세포와 전극의 전기화학적 계면 엔지니어링 연구 및 생물학적 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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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 chain (P-ETC)라고 한다. P-ETC는 photosystem
Ⅱ (PSⅡ), plastoquinone (PQ) cytochrome b6f (Cyt 
b6f), plastocyanin (PC), photosystemⅠ (PSⅠ), fer-
redoxin (Fd), ferredoxin-NADP+ reductase (FNR), 
ATP synthase와 같은 다중 효소 복합체로 구성되어 
틸라코이드 막에 위치한다. 

광자가 PSⅡ 복합체의 P680 반응 중심에 도달하

면 공명 에너지(resonance energy)로 인한 전하 분

리가 일어나 여기된 전자를 생성하고, P-ETC의 

다음 단계인 PQ 분자에 전자를 전달한다. PSⅡ의 

OEC (oxygen-evolving complex)는 물을 산소와 

양성자로 분해하고, 방출된 전자로 PSⅡ의 P680 
엽록소 분자에서 분리된 기존 전자의 빈자리를 대

체한다. PQ 분자는 여기된 전자를 Cyt b6f로 이동

시킨 후 구리 중심 복합체인 PC를 환원시킨다. PSⅠ 
복합체의 P700 반응 중심에서 다른 파장대의 광자

를 흡수해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여기시

키고 전자를 Fd로 전달한다. 이 때 PC는 P700 엽
록소 분자에서 분리된 초기 전자를 대체한다. Fd
는 FNR로 전자 이동을 통해 NAPD+를 NADPH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P-ETC에서는 PSⅡ가 광자를 흡수해 여기시킨 

전자를 PSⅠ로 전달하는 것 외에도 Cyt b6f가 양성

자를 세포질에서 틸라코이드 막 내부로 이동시킨

다. 막 내부로 이동된 양성자는 틸라코이드 막을 

가로질러 생긴 양성자 농도 기울기에 따른 양성자 

원동력(proton motive force)을 통해 ATP synthase
를 거쳐 에너지 교환물인 ATP를 생산한다[4-9].

본 고에서는 P-ETC의 구성 요소와 광합성 전자

전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물세포를 활

용한 친환경적 전류생산과 광합성 전자의 기체 및 

액체연료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자 한다.

2. 본  론 

2.1. P-ETC 광합성 전자 추출

광합성을 통한 광전류 추출 연구는 P-ETC 활용 

부위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1. PSⅠ 복합

체를 활용한 연구. 2. PSⅡ 복합체를 활용한 연구. 
3. 틸라코이드 막 전체를 활용한 연구이다[10-15]. 
광합성 기반 광전류 추출을 각 연구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다.

2.1.1. PSⅠ을 활용한 연구

PSⅠ 복합체는 110 개 이상의 보조인자로 구성된 

내부 안테나 시스템에 의해 빛을 흡수한다. 이는 

PSⅠ의 고유한 특징이며, 다른 자연계 단백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고효율로 에너지 변환을 할 

수 있다. 빛 에너지는 99.99% 이상의 효율로 안테

나 시스템에서 PSⅠ복합체의 P700 반응 중심으로 

전달되어, 틸라코이드 막 내부 PC에서 틸라코이

드 막 외부 Fd까지 전자 전달을 유도한다[16-19].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PSⅠ 복합체의 뛰

어난 양자 효율(quantum efficiency) 때문에 광활성

(photoactive) 소자에 PSⅠ 복합체를 적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개질된 금 전극[20], 폴리머

[21] 및 반도체[22] 전극 재료를 사용한 PSⅠ 복합

체 기반 광반응기는 상당한 전류밀도를 나타냈다. 
PSⅠ 복합체와 단층 그래핀(monolayer graphene)을 

통합해 전기화학 활성을 극대화한 사례도 있다

[23]. 하지만 대용량 전지를 구축하기에는 단층 그

래핀 생산 공정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전도성이 있지만 빠른 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reduced graphene oxide, 
RGO)을 광활성 전극을 통한 전류 생산에 적용했다

(Figure 1). RGO 전극에 PSⅠ 복합체 다중층(multi-
layer)을 증착함으로써 광전류 밀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전기화학 매개체로 dichlorophenolindophenol 
(DCPIP)을 사용했을 때, PSⅠ 복합체-RGO 전극의 

최대 광전류 밀도는 3.5 µA/cm2로 개질된 금 전극

(1.2 to 7.9 µA/cm2)과 유사한 광전류 밀도를 보였

다[24].
액체 전해질 기반 바이오 광전지에서는 고체 상

태의 PSⅠ 복합체 필름을 전해질로 활용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Gordiichuk et al.[25]은 남세균 

PSⅠ의 단층을 TiO2 기판에 도포하고, polytriaryl-
amine hole 전도층과 MoO3/Al 환원 전극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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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체 상태 biohybrid 광전지 장치를 구성했다. 
하지만 고비용 및 공기와의 높은 반응성으로 한계

점이 분명했다. Gizzie et al.[26]은 PSⅠ복합체를 

활용한 고체 바이오 광전지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

해 TiO2 반도체 산화 전극과 증착된 은 환원 전극

의 감광층으로 고체 polyaniline (PAni) - PSⅠ 복합 

재료 기반 광전지를 고안했다(Figure 2). PAni는 

산화환원 매개 biohybrid 전지에서 높은 전도성으

로 전하 전달 물질로 사용되었다. 태양광 시뮬레

이션 I-V 분석에서 본 장치는 72 µA/cm2의 평균 

광전류 밀도, 300 mV의 열린 회로 전위(open cir-
cuit potential, OCP), 0.01%의 외부 양자 효율

(external quantum efficiency)을 달성했다. 이전 연

구결과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비교적 

쉬운 PAni 전기 중합 반응(electropolymerization) 
및 증착된 은 환원 전극을 통해 고체 바이오 광전

지 분야를 발전시켰다.

2.1.2. PSⅡ를 활용한 연구

PSⅡ 복합체는 CP47 및 CP43 안테나 단백질을 

포함하는 homo-dimeric 단백질(D1, D2)로 이루어

져 있다. 안테나 단백질은 빛을 받아 P680의 전하 

분리를 야기하고, OEC는 Mn cluster의 도움을 받

아 물의 산화를 통해 광자에 의해 생긴 hole을 보

충한다. P680에서 여기된 전자는 공명 에너지를 

통해 pheophytin (Phe)으로 전달 후 PSⅡ 복합체 

Figure 1. (a) Scheme of the electron-transfer process for the biohybrid electrode system. Light is able to reach the PSI 
multilayer film by passing through the RGO electrode. An electrochemical mediator (M) is used to provide electrons to 
the PSI film where they are excited and passed to the RGO electrode. (b) Photochronoamperometry analysis of PSI –
modified and unmodified RGO electrodes. The light was turned on for 20 s intervals[23].

Figure 2. (a) Energy diagram 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llic silver cathode, PSI's oxidized P700+ center 
and reduced iron–sulfur cluster (FB-), and the conduction band of the TiO2 anode. (b) Schematic stack-up of the device. 
The silver cathode layer, PAni–PSI composite layer, and transparent TiO2 layer on FTO/glass are labelled. Additionally, 
illumination through the anodic layer is depicte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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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PQ pool로 이동한다.
PSⅠ에 비해 PSⅡ를 사용하는 주요 이점은 빛 에

너지를 통한 전자 전달에 필요한 연료가 물이며, 
여기된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 전자 공여체가 필요

한 PSⅠ과는 달리 PSⅡ는 고유한 산소 발생 복합체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과 빛에만 의존해 전류

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he-PQ 
결합 부위가 PSⅡ 복합체 내부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PSⅡ에서 전극으로 직접적인 전자 전달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SⅡ의 안정성을 높이

고 전극으로의 전자 전달을 최적화한 연구들이 있

다[27-28]. Vittadello et al.[29]은 poly-histidine 
(his) tag-PSⅡ 단백질 복합체를 Ni(Ⅱ)-nitrilotri-
acetic acid (Ni-NTA)로 개질된 금 전극에 결합시

켜, 43 µA/cm2의 광전류 밀도를 달성했다. 금 전

극에 고정된 His tagged PSⅡ 단백질 복합체의 광

화학적 에너지 변환 효율은 0.53으로, 전극 고정화 

후에도 광화학적 활성도는 유지됨을 보였지만 장

기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Noji 
et al.[30]은 인공 광구동 물 분해(artificial light-
driven water splitting)를 위한 PSⅡ-금 나노 입자 

복합체를 고안했다(Figure 3). CP 47의 C 말단에 

연결된 His-tag가 Ni-NTA와 결합되어 직경 20 nm 
금 나노 입자에 고정된 형태를 띤다. 평균 4 개의 

PSⅡ 복합체가 단일 금 나노 입자에 고정되어 가

시광선 영역대 빛에서 산소 발생 활성을 유지했

다. 본 연구진이 고안한 PSⅡ-금 나노 입자 복합체

에 효소 또는 무기 촉매를 추가로 결합하면 물의 

전자를 이용해 다양한 물질을 환원할 수 있는 반

인공(semi-artificial)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1.3. Thylakoid를 활용한 연구

틸라코이드 막은 PSⅠ 복합체, PSⅡ 복합체를 포

함한 여러 산화환원 단백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극으로의 전자 전달 경로가 다양해 활용성이 높

다. 또한 막 단백질 복합체가 틸라코이드 분리 과

정 동안 온전히 유지되어, 분리된 단백질 복합체 

또는 반응 중심만을 사용하여 구성한 장치보다 좋

은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수율로 이어진다. 
P-ETC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온전한 기능과 역할

을 할 수 있는 틸라코이드 막을 전극 표면에 효과

적으로 고정하고, 광전류 추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31-34]. Calkins et al.[35]
은 시금치 잎에서 분리한 틸라코이드를 bi-func-
tional cross-linker인 1-pyrenebutanoic acid, succi-
nimidyl ester (PBSE)를 사용하여 다중벽 탄소 나

노 튜브(multi wall carbon nanotube, MWCNT) 지
지체에 고정했다(Figure 4). 틸라코이드-MWCNT 
복합체는 틸라코이드를 사용하여 달성한 최대 전

류 밀도인 68 µA/cm2의 높은 전류 밀도를 기록했

다. 본 연구진은 탄소 나노 구조를 활용한 전극에 

Figure 3. (a) Schematic model of a PSII–GNP conjugate. The dimers of PSII complexes with a His-tag at the C-terminus 
of the CP47 subunit are immobilized on a GNP with a diameter of 20 nm via Ni-NTA, orienting the electron acceptor 
side to the gold surface. The TEM images of free GNP (b) and the PSII-GNP conjugate (c). Arrows indicate the images 
of the PSII complexes immobilized on a GN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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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틸라코이드를 고정하고, 적절한 매개

분자를 이용하여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극으로의 

직접적인 전자 전달 활성을 증가시켰다. 
Hong et al.[36]은 틸라코이드와 견고하게 결합

할 수 있고, 전도성이 좋으며 양성자 흡/탈착을 통

해 supercapacitor의 특징을 갖는 2차원 나노 시트

(nanosheet) 형태의 루테늄 산화물(RuO2) 전극을 

제작하고 이를 광합성 전지에 적용했다. 시금치에

서 원심 분리하여 얻은 틸라코이드를 루테늄 산화

물 나노 시트 전극으로 연결한 광합성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소형계산기를 구동했다. 전극 재

료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과 탄소 기반 연구를 확

장해서 나노 시트의 제작 및 전기 영동을 통한 전

극 표면 코팅으로 다양한 전극 재료에 적용 가능

한 방식으로 범용성을 넓혔다.

2.2. 광합성 전세포를 활용한 연구

전세포(whole-cell) 광합성 전류 연구는 세포 소

기관 및 단백질을 분리해 전류를 추출한 연구들과

는 달리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식물세포의 광합

성 전자를 추출하거나 활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생산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출되는 전류밀도 및 효율에 있어서 세

포의 일부분을 활용한 연구들보다 저조하다는 단

Figure 4.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thylakoid membranes tethered to a MWCNT modified electrode using PBSE 
linkers and the likely electron transport pathways between thylakoid membrane proteins and the electrode. (b) Comparison 
of the photo-current responses of unexposed and DCMU exposed thylakoid–MWCNT composites. ↑ and ↓represent light 
on and light off conditions respectively[35].

Figure 5. Enhanced interfacial electron transfer through RuO2 NSs. (a) Schematic of PE harvesting with RuO2 bioanode. 
ATP, adenosine 5'-triphosphate. (b) Proton adsorption characteristic of RuO2 NS result in positive electrode potential. (c) 

Adhesion enhancement by electrostatic interactions between RuO2 NS and TMs. (d) Ensemble docking induced by RuO2 
NS to electron carrier and P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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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는데, 이는 전세포의 광합성계가 엽록체 

및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Figure 6(a)].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주목해야할 전세포 전류 

추출 연구의 전략적 핵심이 도출되는데, 이는 ‘어
떤 세포종을 사용할 것인가’와 ‘해당 세포종을 어

떻게 전극과 연결할 것인가’이다[37]. 이와 관련하

여 본 단락에서는 온전한 식물 세포에서 빛 자극

에 의해 여기된 광합성 전자를 외부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함과 그 전류를 이용하여 전지를 구성

[Figure 6(b)]하는 것이 가능함을 여러 연구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2.2.1. 광합성 전세포 전류 추출

식물세포의 광합성 전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로부터 광합성시 발

생하는 전류를 추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 때, 전기화학적 전류의 추출 가능 여부도 중요

하지만, 추출되는 전류량을 세포당 혹은 전극 면

적당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생산 효율을 정량화하

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여러 연구진들

은 세포를 분산시킨 액체 혼합물을 전극에 도포하

여 biofilm을 형성시키거나, 세포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여 전류를 추출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Ryu et al.[38]은 단일 녹조류 세포인 Chlamy-

domonas reinhardtii (C. reinhardtii)에 지름 30 nm 

이하의 금으로 된 전기화학 탐침을 직접 삽입함으

로써 녹조류 광합성 전자를 직접 추출하는 데 성

공하였다. 산화환원 매개체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

으로부터 간접적인 전류를 측정하는 기존의 전기

화학 분석법들과는 달리, 위 연구진은 나노 단위

의 탐침을 단일세포 단위의 녹조류에 삽입하여 해

당 탐침의 전극을 광합성이 일어나는 핵심 기관인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접촉시켰다(Figure 7). 
그리고 400 mV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108 µE/m2s
의 빛을 조사하여 매개체 분자의 도움 없이 빛에 

의해 여기된 전자를 직접 외부 전기회로로 추출하

였다. 그 결과, 빛 조사에 따라 단일 세포 하나에서 

추출된 전류가 1.2 pA이고, 전극 면적대비 전류 

밀도로 환산했을 때, 6 A/m2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광합성에 의한 산소 발생량 대비 약 20%의 

수득율에 해당한다는 계산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PSⅡ의 활성을 저해하는 3-(3’,4’-dichloro-
phenyl)-1,1-dimethylurea (DCMU)를 세포 배양액

에 첨가하여 녹조류 세포의 광합성 활동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는 빛에 의한 전류의 감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광합성에 의한 전류를 측정

한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
Hong et al.[39]은 앞선 연구진의 실험 조건과 

유사한 환경과 방법을 사용하여 더 긴 시간 동안 

세포에서 광합성 전류가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8). 이들은 지름 500 nm 이하의 나노 전극

Figure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model of (a) cyanobacterium Synechocystis, eukaryotic microalga Chlamydomonas 
and the structure of thylakoidal and plasma membrane of each species, and (b) a photobioelectrochemical / biophotovoltaic 
syste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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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삽입하여 광합성 전류를 측정하였는데, 9 
µE/m2s의 광도에서 약 1 pA의 전류가 7일 이상 

유지됨을 보였다. 또한, 광도에 따라 증가하는 광

합성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

여 96.4 µE/m2s의 광도에서 6 mA/cm2의 최대 전

류를 검출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보다 10배 가까

이 향상된 전류밀도로, 해당 연구는 나노 전극을 

삽입한 세포에서 추출되는 전류의 지속성과 밀도 

면에서 모두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Sun et al.[40]은 단세포 녹조류인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와 홍색세균인 Rhodopseudo-
monas palustris (R. palustris)를 혼합한 배지를 

biofilm 형태로 전극에 접촉시켜 전압을 인가함으

로써 전류를 측정하였다. 
전류의 측정은 작업전극으로 탄소 펠트를, 상대

전극으로 티타늄선을, 기준전극으로 포화수은전

극(SCE)을 사용하여 삼전극계를 구성한 후, 작업 

전극에 대해 -0.4 V부터 0.4 V까지의 전압을 인가

한 상태에서 빛을 조사하며 진행하였다. 결과적으

로 0 V의 전압에서 쿨롱 효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생물 종 중 R. palustris의 분포가 높게 관찰되

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0 V보다 높은 전압에서

는 C. vulgaris의 세포 내 전자 추출을 매개하는 

퀴논 분자가 비활성화됨을, 0 V보다 낮은 전압에

서는 전자를 제공하는 광합성 기관으로부터 전자

를 받아내기에 충분한 동력을 내지 못함을 쿨롱 

효율 저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0 V에서 

Figure 8. Time-lapsed observation of cells into which 
nanoelectrodes with flat and sharp tips with different tip 
diameters were inserted[39].

가장 큰 쿨롱 효율을 낸 것과 R. palustris의 분포

가 높게 나온 것을 연관지어, 해당 생물종이 전자 

전달 효율이 좋은 세포 외 전자 추출로 전자를 제

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진

은 인가 전압이 달라짐에 따라 전극에 분포하는 

생물종의 비율이 달라짐을 발견하고, 전압에 따른 

생물 종 분포의 조절 가능성 또한 제시하였다.

2.2.2. 광합성 전세포 전지 구성

식물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여기되는 전자를 

세포 외부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를 

Figure 7. Schematic and phot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single cell analysis platform. (a) The three main components 
are 1. Nano-EC/AFM electrode, 2. an open microfluidic substrate for immobilization of single cells that is fitted to the 
AFM stage, and 3. confocal microscopy, which allows visualization of both individual cells and the probe tip. (b) 
Penetration of a cell by the AFM-navigated nanoelectrod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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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전지를 구성하고 그 성능을 실험한 연구들

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화 전극에 광합성

이 가능한 미생물을 접촉시키고, 전극에서 명반응

에 의해 발생하는 양성자와 산소를 환원 전극으로 

확산시켜(혹은 외부에서 공급하여) 산소 환원 반

응을 유도하는 연료 전지와 유사한 형태의 생물 

광전기화학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전지의 이론적 

최대 출력 밀도가 7.7 W/m2에 이를 것[37]으로 예

측되는데, 이는 해당 전지가 광합성 생물로부터 

유래한 전자의 출력에 온전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실질적인 출력을 이론적 예

측치에 맞추려는 시도와 함께, 더 나아가, 사용하

는 생물종을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광합성계의 전

자 전달 사슬 이외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기작을 

제거하거나, 광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나노 입자

를 세포와 혼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론적 최

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Saar et al.[41]은 단세포 남세균 Synechocystis의 

광합성계와 호흡계의 electron sink를 유전자 조작

으로 제거한 변이체와 전하운반체인 [Fe(CN)6]3-/4- 

로 음극액(anolyte)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

기화학 반응기와 분리된 독립적인 용기에 보관함

으로써 조사된 빛을 세포로 하여금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광합성 전자에 의한 전하운반체의 

충전 효율을 최적화하였다. 이와 별도로 전극이 

존재하는 반응기는 좁은 영역에 음극액과 양극액

이 빠르게 흘러가도록 설계하여 전극 반응의 효율

도 독립적으로 최적화하는 two-chamber system의 

전지를 구성하였다(Figure 9).
이를 통해, 산화전극 표면에 biofilm 형태로 음

극액을 도포함으로써 모든 세포가 빛을 온전히 받

지 못해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던 기존의 bio-
photovoltaic (BPV) 장치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

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전지는 빛 조사를 통한 3시
간의 충전 이후 최대 출력 밀도 0.5 W/m2을 기록

Figure 9. The charging and delivery processes in a flow-BPV. The two processes can be spatially decoupled, providing 
temporal flexibility over power generation and enabling their independent optimization. (a) In the charging unit, high-energy 
electrons(e-) are generated by the photosynthetic cells using PSI and PSII, and some are relea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via the exoelectrogenic activity of the cells to reduce the charge carriers (E → E−). (b) In the power delivery 
unit, the reduced charged carriers are brought into contact with the anode from where the electrons flow to the cathode, 
generating current. Inset (i) shows the input channels. Owing to negligible inertial forces, flow profiles in the channels are 
laminar which generates a diffusion-controlled barrier. This barrier can be crossed only by fast-diffusing species, in this 
case protons (inset (iii))[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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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전지를 구동하기 위해 반응기에 두 전

극액(음극액과 양극액)을 흘려보낼 때 유량을 달

리하여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2회의 반복 구동 동

안 두 전극액의 혼합을 최소화하면서도 산화전극

으로부터 양성자만 선택적으로 환원전극으로 확

산되도록 하여 전기화학 반응은 원활히 유지하는 

membraneless 구조의 전지 구성을 실험적으로 성

공시켜 전반적인 반응기 제작비용 감축의 가능성

도 제시하였다.
Kim et al.[42]은 단세포 남세균 Synechococcus 

spongiarum을 두 가지 산화철 나노 입자(γ-Fe2O3, 
Fe3O4) 각각과 혼합하여 백금망으로 이루어진 산화

전극에 도포한 후, 네오디뮴 자석[NdFeB(Ni-Ni2O3)]
을 산화전극 위에 배치하여 산화전극과 세포-나노 

입자 혼합물을 밀접하게 접촉시켜 전지를 구성하

였다. 위 전지의 최대 출력 밀도는, γ-Fe2O3가 혼

합되었을 때 0.806 W/m2를, Fe3O4가 혼합되었을 

때 0.534 W/m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BPV 
장치 대비 매우 높은 값이며, 기존 연구와 비교했

을 때 이론적 최대치에 가장 근접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향상된 출력 밀도를 낸 것에 대해 빛

이 조사되어 광합성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1) 네
오디뮴 자석 표면의 Ni-Ni2O3 층의 산화니켈이 

p-type 반도체로 작용하고, γ-Fe2O3는 n-type 반도

체로 작용해 p-n 접합을 이루며 광반응성 반도체

로 작용하여 식물세포의 광합성 기작과 함께 광전

자를 방출하는 생물-무기 혼성계를 구성하여 전지

의 출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 (2) Ni-Ni2O3 층에서 

물을 분해하며 방출된 전자가 spinel 구조의 전도

체로 작용하는 Fe3O4 산화전극으로 원활히 이동

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여 좋은 출

력을 나타냈다(Figure 10).
Kuruvinashetti et al.[43]은 24 ± 2 nm의 금 나

노 입자를 단세포 녹조류 C. reinhardtii의 세포벽

을 제거한 유전자 변이체와 혼합함으로써 광합성 

세포로부터 산화전극으로의 전자전달 효율을 높

였다. 이들은 해당 금 나노 입자와 생물종을 단순 

혼합 배양하여 세포 내로 삽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빛 조사 시에 세포로부터 나오는 전류가 

증가하며 최대 전지 출력 밀도가 715 mW/m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세포 내의 금 나노 입자가 도

체로서 단순히 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포에 조사된 빛을 흡수하여 플라스몬 

공명을 일으켜 실질적으로 세포의 엽록체가 흡수

할 수 있는 빛보다 더 많은 광량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광전자 전이 효율까지 

높여준 결과이다(Figure 11). 또한, 전지의 음극액

을 구성하는 녹조류 세포가 금 나노 입자와 혼합

Figure 10.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echanism of photocurrent generation from the biological-inorganic hybrid system 
and its energy band diagram for possible electron transfer pathway[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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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채 72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명활

동을 유지했음을 보여주었고, 온전한 전지를 구성

한 후에 5시간 40분 동안 구동하는 것에 성공하며 

장시간 구동까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3. 광합성을 통한 직접 연료 생산

광합성 미생물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은 

전류 생산뿐 아니라, 수소나 탄소화합물 등의 화

학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되고 있

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광합성 생물

의 생장환경 조절, 유전자 조작, 혹은 다른 무기물

과의 결합 등이 있다.

2.3.1. 수소 생산 전략

수소 생산 시스템에는 주로 녹조류와 남세균이 

사용된다. 녹조류는 수소생산을 위한 효소로 [FeFe]-
hydrogenase를, 남세균은 [NiFe]-hydrogenase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효소들은 틸라코이드막 PSⅠ의 
Fd로부터 전자를 받아 수소이온을 환원시켜 수소

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효소들은 무산소 환경에

서 활성화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곧 광합

성 시 PSⅡ가 물을 분해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 비활성화되어 자연적인 광조건에서

는 수소 생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연구진들은 황 결핍 

환경을 조성하여 PSⅡ를 비활성화, 산소 생산을 억

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이 광발효를 통

해 일어나게 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높였다. 하지

만 이 시스템은 광전자의 방출 효율을 떨어뜨려 

P-ETC를 따라 이동하는 전류를 감소시킴으로써 

광합성 미생물의 ATP 생산효율을 저하시켜 장시

간 구동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44].
이에 따라, 최근의 수소 생산 연구는 위의 단점

을 극복하고자 PSⅡ의 활성은 유지하여 광조건에

서 충분히 방출되는 전자를 효과적으로 Fd를 통해 

hydrogenase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Chen et al.[45]은 O2 scavenger를 첨가함으로써 

PSⅡ에서 생산되는 산소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

Figure 1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the algal cell after the process of gold nanoparticles (Au NPs) uptake and (b) 
the principle of operation of micro photosynthetic power cell (µPSC) consisting of anode and cathode chambers and 
membrane-electrode assemblies (MEA) sandwiched between the electrode chambers. The anode chamber comprises 
photosynthetic algae. The released electrons during the photosynthesis and respiration process traverse through an external 
resistance generating electricity from the µPSC. (c) Mechanistic schematics of photoexcited electron transfer from both Au 
NP and chlorophyll in algal cells. The Au NPs are binding to chlorophyll and acting as the electron acceptor and relay. 
Absorption of light by chlorophyll; the release of an electron when chlorophyll oxidizes Au NP-accepting electrons and 
helps in the electron transfer process, thus contributing to ATP synthesi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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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은 포도당, 포도당산화효소(GOx), 카
탈레이스(CAT), Mg(OH)2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첨가하여 chemoenzymatic cascade (CEC) system
을 구축하였는데, 먼저 포도당이 GOx에 의해 산

화되면서 산소를 함께 반응물로서 소모하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H2O2는 CAT가 제거하여 물로 전

환, 글루콘산에 의해 감소하는 pH는 Mg(OH)2가 

중화하며 광합성 미생물로 하여금 무산소 환경에

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도록 하였다(Figure 
12).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이들 연구진은 녹조

류인 C. reinhardtii 로부터 26일간 pH 6.8을 유지

하며 하루 최대 104.32 µmol/L, 총 34.67 mmol/L
의 수소를 하루 평균 0.44 µmol/h의 속도로 생산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기존 황 결핍 조건에서 

생산되는 수소 총량의 약 6배이며, 속도에 있어서

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수소

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Appel et al.[46]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남세균인 

Synechocystis sp. PCC 6803의 [NiFe]-hydrogenase
와 PSⅠ을 접합하여 광합성 전자의 경로를 조절함

으로써 수소 생산 효율을 높였다. 이들은 남세균

의 PSⅠ이 Fd로 전자를 전달하는 경로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소단위체인 PsaC의 4Fe4S복합체와 [NiFe]- 

hydrogenase의 소단위체 HoxY의 4Fe4S 복합체를 

서로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PsaC에 근접해 있는 PSⅠ의 또 다른 소

단위체 PsaD와 HoxYH (HoxY+HoxH)를 유전적

으로 접합하여 PSⅠ에 hydrogenase가 직접 결합해 

있는 psaD-hoxYH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

Figure 12. Schematic of the CEC strategy for sustainable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under appropriate anaerobic 
conditions with green algae[45].

Figure 13. (a) Hydrogenase subunits HoxYH and PSI 
subunits PsaE, PsaC and PSaD. The N terminus of HoxY 
(indicated by arrow) was fused to Glu106 (indicated by 
arrow) of PsaD thereby replacing the clamp of PsaD with 
the purpose to facilitate electron transfer between the 
4Fe4S cluster FB and the 4Fe4S cluster of HoxY. The 
distances from the 4Fe4S cluster in HoxY and FB in PsaC 
to the amino acids on the surfaces of the respective 
proteins are indicated by arrows. (b) The supposed in vivo 
electron transfer from PC via the 4Fe4S clusters FX, FA 
and FB of PSI to the 4Fe4S cluster in HoxY and further 
to the NiFe centre of HoxH for H2 production is indicated 
by arrows. (c) View of the PSI subunits PsaE, PsaC and 
PsaD perpendicular to the membrane plane showing how 
the PsaD clamp embraces PsaC near the FB cluster. (d) 
Assumed photosynthetic electron flow to HoxYH in the 
psaD-hoxYH mutant which is based either on oxygenic 
photosynthesis and H2O splitting or alternatively on 
anoxygenic photosynthesi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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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Figure 13). 이는 결과적으로 광합성이 일

어나는 환경에서 Fd로의 전자전달을 억제하고, 
[NiFe]-hydrogenase로의 전자전달이 우세해지도

록 함으로써 최대 546 µmol/L, 평균 177 µmol/L
의 수소를 평균 15 µM/h의 속도로 생산해냈다. 이
를 wildtype의 수소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최대치

로는 약 17배, 평균치로는 약 9배에 달하는 수치

로 상당한 효율적 향상을 보였다.

2.3.2. 탄소화합물 생산 전략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를 포집하여, 탄소

화합물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화학, 생물학, 재료 및 엔지니어링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생물활성 시스템과 

inorganic light-harvester의 결합을 통해 식물세포 

광합성을 모사한 탄소화합물의 생산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태양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의 

변환 효율은 배지 pH, 반도체 bandgap, 미생물 종, 
반도체 및 박테리아 적층 밀도, 전하 이동 인터페

이스를 조정하여 최적화할 수 있다. 
Chong Liu et al.[47]은 Ralstonia eutropha 박테

리아 종과 무기 광촉매를 결합해 인공 광합성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무기-생물 시스템을 고안했

다(Figure 14). 본 시스템에서 인산 코발트(CoPi) 
촉매에 의해 물분해가 일어나고, Co-P 합금에 의

해 수소가 생성된다. 생체 적합성 Co-P/CoPi 물 분

해 촉매를 Ralstonia eutropha 종과 결합하면 이산

화탄소 고정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생산

된 수소를 이용해 Ralstonia eutropha 종은 C3+ 이
상의 탄소화합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6일간 합성

된 poly(3-hydroxybutyrate) (PHB)로의 평균 전환 

효율은 36 ± 3%, isopropanol로의 평균 전환 효율

은 31 ± 4%, C4 + C5 alcohol로의 평균 전환 효율

은 16 ± 2%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촉매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물 독성을 충분히 완화하여 자연 

광합성 시스템을 능가하는, 높은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을 보여주어 무기-생물 결합 시스템 구성의 

지평을 열었다. 
Sakimoto et al.[48]은 반도체의 뛰어난 광포획 

특성과 생물학적 촉매 능력을 결합해, 비광합성 

이산화탄소 환원 박테리아 종인 Moorella ther-
moacetica (ATCC 39073)와 박테리아 표면에 합

성된 CdS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무기-
생물 시스템을 고안했다(Figure 15). 박테리아 표

면의 CdS 나노 입자에 의한 빛의 흡수는 전자와 

정공을 만들고, 전자는 이산화탄소에서 아세트산

을 합성하는 Wood-Ljungdahl 경로로 전달된다. 
Wood-Ljungdahl 경로로 환원된 이산화탄소 대비 

아세트산의 수율은 최대 90%를 달성했다. 또한 

저강도 모의 태양광을 조사했을 때, 연 평균 식물 

양자 수득률(quantum yield)인 0.2~1.6%에 반해, 
본 시스템 구성에서 2.44 ± 0.62%의 양자 수득률을 
기록했다. Moorella thermoacetica - CdS 시스템은 

자연 광합성의 효용을 능가했고, 이는 Moorella 
thermoacetica - CdS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무기-생물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탄

소화합물로 전환하는 플랫폼 개발 이외에도 생물

Figure 14. (a) Reaction diagra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for Co-P alloy cathode and CoPi 
anode. Scale bars, 10 µm. (b) ηelec values for the pro-
duction of biomass and chemicals at different values of 
Eappl and various configurations. Solid bars are 5- to 6-day 
averages; hatched bars are 24-hour maxim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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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3. 결  론 

현재 광합성계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전환 연구

는 기초 단계인 광합성 전자의 추출부터 응용 단

계인 수소 및 탄소화합물 등의 광합성 산물 생산

까지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전략이 
시도되며 이론적 발전과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졌

지만, 아직은 그 효율면에서 대량생산과 상용화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들이 전류나 화합물의 형태로 가용에너지를 생산

하여 작은 기기를 구동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는 점에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신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는 지구 시스템 외부로부터 주어지

는 에너지로서 무한한 알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자원이다. 더욱이 자연의 광합성계를 차용하여 고

효율의 태양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친환경성과 지속성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의 고갈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 확

실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합성계를 사용하

는 생물들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연구는 필연적으

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상적인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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