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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 연구 현황 및 지하처분연구시설(KURT)로부터
채취한 지하수의 호기성 미생물 동정

Ⅱ. 목적 및 중요성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미생물 영향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수행되어져 왔다. 처분을 고려하는
국가마다 처분 방식과 개념들은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생물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보편적인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의 다양한 영향 및
연구 동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호기성 미생물을 동정하는 것이다.

Ⅲ.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z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의 역할 및 영향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연구동향을 문헌조사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미생물 정의 및 분류
- 처분용기 및 인공방벽 관련 연구

- 자연방벽 및 자연유사 관련 연구
- 방사성핵종 이동 및 지연 관련 연구

z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포함된 호기성 미생물들을 배양하여
분리하고 분류하였다.

z 선정된 주요한 미생물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분석을 수행하여 미생물을
확인하고, 확인된 미생물들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였다.

Ⅳ. 연구 결과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채취된 지하수에는 약 20여종의 호기성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 종류의 미생물
시료에 대한 16S r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동정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동정된
미생물들의 주요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고, 연구
프로그램에서 조차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주요한
연구결과들이 처분장의 장기 거동에서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부 지하처분환경에서 처분시스템의 거동 및 지중매질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이동 등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다면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서 미생물의 역할 및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또는 타당성 분석)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현재로는
호기성 미생물들만을 대상으로 미생물 동정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지하수에
존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을 동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들 미생물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중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 및
광물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Ⅰ. Title
Recent Research Status on the Microbes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Identification of Aerobic Microbes in a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KUR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possibl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research programs for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by many countries since the mid and late 1980's. Although the
concept and method for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there has been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effects of microb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Until now, however,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ve
not much carried out yet. Recently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the
microbes has been increased because several important results for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ve been published
continuously.
Thus the objectives of this report are to investigate the research status on
the various effects of microbes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to
identify and characterize aerobic microbes found in the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located in KAERI
site.

Ⅲ. Scope and Contents
In this report, we have performed studi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z Comprehensive review on the research results and status for the various
effects and roles of microbes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cluding
following themes:
-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microbes
- researches related with the waste containers and engineered barriers
- researches related with natural barriers and natural analogue studies
- researches related with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z Cultivation, isolation, and classification of aerobic microbes found in a
groundwater sampled from th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located in KAERI site

z Identification by a genetic analysis of selected major microbes and
characterization of the identified microbes.

Ⅳ. Results
The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KURT was analyzed and found having
over 20 anaerobic microbes. Among them, 10 microbes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by using a 16S rDNA genetic analysis and their major
characteristics were also investigated.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importance of microbes has not been
generally accepted by many researchers
In our country, the researches for the microbes have not been carried out and
even not considered in research programs. However, some research results
published recently from other countri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microbes on the long-term behavior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Thus, in the future, if further researches are carried out for a long-term
behavior of the disposal system in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and for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geological
media,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s and roles of microbes o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can be rigorously evaluated.

Ⅴ.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as a preliminary study(or as a feasibility
study)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and roles of microbes on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this report, microbial identific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aerobic microbes themselves at this time. However,
we are planning to carry out microbial identification for anaerobic microbes
present in a groundwater including a method development. Further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minerals in
the subsurfac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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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미생물 활동의 영향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수행되어져 왔다(West
et al., 1982, 1985; West, 1995; Stroes-Gascoyne and West, 1996; Pedersen,
2000). 처분 방식과 개념들은 처분을 고려하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생물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보편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
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중요한 연구 결과들

(Abdelouas et al., 1998; Dong et al., 2006; Fortin and Langley, 2005;
Gorman-Lewis et al., 2005; Kim et al., 2004; Ohnuki et al., 2004; Ozaki et al.,
2004; Panak et al., 2002; Williams et al., 2005)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 개념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멸균된 환
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적 영향들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에서의 미생물 영향들은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Stroes-Gascoyne and Sargent, 1998). 긍정적 영향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z 지하수로부터 적어도 잠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영구적으로 방사성핵종들을
제거할 생체막(biofilm)이 있는 미생물로의 방사성핵종의 수착

z 처분공에서의 미생물에 의한 지화학적 환경(즉, pH와 Eh) 변화에 의한 방사
성핵종들의 침전

z 다공성 물질들에서 미생물들의 풍부한 성장에 의한 기공의 막힘(clogging) 및
이로 인한 다공성 물질의 수력학적 전도도의 감소
부정적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z 지하수 및 인공방벽을 통한 유동성 세포들에 수착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
z 지화학적 환경의 미생물적 변화(즉, 유기 및 무기 산의 생성, 미생물적으로 생
성된 리간드에 의한 복합화)에 기인한 방사성핵종들을 함유한 폐기물 및 방사
성핵종의 용해

z 폐기물 용기들의 미생물들의 생체막 하에서 또는 부식적 대사작용들의 결과
로 인한 부식(microbially-influenced corrosion, MIC)

z 처분장 환경에서 압력상승(pressure buildup)을 유발하는 메탄과 같은 가스
생성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의 다양한 영향 및 연구 동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호기성 미생물의
종류 및 농도를 확인하는(즉 동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 2 장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 미생물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되어 그동안 수행되어온 미생물 관련
연구들을 처분장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중요성을 중점으로 하여 간단
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선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등 인공 방벽 성능에 미치
는 미생물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자연 방벽의 성능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 및 자연유사연구를 통한 미생물의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
으로 방사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에 미치는 미생물의 다양한 영향 및 거동 특성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 미생물의 역할이나 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 및 동향에 대해서
는 다음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1 절 미생물 정의 및 분류
현대에서 모든 생명체는 일리노이 대학의 Carl Woese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개발된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적 기술에 바탕을 둔 세영역 분류체계를 따르
고 있다(Woese et al., 1990). 세영역 분류체계에서 첫 번째 영역은 전통적인 세
균을 포함하는 세균영역(Bacteria 또는 Eubacteria)이고, 두 번째 영역은 고세균
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시세균영역(Archaea)라고 이름 붙였다. 세 번째 영역은 진
핵생물영역(Eucarya)이라 불린다.

세균영역과 원시세균영역은 단세포 원핵생물

체들이며 진핵생물영역은 진핵세포로 된 복잡한 단일 또는 다세포 생물체이다.
원시세균과 세균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3가지 점에서 다른데, 리보좀 안에 존재하
는 RNA 형태, 세포벽의 구성성분, 그리고 특정 항생물질에 대한 민감성에서 상
이하다. 그림 1에 16/18S rRNA 유전자에 기초한 모든 생명체의 계통도를 나타
내었다.
세균영역과 원시세균영역에 있는 유기체들은 모두 미생물들이다. 그리고 진핵
생물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가지들(branches)도 또한 미생물들이다. 사실, 다세포
유기체들은 동물(Animals), 식물(Plants), 진균(Fungi) 등 세개의 가지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생물들은 생명체 계통도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결국 미생물들이 우리 지구에서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생명의 다양성을 구성한다
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은 주로 형태학적, 생화학적 그리고 분자적 조건

제

2 절 처분용기 및 인공방벽 관련 연구

1. 처분용기 연구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개념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은 금속 처
분용기(canister)로 포장되어 지하 수 백 미터에 위치하는 지하매질의 처분공에
정치되는데,

이

때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

사이의 공간은

인공방벽시스템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을 구성하는 완충재(buffer) 물질인 점토물질
로 메워지고, 처분 터널은 뒷채움재(backfill)로 채워지게 된다. 처분장 폐쇄 후에
암반과 인공방벽, 처분공과 터널들은 결국 물로 포화되게 될 것이다.
이 때 유입된 물은 암반으로부터 유입된 지하수 이거나 처분용기 정치 작업
등에 의해 추가된 지하수 또는 인공적인 물일 것이다. 아무튼 그 발생원에 상관
없이 모든 물은 미생물을 포함할 것이고 이러한 미생물들은 완충재와 함께 섞이
게 되어 결국은 어떤 결과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점토의 팽윤은 처분용기와
암반 표면으로부터 수 센티미터 범위내의 깊이까지 지하수 미생물을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또 벤토나이트에 고유한 미생물들이 벤토나이트와 혼합지역에 존재
할 것이다.
폐기물 용기들의 미생물 영향에 의한 부식(microbially-influenced corrosion,
MIC)은 금속표면에 미생물 존재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예를 들면, 흡장지역
(occluded zone)의 생성, 생체막에서의 pH 및 Eh 변화) 또는 미생물적 대사작용
들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예를 들면, sulphide, 유기산, 암모니아)에 의해
발생한다. 완충재에서 세균의 생존에 대한 방사선(irradiation)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실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troes-Gascoyne et al., 1995; Lucht and
Stroes-Gascoyne, 1996). 열과 건조(desiccation)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2.5년 동
o

안 85 C의 압축된 완충재에 히터를 삽입하여 full-scale borehole로 URL에서 수
행되었다(Stroes-Gascoyne et al., 1996, 1997a).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방사선과 건조의 영향들이 폐기물 용기를 감싸고 있
는 완충재 안으로 수십 센티미터 까지 이어지는 소모되거나 감소된 미생물 활동
영역을 만든다는 것이다(King and Stroes-Gascoyne, 1997). 어떤 세균도 건조된
조건에서는 비활동적이다. 시간이 경과하여 방사선이나 열 영향이 줄어들어서 용
기표면이 다시 물로 덮일 때 이러한 미생물의 생존자들이 다시 활동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의 재활동은 평균기공크기가 50 nm 밖에 안 되는
압축된 완충재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심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지하수가 완충재를 재포화함에 따라 만약 세균들이 완충재를 통해 이동
할 수 있다면 원래의 지하수 세균들이 용기표면에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용액으
3

로부터 5 cm 길이의 압축된 불포화 완충재(조사된 건조밀도 1.6과 1.8 g/cm )를
세균들이(Pseudomonas Stutzeri) 이동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 약
20주 동안 수행되었다(Stroes-Gascoyne et al., 1997b). 실험 결과, 비록 완충재들
은 물로 완전히 포화되었지만 세균들은 전체 20주 동안 용액에서 완충재로 이동
할 수 없었다.
캐나다 Whiteshell Laboratory에서 수행된 연구들은(Stroes-Gascoyne and
West, 1997; King, 1996) 폐기물 용기의 생체막에서 MIC들은 건조와 방사선 영
향의 결과로 “비생물적 영역”(abiological zone)을 형성하기 때문에 처분 후 상당
기간동안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IC들은 용기 표면에서 어
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SKB에 의한 환원된 황 화학종의 형성을 통해 발생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황생성, 침전 확산에 기초한 구리 용기
들의

부식율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이

개발되었다(King

and

Stroes-Gascoyne, 1997). 처분용기 주변의 길이 40 cm의 비생물학적 영역을 관
총하는 정상상태(steady state) 물질이동에 기초하여 수행한 예비평가 결과들은
이런 MIC 형태에 의한 부식율은 10

-3

µg/y 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King, 1996). 이것은 백 만년 이상동안 약 1 mm의 벽을 관통하여 이동하는 정
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용기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SRB에 의한 sulphide의
형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용기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생체막 형성이 가능하다
면 이러한 예측은 재평가되어야 하고 흡장된 지역에서의 미생물과정 및 부식과
정들을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King, 1996). 비록 용기표
면에서 직접적인 생체막 형성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용기표면에 매우 심각한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생체막 구조는 이
러한 환경에서는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생물적으로 생성된 다른 화학종
들이(acetate, nitrite, ammonia) 특정한 조건하에서 구리의 응력부식파손(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종들이 포함
되도록 모델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Stroes-Gascoyne and Sargent, 1998). 그러
나 이러한 생성물들은 완충재에서 세균들의 대사속도(metabolic rate)가 매우 낮

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으며, 이런 화학종들의 농도는 대사적 경로
(metabolic pathways)에서 다른 세균들에 의해 소모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완충재(Buffer) 연구

압축된 벤토나이트에서 미생물의 생존과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생존가능
한 미생물들의 개체수가 팽윤동안에 매우 빨리 감소하고 완전히 압축된 상태에
서는 매우 적은 수의 세포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Pedersen, 2000).
또 완전히 압축된 상태에서는 환산염-환원(sulphate-reducing) 활동이 거의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생존자는 포자(spore)를 형성한 미생물들일 것이다. 그
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존가능한 세포활동은 완전 압축 상태에서 포자가 비
활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포자들이 어려운 환경조건들에 매우
저항적이기는 하지만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3에서 도시적으
로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들은 완전히 압축된 상태에서 생존가능한 포자들의 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느리지만 상당한 포자의 사망률은 결국 완충재에
서 생명의 완벽한 박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의 수명 내에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 일단 벤토나이트
가 멸균된다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Pedersen, 2000). 점토의 공극 크
기는 평균적인 미생물의 크기보다 100-1000 배 정도 작다. 이것은 미생물들이 죽
고 난 뒤에 새로운 미생물들이 완충재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시
된 모델들은 실험실 배양에서 얻어진 미생물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미생물들이 더 잘 견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
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충재에서 모든 생명체는 완
전히 박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압축된 완충재에서 미생물의 박멸과정에 대한 도시적 설명.

3. 뒷채움재(Backfill) 연구

뒷채움재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다양한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뒷채움재에 대한 주요 관심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제 3 절 자연방벽 및 자연유사 관련 연구
1. 자연방벽 연구

몇몇 프로젝트들은 실험적으로 각자 독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암반 대수층과
터널에서 미생물의 산화환원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결과들은
처분장 성능에 대한 지중 미생물들의 매우 큰 강점은 산소로부터 처분장과 모암
을 보호하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과 산화화원 전위를 낮추는 지하수 성분들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산소는 유입되는(recharging) 지하수를 따라 암반으로 흘러들거나 터널내의 공
기로부터 암반(rock matrix)으로 확산해 들어갈 것이다. 유입되는 지하수는 유기
물질을 함유할 것이고 미생물들은 유기탄소를 산화시킴으로써 산소를 연속적으
로 감소시킬 것이다. 암반 및 암반 대수층에 존재하는 혐기성(anaerobic) 미생물
3+

4+

들은 제2철 이온(ferric ion, Fe ), 망간(IV)(manganese(IV), Mn ) 및 황산염
(sulphate)

등을

유기탄소와

함께

제1철(ferrous

iron,

2+

Fe ),

망간

2+

(II)(manganese(II), Mn ) 및 황화물(sulphide) 등으로 환원할 것이다(Pedersen
and Karlsson, 1995). 이러한 금속들과 황(splphur)은 물이 터널에 유되어 도찰할
때 산소와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미생물들은 지하수가 스며 나오는 터널 벽에서
발달한다. 이들 미생물들은 무기 지하수 성분들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탄소를 생성한다. 또다른 미생물들은 생성된 유기물질들을 추가적인 산소 감
소를 위해 추후에 이용할 수 있다.
빙하기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연구되었는데, 빙하기 동안 유기탄소의 광합성
형성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유입된 지하수와 함께 들어오는 유기탄소의 양은
매우 적을 것이다. 메탄은 지하의 깊은 맨틀(mantle) 암반에서 생성되어 위로 이
동하기 때문에 깊은 맨틀 암석으로부터 메탄의 연속적인 흐름은 빙하기 사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HRL에서

수행된

Microbe-REX

프로젝트는

메탄-산화

세균

(methane-oxidizing bacteria)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 연구이다(Kotelnikova and
Pedersen, 1999). 메탄이 과량으로 존재하면 심지층 처분장은 폐쇄후에 QK르게
혐기성화 될 것이다. 한 분자의 메탄(CH4)은 두분자의 산소(O2)를 환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8개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메탄은 지하의 깊은 맨틀

(mantle) 암반에서 생성되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깊은 맨틀 암석으로부터 메탄

가봉(Gabon)의 Oklo에 있는 자연 분열반응기 지역에서 1993년 3월부터
119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균의 분포와 수응 조사할 목적으로 특별히 IRB
와 SRB를 염두에 둔 현장 분석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Crozier et al., 1999;
Pedersen et al., 1996a; Pedersen et al., 1996b). IRB와 SRB 등 두 미생물 군은
2-

2-

제 1 철(ferric ion)과 SO4 로 유기물을 산화시켜 제 2철(ferrous iron)과 S 를
생성한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조사 결과들은 지하수 미생물들은 균열물질에 있
는 미생물들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지만 흐르는 지하수를 가진 균열로부터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은 세균활동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Bangombé 지하수화학(groundwater
chemistry)에 대한 호기 및 혐기성 미생물활동의 주요 영향은 용존산소와 고체
철(II) 산화물의 소모 및 CO2의 생성이다. 지하수의 산화환원 전위를 낮추는 것
은 철(III)로부터 환원된 전자수용체인 철(II)의 생성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유기물질의 미생물 열화의

결과로

인한

반응기

지역에서의

alkalinity 증가를 보이는 반응기 지역 지하수에 대한 다변수 혼합(multivariable
mixing) 및 물질수지(mass balance) 계산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나. Palmottu 자연유사

핀란드 Palmottu 자연유사 연구지역에서의 미생물의 총수는 깊이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관계는 Äspö HRL에서도 관측되었다. 혐
기성 환원미생물들의 수는 깊이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Fennoscandian 지하수들에서 얻은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총 철농도
및 황화물농도로 측정된 IRB 및 SRB 의 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Pedersen,

2000).

일반적으로

IRB,

SRB,

heterotrophic

acetogens(HAs) 및 autotrophic acetogens(AAs)가 많을수록 산화환원 전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미생물활동은 산화환원 전위를 감소시키지만 채취한
Palmottu 지하수의 산화환원이 발견된 미생물들의 환원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
는

것이지 아닌지 결론내리기엔

미흡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생물들이

Palmuttu 지하수 시스템을 환원상태로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Pedersen,
2000).
미생물들이 U(VI)를 U(IV)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들이 있었다
(Lovely and Phillips 1992; Lovely et al., 1991). Palmottu 지하수 미생물을 이용

한 연구결과들은 미생물들이 U(VI)의 U(IV)로의 환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가
능성은 있다는 것이다(Pedersen, 2000).

제 4 절 방사성핵종 이동 및 지연 관련 연구
미생물(microbe)은 하나의 단세포에 완전한 생활주기(life cycle)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유기체이다. 많은 미생물 종들은 적당한 조건에서 다세포적 구조를 형
성하며 때로는 생물구조(bio-structure)를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과 형태학적
(morphological) 및 대사적(metabolic) 차이를 가지기도 한다.
세포분화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은 미생물 번식(propagation)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미생물은 지구상의 어떤 다세포(multi-cellular) 유기체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그들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들을

생물열화

(bio-degrade) 및 생물합성(bio-synthesize)을 수행하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
는 것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반응들(mocrobial reactions)은 침전물, 통
양, 호수 및 지하수와 같은 매우 다른 많은 환경들의 화학적 조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조절한다.
미생물들은 자유 수용액상에서 수동적으로 부동한(floating) 또는 적극적으로
유영하는(swimming) 미부착된(unattached) 부유성(planktonic) 세포들로 발생되
거나 또는 고체 표면에 부착되어 진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가진 수용액상에 침수
된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어떤 고체 표면은 생체막(biofilm) (즉 고체표면을 감싸
는 생물체의 막)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성장조건들이 적절하다면 수용액
상으로부터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들은 부착된 상태로 성장하고 분화하기 시작한
다.
모든 미생물들은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의 산화(oxidation)로 부터 추출되는
화학에너지에 의해 유발된 대사적과정들(metabolic processes)에 기초하여 생활
한다. 에너지의 산화적 추수(harvesting)는 동시적으로 수반되어 환원되는 전자수
용체(electron acceptor)를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환원 가능한 외부의 전자수용
체(예를 들면, 산소, 질소, 황, 철 또는 망간 등)가 이용될 때는 호흡작용
(respiration)이라 불리고, 전자들이 원래 에너지원의 열화생성물들(degrdation
products) 사이에서 뒤섞일 때는(예를 들면, 당이 알콜과 이산화탄소로) 발효작용
(fermentation)이라 불린다.
미생물적 과정들은(microbial processes) 환경에서 방사성핵종들의 유동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1은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또 그로 인한 핵종들의 이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적 과정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미생물적 과정
들은

미생물의

상태와

과정들의

형태에

따라

방사성핵종들을

부동화

(immobilization) 시키거나 유동화(mobilization) 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림
6 참조). 생체막에 있는 미생물들은 착화제(complexing agents)를 생성하는 것들
을 제외하고는 부동화 작용을 한다.

표 1.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방사성핵종의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적 과정들
활성 미생물적
관여된 미생물의 미생물의 작용
에너지에 의한
방사성핵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방식
유도된 대사 유무
미생물적 과정들
부유성 생물막
직접
간접
예
아니오
부동화 과정들
생체흡착(Bio-sorption)

O

O

O

생체축적(Bio-accumulation)

O

O

O

O

O

생체변환(Bio-transformation)

O

O

생체광물화(Bio-mineralization)

O

O

O

O

대사적 산화환원반응
(Metabolic red-ox reaction)

O

O

O

O

유동화 과정들
생체흡착

O

O

생체축적

O

O

O

착화제의 생산 (Production of
complexing agents)

O

O

O

O

O

spectroscopy) 측정 결과에 의하면 BIOS 시료들은 건조무게 기준으로 약
55~90% 범위의 hydroxylamine-reducible iron과 망간산화물(manganese oxide)의
함양을 보여주었다.
BIOS와

용해된

중금속

농도사이의

비로

계산된

분배계수(distribution
5

coefficient) Kd 값은 시료의 금속 및 철산화물 함량에 따라 10에서 10 에 이르는
고체상의 농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료에서의 log Kd와 환원 가능
한 산화물의 질량 분율이 역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금속
포획(uptake)이 복합 고체들에 있는 세균성 유기물질의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는 결과라 하겠다. BIOS의 금속 축적 특성에 근거
하여, 지하수시스템에서의 용해된 금속들의 이동과 운명에서 세균성 유기물질들
과 상호혼합된 철산화물의 중요성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호기성 미생물의 동정

제 1 절 지하수 시료 채취
1. 지질학적 특성

본 연구지역은 대전 유성지역에 해당한다. 유성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점에 위치하며 금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와 접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계룡산 줄기를 능선으로 공주시와 접하며,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
으로 흐른다. 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위치하며 주로 선캠브리아기
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그림 7.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지형학적 및 지질학적 지도.

선캠브리아 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및 편암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연구지역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
는 크게 시대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중생대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복운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전 범위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암석으
로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세립질이며 주구성광
물은 석영, 사장 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저어콘, 금홍석, 인회석 등
이 소량 관찰된다(김건영 외, 2004).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쌍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
을 따라 녹니석화되어 있기도 하다.
대전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
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이상만 외, 1980). 이들은 중립
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적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연구지
역 외곽부에는 중생대 심성암류가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고 있다(박
희인 외, 1977). 이 밖에 맥암류와 석영반암이 연구 지역 전반에 걸쳐 이들을 관
입하고 있다. 석영반암은 연구 지역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과는
상호 점이적인 관계를 보인다. 석영과 장석반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며 장
석반정의 경우 일부 견운모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암맥으
로 석영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W의 관입 방향을 보이며, 정지곤 외
(1997)는 이 암맥류들이 유성온천지역의 온천수를 가열시킨 열원과 밀접하게 관
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말농장 우측 후면에
위치한 KURF 지하처분연구시설은 2003년 부지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9월경
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규모는 총길이 약 180 m, 연구용 터널이
막장 부근에 진입터널 좌우로 각각 위치하게 된다. 터널이폭 6 m의 말굽형 형태
터널이고 지하 약 90 m 깊이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8).

그림 8.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개념적 도식도.

지하처분연구시설 지역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암종은 편마암질 화강암이며,
흑운모화강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편마암질 화강암은 암맥과 접촉면이나 지질
구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은 매우 신선
한 상태를 나타낸다. 편마암질 화강암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는 흑운모화강암은
담홍색이며 편마암질 화강암과의 접촉부는 복잡한 양상으로 매우 단단하게 봉합
되어 있고, 때로는 점이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암상상태는 암맥과의
접촉면이나 지질구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아 매우 신선한 상태를 나타낸다. 암맥의 대체적인 경사 방향은 45NW이며 암
맥의 진폭은 노두나 시추공에서 확인한 결과 0.3∼5 m 내외이다. 상부 구간에서
는 화강암 접촉면의 상태가 불량하고 변질되었지만 하부 구간은 화강암 접촉상
태가 매우 단단하고 신선하므로 진입터널 입구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암맥이 동
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지 단열대는 진입 터널
을 사교하는 NW 방향군과 NE 방향군으로 존재한다(조원진 외, 2004). 부분적인
단층 또는 파쇄대로 인해 진입터널 굴착시점 부근의 지역은 다소 불량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으며, 입구부에서 약 100 m 정도 되는 지점에 폭 10 m 이내의 경사
도가 급한 파쇄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모듈이 위치하는 진입터널 종점 부
근은 양호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승엽 외, 2006).

그림 9.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입구 전경.

2. 지하수의 채취 및 특성

미생물 동정에 사용될 지하수는 막장 부근 파쇄대 지역과 연결된 시추공에서
채취한 지하수이다. 채취된 지하수의 기본 특성 및 화학조성을 표 2에 나타내었
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채취된 지하수의 pH는 약 8.5 정도로 알칼리이며
Eh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90 mV 정도로 약 환원상태인데 이는 지표수의
유입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특이한 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화강암반 지하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 KURT에서 채취된 지하수의 기본 특성 (2006년 6월)
Borehole
Temp (℃)
Eh (mV)
pH
EC (μS/cm)
DO (mg/L)
TDS (mg/L)

TB-4
14.6
-90.6
8.5
142.6
3.5
117

SiO2 (mg/L)
Na (mg/L)
Ca (mg/L)
K (mg/L)
Mg (mg/L)
Cl (mg/L)
2SO4 (mg/L)
NO3 (mg/L)
F (mg/L)
HCO3 (mg/L)

18.3
7.4
16.5
1.2
1.3
2.23
6.84
0.90
1.34
60.0

Al (µg/L)
Fe (µg/L)
Mn (µg/L)
Sr (µg/L)
Li (µg/L)
V (µg/L)
Cr (µg/L)
Co (µg/L)
Ni (µg/L)
Cu (µg/L)
Zn (µg/L)
As (µg/L)
Rb (µg/L)
Mo (µg/L)
Cs (µg/L)
Ba (µg/L)
Pb (µg/L)
U (µg/L)
Th (µg/L)

278.5
59.3
2.4
111.8
7.6
2.3
1.4
0.2
1.1
6.5
9.8
1.3
5.0
13.8
0.2
73.5
2.1
52.0
0.041

제 2 절 미생물 동정 방법
1. 미생물의 분리

채취한 지하수에서 미생물의 분리는 다음의 과정과 절차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Jukes and Cantor, 1969; Beji et al., 1987).
1) 시료를 연속희석법으로 희석한다.
-2

-3

o

2) 10 , 10 으로 희석한 시료를 각각 3장의 R2A 배지에 도말하여 25 C에서
일주일간 배양한다.
3) 총균수를 계수한다.
4) 육안으로 구분되는 미생물을 종류별로 계수하고 대표종을 새 배지에 배양
하여 single colony로 분리될 때까지 계대배양한다.
o

5) 순수분리된 미생물을 20% glycerol 용액에 현탁하여 -20 C에서 보존한다.
6) 지하 암반수 시료가 비교적 미생물이 적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예비 실험으
o

로 원 시료를 100㎕, 300㎕, 1㎖을 도말하여 25 C에서 배양하였다.
7) 배양 5일 후 관찰 결과 계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미생물 colony가 관
찰되어 연속희석법으로 시료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8) 각각의 배지상에 나타난 미생물 colony를 육안으로 구분하여 계수하고 이
들을 배지에서 순수분리하기 위해 계대 배양하였다.
9) 순수분리 과정 중 여러 colony가 두 개 이상의 미생물 종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점종의 선별이 불가능하였다.
-1

-2

10) 10 , 10 의 희석배지에서 총 83개의 서로 달라 보이는 균주를 분리하였
고, 순수분리 과정을 통해 80개의 미생물을 선별하였다.
11) 이들을 다시 10여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1 균주를 선별하여
10종을 선발하였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종균 배양 및 분류를 나타내는 사진(빨간색 표시된 것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10개의 시료임).

2. 사용 배지의 조성

미생물 배양에 사용된 배지의 조성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미생물 배양에 사용된 배지의 조성
배지

양 (g)

Yeast extract

0.5

Proteose peptone No. 3

0.5

Casamino acids

0.5

Dextrose

0.5

Soluble starch

0.5

Sodium pyruvate

0.3

Magnesium sulfate

0.05

Dipotassium phosphate

0.3

Agar

15.0

* Based on 1 L of distilled water, pH 7.2 ± 0.2

3. 16S rDNA 유전자 분석

미생물 동정을 위해 사용된 16S rDNA 유전자 분석은 다음의 과정들에 의해
수행되었다(Lane, 1991).
1) Ribosomal RNA의 이차구조를 참고하여 sequence를 alignment한다.
2) % Similarity 값을 구한다.
3) 순수분리된 미생물 한 colony를 취하여 chromosomal DNA를 Beji 등의 방
법으로 추출한 뒤 universal primer를 사용하여 16R rDNA 유전자를 증폭
하고 V3 region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한다.
4) 염기서열의 chromatogram을 편집하여 얻어진 rDNA의 염기서열을 2차 구
조를 참고하여 정렬하고 표준균주의 염기서열과 비교분석하여 동정한다.

제 3 절

미생물 동정 결과

1. 총균수 측정
4

채취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호기성 미생물의 총균수는 8.3 x 10 CFU/㎖ 인 것
으로 측정되었다. 시료가 지하 암반수이므로 영양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
어 빈영양배지로 R2A배지를, 영양배지로 PCA(Plate count agar)를 사용하여 예
비실험한 결과 빈영양배지상에서 영양배지보다 10배 이상의 미생물이 더 계수되
었다. 따라서 빈영양배지를 분리배지로 사용하여 배양가능한 미생물의 총균수를
계수하였다.

2. 균주 AE-1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37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ACGGAAAGGCCCAGCTTGCTGGGTACTCGAGTGGCG
AACGGGTGAGTAACACGTGGGTGATCTGCCCTGAACTTTGGGATA
AGCCTGGGAAACTGGGTCTAATACCGGATATGACCTTGGAGTGCA
TGCTCTGGGGTGGAAAGCTTTTGCGGTTCAGGATGGGCCCGCGGCC
TATCAGCTTGTTGGTGGGGTAATGGCCTACCAAGGCGACGACGGGT
AGCCGACCTGAGAGGGTGATCGGCCACACTGGGACTGAGACACGGC
CCAGACTCCTACGGGAGGCAGCAGTGGGGAATATTGCACAATGGGC
GCAAGCCTGATGCAGCGACGCCGCGTGAGGGATGACGGCCTTCGGG
TTGTAAACCTCTTTCACCAGGGACGAAGCGCAAGTGACGGTACCTG
GAGAAGAAGCACCGGCCAACTACGTGCCAGCAGCCGCGGTAATACG
TAGGGTGCGAGCGTTGTCCGGAATTACTGGGCGTAAAGAGCTCGT
AGGCGGTTTGTCGCGTCGTCTGTGAAATTCTGCAACTCAATTGTA
GGCGTGCAGGCGATACGGGCAGACTTGAGTACTACAGGGGAGACTG
GAATTCCTGGTGTAGCGGTGAAATGCGCAGATATCAGGAGGAACA

CCGGTGGCGAAGGCGGGTCTCTGGGTAGTAACTGACGCTGAGGAGC
GAAAGCGTGGGTAGCG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
CGTAAACGGTGGGTACTAGGTGTGGGGCTCATTTCACGAGTTCCGT
GCCGTAGCTAACGCATTAAGTACCCCGCCTGGGGAGTACGGCCGCA
AGGCTAAAACTCAAAGGAATTGACGGGGGCCCGCACAAGCGGCGGA
GCATGTGGATTAATTCGATGCAACGCGAAGAACCTTACCTGGGTT
TGACATACACCAGACGCATGTAGAGATACATGTTCCCTTGTGGTT
GGTGTACAGGTGGTGCATGGCTGTCGTCAGCTCGTGTCGTGAGATG
TTGGGTTAAGTCCCGCAACGAGCGCAACCCTT-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Gordonia nitida LE31T

AF148947

100.00

0/1037

Gordonia alkanivorans T

Y18054

99.90

1/1037

Gordonia westfalica Kb1/Kb2T

AJ312907

99.71

3/1037

Gordonia namibiensis NAM-BN063AT

AF380930

98.84

12/1037

Gordonia rubripertinctus DSM43197T

X80632

98.84

12/1036

Gordonia rubripertinctus ATCC 14352TT

X81915

98.84

12/1035

Gordonia amicalis IEGMT

AF101418

98.07

20/1035

Gordonia desulfuricans 213E; NCIMB 40816T

AF101416

97.68

24/1036

Gordonia sihwensis DSM 44576T

AJ416151

97.39

27/1036

Gordonia bronchialis T

X79287

97.30

28/1037

Gordonia hydrophobica DSM 44015T

X87340

97.29

28/1035

Gordonia terrae ATCC 25594TT

X81922

96.91

32/1035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Gordonia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Gordonia 는 현재
21종(2006년 6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중 Gordonia nitida와 100% 일치하는 매
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G. nitida는 2000년 ethylpyridine과 methylpyridine을
분해하는

균주로 폐수로부터 분리되어

신종으로 보고되었는데,

2005년

G.

alkanivorans와 DNA-DNA hybridization 분석으로 동일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세균의 명명법 규칙에 의거 1999년 신종으로 보고된 G. alkanivorans가 종명
으로 남게 되었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37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Gordonia alkanivorans(nitida)균주와 100%의 유사도를 보여, Gordonia
alkanivorans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G. alkanivorans와 G. nitida 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이 1,424bp 중 1개만이 틀리다.

마. 판정: Gordonia alkanivorans (Kummer et al. 1999)

바.

분류등급

Actinobacteria

및

특성(Taxonomic

Actinobacteria

Corynebacterineae

Gordonaceae

rank

&

Characteristics):

Actinobacteridae
Gordonia

Bacteria

Actinomycetales

Gordonia alkanivorans

Gordonia 속은 방선균류에 속하는 균으로 균사형 생장을 하지 않으며,
nitrate reduction을 하고 sucrose를 sole carbon source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으
로 동일 분류군의 다른 속 균주들과 구분이 된다. Gordonia 속은 다양한 서식지
에서 발견되는데 육상과 해저 토양 뿐만 아니라 waste gas를 처리하는 biofilter
에서도 분리되었다. G. alkanivorans는 tar 공장이 있던 곳의 토양(tar- &
phenol-contaminaed)에서

n-alkane-degrading

세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hexadecane을 분해할 수 있는 균주로 선발되었다. Colony의 색은 orange ~
orange red로 shiny surface를 이룬다. 운동성이 없고 단간균 형태로 young
culture는 전형적인 coryneform인 V-shape 배열을 하지만 old-culture에서는 거
의 coccoid 형태로 존재한다.
o

생장온도는 13-40 C, 6%(w/v) NaCl에서 자라며, anaerobic 생장은 하지 못한
다. 질산염을 환원하고 starch와 Tween 80를 분해할 수 있으나 casein, gelatin
등은 분해하지 못한다. H2S를 생성하며 1 % etnanol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생장
이

가능하며

0.1%

glucose를

첨가하면

humic

acid(0.5%),

lignin(0.2%),

phenol(0.1%) 등에서도 자랄 수 있다. 2005년도에 G. alkanivorans와 동종으로
밝혀진 G. nitida는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데 G. nitida는 질산염 환원과
starch 분해를 못하는 균주이다. 그림 11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
다.

그림 11. 시료 AE-1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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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주 AE-6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993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ACGAGACCTTCGGGTCTAGTGGCGCACGGGTGCGTA
ACGCGTGGGAACCTGCCTTTAGGTTCGGAATAACAGTGAGAAATT
ACTGCTAATACCGGATAATGTCTTCGGACCAAAGATTTATCGCCT
TTAGATGGGCCCGCGTTGGATTAGCTAGTTGGTGGGGTAAAGGCC
TACCAAGGCGACGATCCATAGCTGGTCTGAGAGGATGATCAGCCAC
ACTGGGACTGAGACACGGCCCAGACTCCTACGGGAGGCAGCAGTGG
GGAATATTGGACAATGGGCGAAAGCCTGATCCAGCAATGCCGCGTG
AGTGATGAAGGCCTTAGGGTTGTAAAGCTCTTTTACTGGGGATGA
TAATGACAGTACCCAGAGAATAAGCTCCGGCTAACTCCGTGCCAGC
AGCCGCGGTAATACGGAGGGAGCTAGCGTTGTTCGGAATTACTGGG
CGTAAAGCGCACGTAGGCGGCTTTTTAAGTCAGGGGTGAAATCCCG
AGGCTCAACCTCGGAACTGCCCTTGAAACTGGGAAGCTAGAATCTT
GGAGAGGCGAGTGGAATTCCGAGTGTAGAGGTGAAATTCGTAGAT
ATTCGGAAGAACACCAGTGGCGAAGGCGACTCGCTGGACAAGTAT
TGACGCTGAGGTGCGAAAGCGTGGGGAGCAAACAGGATTAGATAC
CCTGGTAGTCCACGCCGTAAACGATGATAACTAGCTGTCCGGGCTC
ATAGAGCTTGGGTGGCGCAGCTAACGCATTAAGTTATCCGCCTGGG
GAGTACGGTCGCAAGATTAAAACTCAAAGGAATTGACGGGGGCCT
GCACAAGCGGTGGAGCATGTGGTTTAATTCGAAGCAACGCGCAGA
ACCTTACCAGCCTTTGACATCCTAGGACGACTTCTGGAGACAGATT
TCTTCCCTTCGGGGACCTAGTGACAGGTGCTGCATGGCTGTCGTCA
GCTCGTGTCGTGAGATGTTGGGTTAAGTCCCGCAAC-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Porphyrobacter sanguineus IAM 12620T

AB021493

99.80

2/991

Porphyrobacter donghaensis SW-132T

AY559428

98.59

14/991

Porphyrobacter dokdonensis DSW-74

DQ011529

97.68

23/991

Porphyrobacter tepidarius OT3T

D84429

97.44

25/978

Porphyrobacter cryptus ALC-2T

AF465834

97.06

29/988

Porphyrobacter neustonensis T

M96745

97.02

29/974

Escherichia coli

J01695

83.25

165/985

Bacillus subtilis T

X60646

80.19

192/969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Porphyrobacter

Porphyrobacter
는

현재

속에

6종(2006년

속하는

6월

기준)이

세균으로
존재하며

판명된다.
이

중

Porphyrobacter sanguineus와 99.80% 일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
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993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Porphyrobacter
sanguineus

표준균주와

2개의

염기만이

틀리는

99.80%의

유사도를

보여,

Porphyrobacter sanguineus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Porphyrobacter sanguineus (Ahrens and Rheinheimer 1968;
Hiraishi et al. 2002)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Alphaproteobacteria

Sphingomonadaales Sphingomonadaceae Porphyrobacter Prophyrobacter
sanguineus

Porphyrobacter 속은 bacteriochlorophyll을 생성하는 그람 음성의 세균으
로 pleomorphic rods 혹은 cocci로 polar growth 혹은 budding으로 번식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세포표면에 multifibrillar stalklike fascicle structure와 분화구
모양의

구조를

bacteriochlorophyll

만들기도
a를

하는

합성할

수

chemoheterotrophs로
있다.

P.

저영양배지에서

sanguineus는

biphenyl과

dibenzofuran을 분해하는 균으로 budding과 asymmetric cell division으로 번식하
며 colony는 영양배지에서 orange 혹은 red 빛을 띤다. Bacteriochloropphyll a와
o

carotenoids를 생성하며, 20-37 C에서 잘 자란다. NaCl이 결핍된 배지에서는 자
라지 못하는데 1%의 농도가 최적상태이다. Starch, chitin, casein, gelatin,
Tween 80 등을 분해하지 못하며, yellow-orange pigment 생성에 수반되는 현상
으로 biphenyl과 dibenzofuran을 분해할 수 있다. Major cellular fatty acid는
C18:17cis 이며 respiratory quinone은 Ubiquinone-10을 가진다. 그림 12에 시료
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2. 시료 AE-6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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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주 AE-7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963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ACGATGAAGCTGGAGCTTGCTCTGGTGGATTAGTG
GCGAACGGGTGAGTAACACGTGAGTAACCTGCCCTTGACTCTGGGA
TAAGCGTTGGAAACGACGTCTAATACCGGATACGAGCTTCAGCCGC
ATGGCTAGGAGCTGGAAAGAATTTCGGTCAAGGATGGACTCGCGG
CCTATCAGCTTGTTGGTGAGGTAATGGCTCACCAAGGCGACGACGG
GTAGCCGGCCTGAGAGGGTGACCGGCCACACTGGGACTGAGACACG
GCCCAGACTCCTACGGGAGGCAGCAGTGGGGAATATTGCACAATGG
GCGCAAGCCTGATGCAGCAACGCCGCGTGAGGGACGACGGCCTTCG
GGTTGTAAACCTCTTTTAGCAGGGAAGAAGCGAAAGTGACGGTAC
CTGCAGAAAAAGCACCGGCTAACTACGTGCCAGCAGCCGCGGTAAT
ACGTAGGGTGCAAGCGTTGTCCGGAATTATTGGGCGTAAAGAGCT
CGTAGGCGGTTTGTCGCGTCTGCTGTGAAAACGCGAGGCTCAACCT
CGCGCCTGCAGTGGGTACGGGCAGACTAGAGTGCGGTAGGGGAGAT
TGGAATTCCTGGTGTAGCGGTGGAATGCGCAGATATCAGGAGGAA
CACCGATGGCGAAGGCAGATCTCTGGGCCGTAACTGACGCTGAGGA
GCGAAAGCGTGGGGAGCGAACAGGATTAGATACCCTGGTAGTCCAC
GCCGTAAACGTTGGGAACTAGATGTAGGGACCATTCCACGGTTTC
TGTGTCGCAGCTAACGCATTAAGTTCCCCGCCTGGGGAGTACGGTC
GCAAGACTAAAACTCAAAGGAATTGACGGGGGCCCGCACAAGCGGC

GGAGCATGCGGATTAATTCGATGCAACGCGAAGAACCTTACCAAG
GCTTGACATATAGAGGAAACGTGCAGAAATGTACGCCCCGCAAGG
TCTCT-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Parkia alkaliphila KSL-113T

DQ256087

99.69

3/963

Parkia alkaliphila KSL-133

DQ256088

99.69

3/963

Gram-positive bacterium str. 12-8

AB008510

98.96

10/962

Microcella putealis type strain: CV2

AJ717388

98.02

19/962

Microcella putealis CV40

AJ717387

98.02

19/962

Microcella putealis AC30

AJ717386

98.02

19/962

Gram-positive bacterium AC4r

AJ717385

97.51

24/963

Frigoribacterium faeni 801T

Y18807

96.26

36/962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Parkia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Parkia 는 현재 1 종이
존재하며 논문이 곧 발표될 시점에 있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963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Parkia alkaliphila 균주와 3개의 염기만이 상이한
99.69%의 유사도를 보여, Parkia alkaliphila 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Parkia alkaliphila (Yoon et al. 2006)

바.

분류등급

Actinobacteridae

및

특성:

Bacteria

Actinomycetales

Actinobacteria

Micrococcineae

Actinobacteria

Microbacteriaceae

Parkia Parkia alkaliphila

Parkia 속은 방선균으로 Microbacteria 과에 속하는 균으로 alkaline soil
로 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속으로 기재되어 현재 발표예정으로 있는 균이다.

Microbacteriaceae는

1993년

Park

등에

의해

그람

양성의

방선균류

중

Agromyces, Clavibacter, Curtobacterium, Microbacterium 등 세포벽의 구성성
분으로 peptidoglycan type B를 가지는 균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로 제안되
었다. 이후 Rathayibacter와 Agrococcus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14속이 이 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Parkia가 추가될 예정이다. Parkia는 그람 양성의 단간균
형태로 pH 9.0에서 잘 자라며 세포벽의 peptidoglycan type이 B2 형으로 1번 위
치에 glycine, 3번 위치에 diaminobutyric acid로 구성되어 있다. 호흡효소는
menaquinone으로 MK-12와 MK-11을 가진다. P. alkaliphila는 Parkia 속의 유
o

일한 종으로 노란색의 colony를 형성하며, 10-37 C에서 자라며, pH 9.0, 2%
NaCl에서 생장한다. Starch와 Tween 40을 분해하며 질산염은 환원하지 못한다.
Microcella putealis는 포르투갈 남부의 nonsaline alkaline spring의 미생물상
+2

-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종으로 염도가 매우 높고(pH 11.4), Ca 와 OH 가
주성분이면서 다른 ionic concentration이 극도로 낮은 지하수에서 분리되었다.
균은 매우 작은 간균으로 colony는 노란색을 띤다. 최적 pH는 8.5~9.0이며,
pH7.0, 10.5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7.0%의 NaCl 농도에서도 자랄 수 있다. 호흡
효소는 MK-12와 MK-13를 함유하고 있으며 starch, gelatin, arbutin을 분해할
수 있으며, urease, -galactosidase와 DNAse 활성을 보인다.
Frigoribacterium faeni는 남부핀란드의 가축우리에서 채집된 먼지에서 분리된
o

o

미생물로 4-10 C에서 잘 자라며 2-25 C까지는 약간의 적응기간을 가지면 생존할
수 있다. 부정형의 간균으로 운동성을 가지며 호흡효소 MK-9를 함유하며, 세포
벽의 peptidoglycan type이 B2 형으로 glycine, alanine, homoserine, lysine을
1:1:1:1:로 가지는 독특한 균이다. 연한 노란색의 colony를 형성하며, 세포분열시
비대칭으로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며, 일부 세포가 세포분열 전에 세포벽에 hairy
layer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주로 분열면 근처에서 나타난다. Sugar 종류는 쉽게
이용하지만 citrate, fumarate와 같은 산류는 탄소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림
13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시료 AE-7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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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주 AE-8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39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GCGGTAAGGCCTTTCGGGGTACACGAGCGGCGAACG
GGTGAGTAACACGTGGGTGATCTGCCCTGCACTCTGGGATAAGCTT
GGGAAACTGGGTCTAATACCGGATATGACCACAGCATGCATGTGT
TGTGGTGGAAAGATTTATCGGTGCAGGATGGGCCCGCGGCCTATCA
GCTTGTTGGTGGGGTAATGGCCTACCAAGGCGACGACGGGTAGCCG
ACCTGAGAGGGTGACCGGCCACACTGGGACTGAGACACGGCCCAGA
CTCCTACGGGAGGCAGCAGTGGGGAATATTGCACAATGGGCGGAAG
CCTGATGCAGCGACGCCGCGTGAGGGATGAAGGCCTTCGGGTTGTA
AACCTCTTTCAGCAGGGACGAAGCGTGAGTGACGGTACCTGCAGAA
GAAGCACCGGCTAACTACGTGCCAGCAGCCGCGGTAATACGTAGGG
TGCGAGCGTTGTCCGGAATTACTGGGCGTAAAGAGTTCGTAGGCGG
TTTGTCGCGTCGTTTGTGAAAACCCGGGGCTCAACTTCGGGCTTGC
AGGCGATACGGGCAGACTTGAGTGTTTCAGGGGAGACTGGAATTC
CTGGTGTAGCGGTGAAATGCGCAGATATCAGGAGGAACACCGGTG
GCGAAGGCGGGTCTCTGGGAAACAACTGACGCTGAGGAACGAAAGC
GTGGGTAGCA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CGTAA
ACGGTGGGCGCTAGGTGTGGGTTCCTTCCACGGGATCTGTGCCGTA
GCTAACGCATTAAGCGCCCCGCCTGGGGAGTACGGCCGCAAGGCTA
AAACTCAAAGGAATTGACGGGGGCCCGCACAAGCGGCGGAGCATGT
GGATTAATTCGATGCAACGCGAAGAACCTTACCTGGGTTTGACAT
ACACCGGAAAACCGTAGAGATACGGTCCCCCTTGTGGTCGGTGTAC

AGGTGGTGCATGGC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TT
AAGTCCCGCAACGAGCGCAACCCTTGTCTTAT-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Rhodococcus fascians DSM 20669T

X79186

100.00

0/1039

Rhodococcus fascians ATCC 12974T

X81930

100.00

0/1037

Rhodococcus yunnanensis YIM 70056T

AY602219

98.94

11/1039

AJ854055

96.44

37/1039

AF124342

96.44

37/1038

Rhodococcus triatomae type strain:
IMMIB RIV-085
Rhodococcus koreensis DNP505T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Rhodococcus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Rhodococcus 는
현재 27종(2006년 6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중 Rhodococcus fascians와 100% 일
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39bp
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Rhodococcus fascians 균주와 100%의 유사도를 보여,
Rhodococcus fascians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Rhodococcus fascians (Tilford 1936; Goodfellow 1984)

바.

분류등급

및

Actinobacteridae

특성:

Bacteria

Actinomycetales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Nocardiaceae

Rhodococcus

Rhodococcus fascians

R.

fascians는

high

G+C

content의

방선균류에

속하는

균으로

corynebacteria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균은 식물병원균으로 쌍자엽식물에서
는 잎에 혹을 형성토록하며, 단자엽식물에서는 알뿌리의 기형형성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원성에 대한 기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림 14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4. 시료 AE-8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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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균주 AE-9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09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CTTCGGATGCTGACGAGTGGCGAACGGGTGAGTAATACATCGGAA
CGTGCCCGATCGTGGGGGATAACGGAGCGAAAGCTTTGCTAATACC
GCATACGATCTACGGATGAAAGCAGGGGACCGCAAGGCCTTGCGCG
GACGGAGCGGCCGATGGCAGATTAGGTAGTTGGTGGGATAAAAGC
TTACCAAGCCGACGATCTGTAGCTGGTCTGAGAGGACGACCAGCCA
CACTGGGACTGAGACACGGCCCAGACTCCTACGGGAGGCAGCAGTG
GGGAATTTTGGACAATGGGCGAAAGCCTGATCCAGCCATGCCGCGT
GCAGGATGAAGGCCTTCGGGTTGTAAACTGCTTTTGTACGGAACG
AAAAGACTCCTTCTAATAAAGGGGGTCCATGACGGTACCGTAAGA
ATAAGCACCGGCTAACTACGTGCCAGCAGCCGCGGTAATACGTAGG
GTGCAAGCGTTAATCGGAATTACTGGGCGTAAAGCGTGCGCAGGCG
GTTATATAAGACAGATGTGAAATCCCCGGGCTCAACCTGGGAACT
GCATTTGTGACTGTATAGCTAGAGTACGGCAGAGGGGGATGGAAT
TCCGCGTGTAGCAGTGAAATGCGTAGATATGCGGAGGAACACCGA
TGGCGAAGGCAATCCCCTGGGCCTGTACTGACGCTCATGCACGAAA
GCGTGGGGAGCA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CCTA
AACGATGTCAACTGGTTGTTGGGAATTCACTTTCTCAGTAACGAA
GCTAACGCGTGAAGTTGACCGCCTGGGGAGTACGGCCGCAAGGTTG
AAACTCAAAGGAATTGACGGGGACCCGCACAAGCGGTGGATGATG
TGGTTTAATTCGATGCAACGCGAAAAACCTTACCCACCTTTGACA
TGTACGGAATCCTTTAGAGATAGAGGAGTGCTCGAAAGAGAGCCG
TAACACAGGTGCTGCATGGCTGTCGTCAGCTCGTGTCGTGAGATGT
TGGGTTA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Acidovorax defluvii BSB411T

Y18616

100.00

0/1009

Acidovorax facilis CCUG 2113T

AF078765

98.71

13/1009

98.50

15/1002

AE-16
Acidovorax temperans CCUG 11779T

AF078766

98.41

16/1009

Acidovorax delafieldii ATCC 17505T

AF078764

97.62

24/1009

AF078762

97.52

25/1009

AF078759

97.52

25/1009

AF078761

97.52

25/1009

Acidovorax valerianellae CFBP 4730T

AJ431731

97.22

28/1008

Acidovorax anthurii T

AJ007013

96.39

36/998

Acidovorax konjaci ATCC 33996T

AF078760

95.04

50/1009

Escherichia coli

J01695

81.46

185/998

Acidovorax avenae subsp.
cattleyae NCPPB 961T
Acidovorax avenae subsp.
avenae ATCC 19860T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ATCC 29625T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Acidovorax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Acidovorax 는 현
재 8종 3아종(2006년 6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중 Acidovorax defluvii 와 100%
일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09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Acidovorax defluvii 균주와 100%의 유사도를 보
여, Acidovorax defluvii 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Acidovorax defluvii (Schulze et al. 1999)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Beta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Comamonadaceae Acidovorax Acidovorax defluvii

Acidovorax

속은

1990년

Pseudomonas

속으로부터

분리되었다.

Pseudomonas 속의 rRNA homology group III에 속하는 균들을 화학분류학적인
방법과 DNA-DNA- hybridization 방법을 통해 새로운 속으로 분류하였다.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single polar flagella를 가지며 일부 균주들은 수소를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여 lithoautotrophic growth가 가능하며, oxidative carbohydrate
metabolism으로 생존한다. 유기산이나 아미노산, 펩톤 등이 들어 있는 배지에서
는 잘 자라지만 Sugar 종류는 잘 이용하지 못한다.
A. defluvii는 도시형 폐수처리 공정 중의 activated sluge로 부터 분리된 종으
로 single polar flagella에 의한 운동성을 보이는데 agar plate에서 키우면 운동성
o

이 없어지기도 한다. 중온성으로 37 C에서는 자라지 못하며, 1.5% NaCl에서도
생장하지 못한다, 세포내에 polyhydroxybutyrate를 축적하며, glucose 등의 당류
는 대부분 탄소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림 15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
타내었다.

그림 15. 시료 AE-9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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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균주 AE-10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37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GCGCACCTTTCGGGGTGAGCGGCGGACGGGTGAGTA
ACGCGTGGGAATATGCCCTATGGTGCGGAACAACTGAGGGAAACT
TCAGCTAATACCGCATGTGCCCTACGGGGGAAAGATTTATCGCCAT
AGGAGTAGCCCGCGTTGGATTAGTTTGTTGGTGAGGTAATGGCTC
ACCAAGACTACGATCCATAGCTGGTCTGAGAGGATGATCAGCCACA
CTGGGACTGAGACACGGCCCAGACTCCTACGGGAGGCAGCAGTAGG
GAATCTTGCGCAATGGGCGAAAGCCTGACGCAGCCATGCCGCGTGA
ATGATGAAGGTCTTAGGATTGTAAAATTCTTTCACCGGGGACGAT
AATGACGGTACCCGGAGAAGAAGCTCCGGCTAACTTCGTGCCAGCA
GCCGCGGTAATACGAAGGGGGCTAGCGTTGCTCGGAATTACTGGGC
GTAAAGGGCGCGTAGGCGGACAGTTTAGTCAGAGGTGAAAGCCCA
GGGCTCAACCTTGGAATAGCCTTTGATACTGACTGTCTTGAGTAC
GGGAGAGGTGTGTGGAACTCCGAGTGTAGAGGTGAAATTCGTAGA
TATTCGGAAGAACACCAGTGGCGAAGGCGACACACTGGCCCGTTAC
TGACGCTGAGGCGCGAAAGCGTGGGGAGCAAACAGGATTAGATAC
CCTGGTAGTCCACGCTGTAAACGATGAGTGCTAGTTGTCGGCATGC
ATGCATGTCGGTGACGCAGCTAACGCATTAAGCACTCCGCCTGGGG
AGTACGGTCGCAAGATTAAAACTCAAAGGAATTGACGGGGGCCCG
CACAAGCGGTGGAGCATGTGGTTTAATTCGAAGCAACGCGCAGAA
CCTTACCACCTTTTGACATGCCCGGCTCGCCAGAGAGATCTGGTTT
TCCCTTCGGGGACCGGGACACAGGTGCTGCATGGCTGTCGTCAGCT

CGTGTCGTGAGATGTTGGGTTAAGTCCCGCAACGAGCGCAACCCTC
GCCATTAGTTGCCATCATTAAGTTGGGCACTCT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Phenylobacterium falsum type strain: AC-49

AJ717391

100.00

0/1037

Phenylobacterium koreense Slu-01 T

AB166881

96.81

33/1035

Phenylobacterium immobile E T

Y18216

96.04

41/1035

Phenylobacterium lituiforme FaiI3T

AY534887

95.65

45/1035

Escherichia coli

J01695

81.33

193/1034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Phenylobacterium

Phenylobacterium
는

현재

속에

4종(2006년

6월

속하는

세균으로

기준)이

판명된다.

존재하며

이

중

Phenylobacterium falsum과 100% 일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
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37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Phenylobacterium
falsum 균주와 100%의 유사도를 보이며 동일 속의 다른 균종과는 97% 이하의
유사도를 보이므로, Phenylobacterium falsum으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Phenylobacterium falsum (Tiago et al. 2005)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Alphaproteobacteria

Caulobacteriales Caulobacteriaceae Phenylobacterium Phenylobacterium
falsum

P. falsum은 포르투갈 남부의 nonsaline alkaline spring의 미생물상을 연
+2

-

구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종으로 염도가 매우 높고(pH 11.4), Ca 와 OH 가 주성
분이면서 다른 ionic concentration이 극도로 낮은 지하수(Ca(OH)2 enriched
oligotrophic groundwater)에서 분리되었다. 균은 간균으로 strict aerobe이며,

o

o

35 C, pH 8.0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인다. Colony는 반짝이는 흰색으로 20 C와
o

45 C에서는 자라지 못하며 pH6.0 이하와 pH10.0 이상에서도 자라지 못한다.
7.0%의 NaCl 농도에서도 자랄 수 있으며, 질산염을 환원하지 못하고 당류도 이
용하지 못한다. Pyruvate, glutamate, alanine 등 일부 아미노산류와 Krebs cycle
metabolites만을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Phenylobacterium 종들과는
달리 phenylalanine 혹은 제초제로 사용되는 antipyrin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하여
자랄 수 없다. 호흡효소는 ubiquinone 10을 함유하며 세포지방산은 C18:17c가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arbutin과 hippurate를 분해할 수 있으며, urease와
-galactosidase 활성을 보인다. 그림 16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6. 시료 AE-10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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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균주 AE-11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32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GCGGTAGAGAGGRGCTTGCTTCTCTTGAGAGCGGCG
GACGGGTGAGTAATGCCTAGGAATCTGCCTAGTGGTGGGGGATAA
CGTTCGGAAACGGACGCTAATACCGCATACGTCCTACGGGAGAAAG
CGGGGGACCTTCGGGCCTCGCGCCATTAGATGAGCCTAGGTCGGAT
TAGCTAGTTGGTGAGGTAAAGGCTCACCAAGGCGACGATCCGTAA
CTGGTCTGAGAGGATGATCAGTCACACTGGAACTGAGACACGGTCC
AGACTCCTACGGGAGGCAGCAGTGGGGAATATTGGACAATGGGGG
AAACCCTGATCCAGCCATGCCGCGTGTGTGAAGAAGGTCTTCGGAT
TGTAAAGCACTTTAAGTTGGGAGGAAGGGTAGTAACTTAATACGT
TGCTACTTTGACGTTACCGACAGAATAAGCACCGGCTAACTCTGTG
CCAGCAGCCGCGGTAATACAGAGGGTGCAAGCGTTAATCGGAATT
ACTGGGCGTAAAGCGCGCGTAGGTGGTTTGTTAAGTTGGATGTGA
AAGCCCCGGGCTCAACCTGGGAACTGCATCCAAAACTGGCAAGCTA
GAGTACGGTAGAGGGTGGTGGAATTTCCTGTGTAGCGGTGAAATG
CGTAGATATAGGAAGGAACACCAGTGGCGAAGGCGACCACCTGGAC
TGATACTGACACTGAGGTGCGAAAGCGTGGGGAGCAAACAGGATT
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TCAACTAGCCGTTG
GGTTCCTTGAGAACTTAGTGGCGCAGCTAACGCATTAAGTTGACC
GCCTGGGGAGTACGGCCGCAAGGTTAAAACTCAAATGAATTGACG
GGGGCCCGCACAAGCGGTGGAGCATGTGGTTTAATTCGAAGCAACG
CGAAGAACCTTACCTGGCCTTGACATGCTGAGAACTTTCTAGAGA

TAGATTGGTGCCTTCGGGAACTCAGACACAGGTGCTGCATGGCTGT
CGTCAGCTCGTGTCGTGAGATGTTGGGTTA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Accession

Strai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Pseudomonas migulae CIP 105470T

AF074383

96.61

35/1031

Pseudomonas brenneri CFML 97-391T

AF268968

96.60

35/1030

Pseudomonas anguilliseptica NCIMB 1949T

X99540

96.58

34/994

Pseudomonas chlororaphis IFO 3904T

D86004

96.41

37/1031

Pseudomonas azotoformans IAM 1603T

D84009

96.39

37/1026

Pseudomonas pseudoalcaligenes LMG 1225T

Z76666

96.31

38/1031

Pseudomonas kilonensis 520-20T

AJ292426

96.31

38/1031

Pseudomonas argentinensis CH01 T

AY691188

96.31

38/1031

Pseudomonas libanensis CIP 105460T

AF057645

96.31

38/1031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AB030583

96.22

39/1031

Pseudomonas gessardii CIP 105469T

AF074384

96.22

39/1031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Pseudomonas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Pseudomonas
는 현재 96종(2006년 6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중 Pseudomonas migulae와
96.61% 일치하는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37bp
가 분석되었는데, 통상 16S ribosomal RNA gene의 염기서열이 97%를 기준(16S
rDNA full sequence : 약 1.500bp)으로 종을 구분하는 추세에 따르면 새로운 종
일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16S rDNA full sequence 분석과 생
리

생화적

특성

등

다른

분석실험이

Pseudomonas sp. 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Pseudomonas sp.

요구된다.

따라서

AE-11

균주는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 Gammaproteobacteria
Pseudomonadales Pseudomonadaceae Pseudomonas

의뢰 균주와 가장 유사한 균주로 나타난 P. migulae와 P. brenneri는 프
랑스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natural mineral water의 미생물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서

분리된

형광을

나타내는

Pseudomonas

종들로

DNA-DNA

hybridization 연구로 신종으로 기술되었다. 이 두종은 모두 한 개의 polar
flagella를 갖는 간균 형태로 P. migulae는 pyoverdin에 의한 형광을 나타내며
phenazine 류의 형광색소는 형성하지 않는다. Sucrose를 사용하여 생장시 세포주
위에 levan을 형성하며, gelatin, starch 등을 분해하지 못한다. 질산염을 환원하
o

o

여 질소가스로 만들 수 있으며(denitrification), 4 C ~ 35 C에서 잘 자란다. 매우
다양한 탄소원을 이용하는데 glucose, fructose, galactose, trehalose, glycerol,
quinate,

putrescine,

caprylate,

ethanolamine,

propionate

등은

이용하지만

maltose, cellobiose, sorbitol, inocitol, tryptamine 등은 이용하지 못한다.
o

P. brenneri 역시 형광색소를 가지며 4?에서 생장하나 41 C에서는 생장하지
못한다. 질산염을 환원하여 질소가스로 만들 수 있으며(denitrification), 5% 이상
의 NaCl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Tween esterase, lecithinase, tributyrin esterase
등은 생성되나 DNase, urease, coagulase, elastase 등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 균
역시 매우 다양한 탄소원을 이용하며 (glucose, fructose, galactose, trehalose,
mannose, ribose, xylitol, glycerol, benzoate, putrescine, succinate, malonate 등)
maltose, sorbitol, phenylacetate, tryptophane 등은 이용하지 못한다. 그림 17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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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료 AE-11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9. 균주 AE-15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20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TGCAAGTCGAACGGTAACAGGCCGCAAGGTGCTGACGAGTGGCGAA
CGGGTGAGTAATGTATCGGAACGTGCCCAGTCGTGGGGGATAACGC
AGCGAAAGCTGCGCTAATACCGCATACGATCTATGGATGAAAGCG
GGGGACCGTAAGGCCTCGCGCGATTGGAGCGGCCGATATCAGATTA
GGTAGTTGGTGGGGTAAAGGCTCACCAAGCCAACGATCTGTAGCTG
GTCTGAGAGGACGACCAGCCACACTGGGACTGAGACACGGCCCAGA
CTCCTACGGGAGGCAGCAGTGGGGAATTTTGGACAATGGGCGCAAG

CCTGATCCAGCAATGCCGCGTGCAGGAAGAAGGCCTTCGGGTTGTA
AACTGCTTTTGTACGGAACGAAACGGTCCTGGTTAATACCTGGGG
CTAATGACGGTACCGTAAGAATAAGCACCGGCTAACTACGTGCCAG
CAGCCGCGGTAATACGTAGGGTGCAAGCGTTAATCGGAATTACTG
GGCGTAAAGCGTGCGCAGGCGGTTTTGTAAGACAGGCGTGAAATCC
CCGGGCTTAACCTGGGAATGGCGCTTGTGACTGCAAAGCTGGAGTG
CGGCAGAGGGGGATGGAATTCCGCGTGTAGCAGTGAAATGCGTAG
ATATGCGGAGGAACACCGATGGCGAAGGCAATCCCCTGGGCCTGCA
CTGACGCTC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AGATA
CCCTGGTAGTCCACGCCCTAAACGATGTCAACTGGTTGTTGGGTCT
CTTCTGACTCAGTAACGAAGCTAACGCGTGAAGTTGACCGCCTGGG
GAGTACGGCCGCAAGGTTGAAACTCAAAGGAATTGACGGGGACCCG
CACAAGCGGTGGATGATGTGGTTTAATTCGATGCAACGCGAAAAA
CCTTACCCACCTTTGACATGTACGGAATTTGCCAGAGATGGCTTAG
TGCTCGAAAGAGAGCCGTAACACAGGTGCTGCATGGCTGTCGTCAG
CTCGTGTCGTGAG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Strain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Hydrogenophaga defluvii BSB 9.5T

AJ585993

99.12

9/1019

Hydrogenophaga atypica BSB 41.8T

AJ585992

99.12

9/1019

Hydrogenophaga palleronii DSM 63T

AF019073

99.02

10/1018

Hydrogenophaga taeniospiralis ATCC 49743T AF078768

98.92

11/1020

Hydrogenophaga palleronii CCUG 20334T

AF078769

98.73

13/1019

Hydrogenophaga intermedia S1T

AF019037

97.45

26/1019

Hydrogenophaga flava CCUG 1658T

AF078771

97.35

27/1020

Hydrogenophaga pseudoflava ATCC 33668T

AF078770

97.15

29/1020

Escherichia coli

J01695

81.84

184/1013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Hydrogenophaga

Hydrogenophaga
는

현재

속에

7종(2006년

6월

속하는

세균으로

기준)이

존재하며

판명된다.
이

중

Hydrogenophaga defluvii와 99.02% 일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
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20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Hydrogenophaga defluvii 균주와 10개의 염기만이 상이한 99%의 유사도를 보
여, Hydrogenophaga defluvii 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Hydrogenophaga defluvii (Kmpfer et al. 2005)

바.

분류등급

Burkholderiales

및

특성:

Bacteria

Comamonadaceae

Proteobacteria
Hydrogenophaga

Betaproteobacteria
Hydrogenophaga

defluvii

Hydrogenophaga 속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란 색소를
생성하는 Pseudomonas 속 균이 분지되어 만들어졌다. Flagella를 polar (to
subpolar) 위치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유기산이 함유된 배지에서는 잘 자라나
탄수화물의 이용능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Cyclopropane이 치환된 지방산
(C17-cyc)과 3-hydroxy-octanoic acid(3-OH-C8:0)을 함유한다. Ubiquinone은
Q-8을 가지며 2-hyfroxyputrescine과 putrescine을 함유한다. H. defluvii는
sewage에서 분리된 균으로 수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산소의 농도가 높아도
(5% O2 이상) 수소의 이용능력이 제한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Yeast
o

ectract-peptone-glucose agar 상에서 연한 노란색 colony를 형성하며, 37 C에서
는

잘

자라나

o

10 C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Gluconate,

glutarate,

lactate,

pyruvatephenylalanine, 3-hydroxybenzoate 등 일부의 유기산만이 탄소원으로 이
용될 수 있으며 glucose, galactose 등 일반적인 탄소원은 이용하지 못한다. 그림
18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8. 시료 AE-15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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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균주 AE-16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11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and

Pseudomonas

5'- >
TGCTGACGAGTGGCGAACGGGTGAGTAATACATCGGAACGTGCCCG
ATCGTGGGGGATAACGGAGCGAAAGCTTTGCTAATACCGCATACG
ATCTACGGATGAAAGCAGGGGACCGCAAGGCCTTGCGCGGACGGAG
CGGCCGATGGCAGATTAGGTAGTTGGTGGGATAAAAGCTTACCAA
GCCGACGATCTGTAGCTGGTCTGAGAGGACGACCAGCCACACTGGG
ACTGAGACACGGCCCAGACTCCTACGGGAGGCAGCAGTGGGGAATT
TTGGACAATGGGCGAAAGCCTGATCCAGCCATGCCGCGTGCAGGAT
GAAGGCCTTCGGGTTGTAAACTGCTTTTGTACGGAACGAAAAGAC
TCTGGTTAATACCTGGGGTCCATGACGGTACCGTAAGAATAAGCA
CCGGCTAACTACGTGCCAGCAGCCGCGGTAATACGTAGGGTGCAAG
CGTTAATCGGAATTACTGGGCGTAAAGCGTGCGCAGGCGGTTATA
TAAGACAGATGTGAAATCCCCGGGCTCAACCTGGGAACTGCATTTG
TGACTGTATAGCTAGAGTACGGTAGAGGGGGATGGAATTCCGCGT
GTAGCAGTGAAATGCGTAGATATGCGGAGGAACACCGATGGCGAA
GGCAATCCCCTGGACCTGTACTGACGCTCATGCACGAAAGCGTGGG
GAGCA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CCTAAACGATG
TCAACTGGTTGTTGGGTCTTCACTGACTCAGTAACGAAGCTAACGC
GTGAAGTTGACCGCCTGGGGAGTACGGCCGCAAGGTTGAAACTCAA
AGGAATTGACGGGGACCCGCACAAGCGGTGGATGATGTGGTTTAA
TTCGATGCAACGCGAAAAACCTTACCCACCTTTGACATGTATGGA
ATCCTTTAGAGATAGAGGAGTGCTCGAAAGAGAGCCATAACACAG
GTGCTGCATGGC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TTAA
GTCCCGCA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Strain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Acidovorax temperans CCUG 11779T

AF078766

99.11

9/1011

Acidovorax facilis CCUG 2113T

AF078765

98.52

15/1011

Acidovorax defluvii BSB411T

Y18616

98.52

15/1011

98.50

15/1002

AE-09
Acidovorax delafieldii ATCC 17505T

AF078764

98.32

17/1011

Acidovorax anthurii T

AJ007013

97.30

27/1000

Acidovorax valerianellae CFBP 4730T

AJ431731

97.23

28/1010

AF078759

96.83

32/1011

AF078761

96.83

32/1011

AF078762

96.74

33/1011

Acidovorax konjaci ATCC 33996T

AF078760

95.35

47/1011

Escherichia coli

J01695

82.60

174/1000

Acidovorax avenae subsp.
avenae ATCC 19860T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ATCC 29625T
Acidovorax avenae subsp.
cattleyae NCPPB 961T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Acidovorax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Acidovorax 는 현
재 8종 3아종(2006년 6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 중 Acidovorax temperans 와
99.11% 일치하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11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Acidovorax temperans 균주와 9개의 염기가
상이하며 brown pigment를 생성하는 다른 분리주 AE-9 균주와는 15개의 염기
가 차이를 보였다. 통상 16S ribosomal RNA gene의 염기서열이 97%를 기준
(16S rDNA full sequence : 약 1.500bp)으로 종을 구분하는 추세에 따르면 상기
97% 이상을 보이는 다른 종일 수도 있으나, 얻어진 1,011bp의 염기서열을 2차
구조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면 의뢰균주인 AE-16는 계통수에서 Acidovorax
temperans와 동일가지를 형성하므로 같은 균주로 동정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
을 고려할 때 의뢰균주 AE-16 균주는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는 바 Acidovorax temperans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Acidovorax temperans (Willems et al. 1990)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Beta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Comamonadaceae Acidovorax Acidovorax temperans

A. temperans는 AE-9 분리주와는 colony크기와 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
o

며 참고문헌에 따르면 37 C와 1.5% NaCl에서도 생장을 보이며, nitrate를 질소상
태로까지 환원(denitrification)시킬 수 있다. 지방분해능이 있어 Tween 80을 분
해하지만 gelatin은 분해하지 못해 단백질 분해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균
은 주로 clinical sample에서 분리되었으며 최근에 폐수처리 슬러지나 식물의 근
면에서의 분리가 보고되고 있다. Acidovorax 속의 다른 균종에 비해 metabolic
activity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 유기산의 이용능)가 중간 정도된다고 하여 명
명되었으며, 수소를 이용하여 autotrophic growth는 하지 못하며 denitrification
능력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뚜렷한 특성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림 19에 시
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9. 시료 AE-16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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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균주 AE-18

가. 결정된 염기서열의 개수: 1,018bp

나. 결정된 염기서열:

5'- >
CTTCGGATGCTGACGAGTGGCGAACGGGTGAGTAATACATCG
GAACGTGCCCAGTAATGGGGGATAGCTCGGCGAAAGCCGGAT
TAATACCGCATACGCCCTGAGGGGGAAAGTGGGGGATCGCAA
GACCTCACGTTATTGGAGCGGCCGATGGCTGATTAGCTAGTT
GGTAGGGTAAAGGCCTACCAAGGCGACGATCAGTAGCTGGTC
TGAGAGGACGATCAGCCACACTGGGACTGAGACACGGCCCAG
ACTCCTACGGGAGGCAGCAGTGGGGAATTTTGGACAATGGGG
GAAACCCTGATCCAGCAATGCCGCGTGTGCGAAGAAGGCCTT
CGGGTTGTAAAGCACTTTTGTCAGGGAAGAAATCCTTTGGGC
TAATACCCTAGGGGGATGACGGTACCTGAAGAATAAGCACCG
GCTAACTACGTGCCAGCAGCCGCGGTAATACGTAGGGTGCAA
GCGTTAATCGGAATTACTGGGCGTAAAGCGTGCGCAGGCGGT
TCTATAARACAGGTGTGAAATCCCCGGGCTTAACCTGGGAAT
TGCATTTGTGACTGTAGGACTAGAGTGTGTCAGAGGGGGGTG

GAATTCCACGTGTAGCAGTGAAATGCGTAGATATGTGGAGG
AACACCAATGGCGAAGGCAGCCCCCTGGGATAACACTGACGC
TC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AGATACCCT
GGTAGTCCACGCCCTAAACGATGTCAACTAGTTGTTGGGGAT
TTACTTCCTTGGTAACGTAGCTAACGCGTGAAGTTGACCGCC
TGGGGAGTACGGCCGCAAGGTTAAAACTCAAAGGAATTGACG
GGGACCCGCACAAGCGGTGGATGATGTGGATTAATTCGATGC
AACGCGAAAAACCTTACCTACCCTTGACATGGCAGGAACTTT
CCAGAGATGGATTGGTGCTCGAAAGAGAACCTGCACACAGGT
GCTGCATGGC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TT
AAGTCCCGCAA-3'

다. Similarity 분석결과

Strain

Accession
No.

Similarity

nt differences
/compared

uncultured rape rhizosphere bacterium wr0017

AJ295478

99.41

6/1013

Limnobacter sp. HTCC376 HTCC376

AY429718

99.21

8/1013

Limnobacter thiooxidans CS-K2T

AJ289885

99.11

9/1013

Ralstonia solanacearum ATCC 11696T

X67036

92.62

75/1016

Burkholderia phenazinium LMG 2247TT

U96936

92.62

75/1016

Ralstonia syzygii R001T

U28237

92.50

76/1014

*T: Type strain

라. 결과해석

이 균주는 Limnobacter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판명된다. Limnobacter 는
현재 thiooxidans 1종(2006년 6월 기준)만이 존재하는데 이 균주와 99.1% 일치하
는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의뢰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약 1,018bp가
분석되었는데 보고된 Limnobacter thiooxidans 균주와 9bp 만이 상이한 99.1%의
유사도를 보여, Limnobacter thiooxidans 로 동정함이 타당하다.

마. 판정: Limnobacter thiooxidans (Spring et al. 2001)

바.

분류등급

및

특성:

Bacteria

Proteobacteria

Beta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urkholderiaceae Limnobacter Limnobacter thiooxidans

독일

Bavaria

지방

담수호의

조간대

퇴적토에서

분리된

thiosulfate-oxidizing bacteria로 약간 구부러진 간균으로 양끝이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polar flagella에 의한 운동성을 갖는다. 이 균은 환원성 황화합물의
oxidation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chemolithoheterotroph이
다. Thiosulfate의 oxidation은 tetrathionate를 통하거나 sulfate를 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균주는 두 번째 방법으로 황화합물을 이용한다. 인산염이 제한
된

환경에서는

PHB를

세포내

reserve

amterial로

합성하지만

sulfur

granule(elemental sulfur)의 축적은 세포 내부, 외부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는다.
o

생장은 4~37 C, pH 5.5~10.5에서 일어나며, 액체배지에서는 aggregation이 일어
나 floc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Thio-oxidizing bacteria를 다른 균종과 구분짓
는 세포내 지방산인 monounsaturated fattyacids (18:17c, 16:1 7c)를 함유하며,
hydroxylated fatty acid (10:0 3-OH)로 근연종인 Burkholderia와 Ralstonia 속
균들과 구분될 수 있다. 생장에 필요한 thiosulfate의 농도는 10~20mM이며,
tetrathionate pathway는 oxidation의 결과 주변의 염도가 올라가는 반면 이 균에
서 일어나는 sulfate pathway는 산도가 증가되므로 pH가 낮아지므로 지시약을
사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cetate, fumarate, succinate, L-glutamate 등의
간단한 물질만을 이용하며, carbohydrates 나 polyols 등은 이용하지 못한다. 질
산염도 환원시킬 수 없으며, 혐기적인 조건에서는 생장할 수 없다. 표준균주는
약간 구부러진 간균으로 양 끝이 뾰족한 균이라 기술되어 있으나 본 실험에서
분리된 균은 이런 특징이 그리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림 20에 시료에 대한
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20. 시료 AE-18에서 동정된 미생물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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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의 다양한 영향 및 연구 동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지하처분연구
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포함
된 호기성 미생물의 종류 및 농도 등을 확인하는(즉 동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채취된 지하수에는 약 20여종의 호기성 미생물
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 종류의 미생물 시료에
대한 6S r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동정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동정된 미생물
들의 주요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발표된 주요한 연구결과들이 처분장의 장기 거
동에서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부 지하처
분환경에서 처분시스템의 거동 및 지중매질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이동 등에 미
치는 미생물의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다면 엄격한 평
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서의 미생물의 역할 및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또는 타당성 분석)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현재로는
호기성 미생물들만을 대상으로 미생물 동정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지하수에 존재
하는 혐기성 미생물을 동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들 미생물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중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및 지하광물과의 상호작용에 미치
는 미생물의 영향 등을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을 분석중이며,
향후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연구내용 개발하고 선
택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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