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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URT 지하수내 심도별 미생물 동정 및 광물 형성 특성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 연구소 내 KURT 심도별 지하수에 존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동정 및 특성 분석
-심도별로 존재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광물형성(산화광물, 황화광물, 탄산염
광물 등) 및 특성연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KURT 지하수 채취: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협조 하에 심도별 KURT 지하
수 채취
-심도별 지하수 내 존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배양 및 분리: 혐기성(질소 환
경) 배양액을 이용한 혐기성 미생물 배양 및 분리
-유전자 방법을 이용한 심도별 지하수 내 혐기성 미생물 동정: (1) Archaeal
16S rRNA gene, (2) Bacterial 16S rRNA gene, (3) Eukaryotic 18S
rRNA gene
-동정된 미생물의 특성 분석: 유전자 방법을 이용한 얻은 정보를 이용한 혐
기성 미생물 동정 및 동정된 미생물의 특성 분석
-향후 연구 대상 미생물의 선정 및 선정 타당성 분석: 지하 환경에서 미생물
-금속이온(또는 방사성원소) 반응에 따른 생광화작용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 KURT 지하수 심도별 혐기성 금속환원 미생물의 농화배양
- 농화배양한 미생물은 금속환원 미생물과 황환원 미생물이 주를 이룸
- 농화배양한 금속환원 미생물이 크롬의 환원 및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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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화배양한 금속환원 미생물이 3가 철의 환원 및 광물의 상전이
- 농화배양한 금속환원 미생물이 4가 망간의 환원 및 광물의 상전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지하 처분장 내 방사성 핵종의 이동 또는 고정에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
평가
- 지중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과 광물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혐기성 미생
물의 영향평가
- 국가정책 수립 및 처분장 건설시의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 및 자료 제공

SUMMARY

Ⅰ.

Project Title:

Microbial Diversity in KURT Groundwater and

Biomineralization Characteristic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URT) located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Daejeon, South Korea was recently
constructed as an experimental site to study radionuclide transport,
biogeochemistry,

radionuclide-mineral

interactions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 level nuclear waste.
- Groundwater sampled at various depth from URT was used to examine
microbial diversity and to enrich metal reducing bacteria for studying
biomineralization characteristics. Genomi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groundwater contained diverse microorganisms such as metal reducers,
metal oxidizers, anaerobic denitrifying bacteria, and bacteria for reductive
dechlorin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Groundwater sampling at various depth from KURT groundwater
- Enrichments of anaerobic metal-reducing bacteria
- Genomic analysis of enriched bacteria using KURT groundwater: (1)
Archaeal 16S rRNA gene, (2) Bacterial 16S rRNA gene, (3) Eukaryotic
18S rRNA gene
- Genomic analysis of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from KURT
groundwater
- Selection of metal-reducing bacteria to study microbe-metal interactions
such as metal reduction, biosorption, biomineralization

Ⅳ. Result of Project
Genomi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groundwater contained diverse

microorganisms

such

as

metal

reducers,

metal

oxidizers,

anaerobic

denitrifying bacteria, and bacteria for reductive dechlorination. Genomic
analysis

indicated

Fusibacter

that

paucivorans,

there

are

and

Pseudomonas

Desulfuromonas

sp,

Actinobacteria,

michiganensis.

The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indicated that
the enriched bacteria were able to use glucose, lactate, and acetate as
electron

donors

while

reducing

Fe(III)-citrate,

Fe(III)

oxyhydroxide

(akaganeite), Cr(VI), black Mn(IV) oxide, and brown Mn(IV) oxide as the
electron

accept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III)-reducing

and

metal-reducing bacteria are present in URT groundwater at the KAERI.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Metal- and sulfate-reducing bacteria in KURT groundwater may be
useful for radionuclide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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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하여 KURT 지하수 내 심도별 혐기성 미생물의
다양성을 규명하고 광물-미생물 또는 핵종원소-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혐기성 미생물을 배양 및 분리하고, 분리 또는 농화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광물형성을 실험하고 형성된 광물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련의 지구화학반응에 미치는 미생물 활동도 관련 연구를 통해, 지각환경에
서 일어나는 지구화학과정변화는 pH, 이온농도(ionic strength), 산화/환원 전위
(redox potential) 등과 같은 화학영향인자보다 미생물활동도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한 금속 환원과 광물 용해/형성 작용은 지표하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속, 탄소(Carbon), 질소(Nitrogen), 인(Phosphorous) 및 황(Sulfur) 등의 순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혐기성 환경(Anaerobic environments)에서의
각종 영양원소 및 미량원소들의 화학종과 원소거동에 영향을 미친 다.
6+

혐기성 환경에서 금속환원 박테리아(Metal-reducing bacteria)는 우라늄(U )과
6+

5+

같은 핵종원소나 크롬(Cr ), 비소(As )등과 같은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미량원소
들을 환원시켜 화학종을 변화시킴으로 이들 원소들의 침전과 거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내 지하시험시설(KURT) 환경에서
지구미생물이 핵종원소의 이동 및 지연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핵종원소와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술적 측면
고준위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적 그리고 미생물적 활동에 따라 산화 또는 환원
반응 등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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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을 통한 핵종원소의 이동이나 화학작용에 혐기성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여야만 장기간에 걸쳐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
다.

◦경제․산업적측면
현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심부 지층에 처분하여 장기간 생태계로부터 안전
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준위핵종들의 거동에 미치는 혐
기성 지구미생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측면
방사폐기물에 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장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방사성
물질-광물-미생물-지하수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통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사성물질 폐기물 장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 한국원자력 연구소 내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심도별 혐기성 미생물의 동정
및 특성 분석
◆ 지하 환경에서 미생물-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 등 향후 연구 대상 미생물의 선
정
◆ 유전자 방법을 이용한 지하수 내 혐기성 미생물 동정 및 특성 분석
- Archaeal 16S rRNA gene
- Bacterial 16S rRNA gene
- Eukaryotic 18S rRNA gene
◆ 유전자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 결과를 이용한 Denitrifying bacteria, 금속환원
그리고 황 환원 균과 같은 연구 대상 혐기성 미생물 연구 및 핵종원소의 거동에
관 지구미생물학 적 향후 연구를 위한 미생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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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미국(Yucca Mountain), 스위스, 러시아(Siberian Chemical Combine) 등 고준
위 폐기물의 지하처분 시설을 준비한 국가에서는 처분시설 내 혐기성 미생물의
분포 및 황동성에 관한 연구가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수행중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내 부존하는 혐기성 미생물은 biofilm 형성, 금속용기의
부식, 고준위 폐기물과 반응, 방사능 핵종원소와 반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짐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외 수행기관
- Pacific National Laboratory(미국)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미국)
- Sandia National Laboratories(미국)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미국)
- 영국, 스위스, 러시아의 연구기관
◆원자력연구소 내 부지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건설을 완료하여 현장시험을 통한
다양한 연구수행 및 개발된 기술의 실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하처분 시설 내 지하
수 내 생존하는 혐기성 토착 미생물의 다양성, 토착미생물-지하매질-핵종원소 간의 상
호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에 접근이
가능.

제 2 절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에는 본 과제와 같은 지하처분 시설 내 혐기성 미생물의 다양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특히 혐기성 미생물-핵종원소-지하
매질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수행은 연구시설, 인력, 경험 등에서 비교할
때 선진국의 10% 이하의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제 3 절 앞으로의 전망
◆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연구의 숙원사업으로 건설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에서 수행할 현장시험에는 많은 연구의 필요성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외국 전문가
활용, 외국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혐기성미생물-지하매질-핵종원소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하여 국내 처분시설과 관련된 토착 미생물의 연구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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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 가능성
◆ 국내 토착 혐기성미생물-지하매질-핵종원소간의 상호작용 연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조건과 토착미생물의 종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실증에
외국의 기술과 외국의 미생물-지하매질-핵종원소간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토작 미생물과 지하매질 그리고 지하수의 환경을 고려한 국
내실정에 알맞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제 5 절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
◆ 산업체의 본격적인 참여는 대규모 지하시험시설이 건설되거나 고준위폐기물 처
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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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론적 접근: 미생물과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
호기성 환경 하에서 호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사용하여 전자공여체인 유기물
-

2-

3+

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혐기성 환경 하에서는 산소대신에 NO3 , SO4 , Fe ,
4+

6+

6+

Mn , U , Cr

등의 여러 무기이온을 전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신진대사작용을 진행 할 수

있다((Lovely et al., 1987; Lovley, 1991; Nealson and Saffarini, 1994; Ferris et al.,

1994; Zhang et al., 1997, 1998; Fredricksen et al., 1998; Ehlich, 2004; Juniper et
al., 1995; 이종운, 전효택, 2000; Roh et al., 2002, 2003). 이들 박테리아는 유기탄소
를 산화시켜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며 이때 내놓은 전자를 철 등 전이금속에 공급
하여 철과 산화환원에 민감한 금속의 환원 역할을 하는 등 무기물과 유기물의 순환
에 영향을 미치며 탄산염 광물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
어 졌다 (Zhang et al., 1997, 1998; Fredrickson et al., 1998;

Dong et al., 2000;

Stapleton et al., 2005; Roh et al., 2006). 이러한 신진대사작용으로 우라늄과 같은 무기
물질이 환원되면 6가 우라늄이 Biotransformation 되어 4가의 우라늄인 UO2등을 형성하므
로 미생물이 독성과 이동성이 강한 6가 우라늄의 환원 및 침전에 관여하므로 무기 및 방사
성원소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와 핵물질의 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 장에서 핵물질의 확
산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의 신진대사작용 동안 미생물 배지 또는 지하수내 용존
상태로 존재하는 양이온 등을 흡수(Bioaccumulation) 하므로 이를 이용한 오염된 환경의
복구에 그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주로 카르복실기

-

(COO ), 인산기(PO4 ) 및 수산기(OH )가 분포되어 있어 음(-)전하를 띠므로 토양 공극
수,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존재하는 주로 용존 양이온을 세포벽에 흡착함(Biosorption)으로
서 용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금속오염물질 또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효과를 나타
낸다(Figure 1). 이러한 박테리아의 표면 특성은 독성의 중금속 또는 방사성원소를 고착시
키는 흡착제로서 오염물질 복구와 핵물질의 확산방지에 이용될 수 있다.

박테리아 벽이 양이온의 흡착장소로 활용되어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차 광물의 생성
을 위한 광물성장의 핵 역할을 하여 광물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미생물이 세포벽 밖에서 이
차광물을 형성한다 (Francis and Dodge, 1990; Ferris et al., 1994). 형성된 이차광물의
2+

종류는 용액 내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철(Fe
3+

or Fe ) 양이온이 존재할 때 어떤 종류의 음이온 즉 황산이온, 인산이온, 탄산이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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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철 광물(예: FeS, FePO4, FeCO3)이 달라진다. 이러한 박테리아에
의한 광물형성(Biomineralization)은 독성의 중금속 또는 방사성원소를 공침시키거나 또는
중금속 또는 방사성원소와 음이온이 반응하여 고상을 광물을 침전시켜 미생물에 의한 생광
화작용을 지하수 내 오염물질의 고정에 이용될 수 있다 (Lovely, 1991; Nealson and

Saffarini, 1994; Roh et al., 2002; Stapleton et al., 2005; Roh et al., 2006; Dong et
al., 2001; Han et al., 2006).

Figure 1. Some of the many ways in which natural microbial activity can be
used in bioimmobilization of toxic metals and radionuclides (Adapted from
Lloyd and Macaski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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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KURT 지하수에 심도별로 존
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동정 및 특성 분석
1. KURT 지하처분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KURT지하처분시
설은 2003년 부지조사(조원진 외 2004)를 시작으로 2006년도에 완공하였으며, 그
규모는 길이 약 80 m, 폭 6 m, 그리고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터널이고 지
하 약 90 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2).

Figure 2. Underground Research Tunnel (URT) located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Daej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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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지하처분시설 주변의 지질특성
KURT 지하처분시설 주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
암류가 주를 이룬다(Figure 3). 처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편상화강
암과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운모 화강암이 편상화강암을 관임
한 상태로 산출 된다(이승엽, 백민훈 2007). 복운모 화강암은 중립내지 세립질이며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저어콘, 금홍석, 인회석등이
소량관찰 된다 (김건영외 2004).

Figure 3. Geological map of the KU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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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 농화배양 및 미생 물 종 다양성 분석을 위한 지하수 시료채취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금속환원 및 산화 박테리아를 농
화배양하기 위하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에 위치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연
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KURT)내 140m 아래 지하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
다(Figure 4). 혐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시료는 1-L
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Figure 4). 채취즉시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하여 Head Space없이 고무마개(Lubber Stopper)로 Serum Bottle을 밀봉
한 후 Ice Box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 채취된 지하수의 pH는 8.5정도로 약
알카리이며 Eh는 약 -80 m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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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undwater Sampled from KURT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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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테리아의 농화배양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미생물에 의하여 산화와 환원을 일
으킬 수 있는 산화-환원에 민감한 무기원소인 철(산화철과 이온상태의 철), 크롬, 그리고
망간을 이용하여 이들 원소들과 미생물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KURT 지하수 내 부존
하는 미생물과 이들 원소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하여 중성의 미생물배지 또는 KURT 지
하수를 이용하여 농화배양 하였다.

이외에 크롬의 환원에 사용한 미생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KURT의 지하수에서 농
화 배양한 Kaeri-1을 이용하였다. 특히 URT현장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금속 환원 가능한 미생물을 농화배양하고 이들 미
생물을 이용한 미생물-금속이온(철, 망간, 크롬)간의 상호작용을 Batch실험을 이용
하여 연구하였다.

4-1. 미생물 농화배양용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
KURT 지하수 내 존재하는 미생물과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하여 제조한
기본성장배지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Phelps et al., 1989).
①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 1000㎖를 넣는다.
② 삼각플라스크에 Table 2과 같은 화학약품을 넣는다(Phelps et al., 1989). 동
시에 삼각플라스크를 핫플레이트에 올린 후 Stir bar를 돌리면서 가열하여
Table 1의 화학약품을 용해시킨다. 동시에 질소가스로 퍼징을 하여 혐기성 조건
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미생물성장배지 내 용존 산소를 제거한다. 이때 미생물
성장배지의 pH는 7.5 - 8.0의 값이 되도록 한다.

Table 1. 미생물 농화배양을 위한 미생물 성장배지 조성
화학약품

g(㎖)/L

NaHCO3

2.5 g

CaCl2․2H2O

0.08 g

NH4Cl

1.0 g

MgCl2․6H2O

0.2 g

NaCl

10 g

HEPEs(30mM)

7.2 g

Yeast Extract

0.5 g

Trace mineral

10 ㎖

Vitamin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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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미생물 농화배양을 위한 미생물 성장배지

③ Serum bottle에 질소를 퍼징하여 혐기성상태를 만들어 준 후 성장배지 100㎖
를 serum bottle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Figure 5)
④ 멸균 테이프를 붙이고 Auto Clave를 이용하여 100℃에서 멸균처리 한다
(Figure 4).

4-2. 미생물-금속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전자공여체와 전자 수용체의 종류
가. 전자공여체
① Pyruvate (10 mM)
② Glucose (10 mM)
③ Lactate (10 mM)
④ Acetate (10 mM)
나. 전자수용체
① Fe(III)-c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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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kaganeite(ß-FeOOH)-전남대 지구미생물 실험실에서 제조
③ 갈색의 Manganese oxide(MnO4)-전남대 지구미생물 실험실에서 제조
④ 검은색의 Manganese oxide(MnO4)-전남대 지구미생물 실험실에서 제조
-

⑤ 6가 크롬(K2CrO4 )

4-3. 농화배양
제조한 미생물 성장 배지와 전자 공여체 또는 전자 수용체를 주입하여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을 농화배양 한다(Figure 6). 농화배양은 상온에서 실시하며
Shaking Incubat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25도)를 유지한다.

Inoculation of 3 ml URT groundwater
within 100 ml media
E-donor: lactate
E-acceptor: Fe(III)-citrate

Inoculation of 3 ml URT groundwater
within 100ml media
E-donor: Glucose
E-acceptor: Fe(III)-citrate

After 12 days of incubation

After 12 days of incubation

Figure 6. Enrichment of Metal-Reducing Bacteria Using URT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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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생물과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연구를 위한 광물학적 및 지화학적 연구
가. 지화학적 연구
① pH-Eh 측정
② Cr(VI) 또는 Cr(III) 분석-UV Spectroscopy
나. 광물학적 연구
① X-ray diffraction analysis(XRD)
②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with energy dispersive X-ray
(EDX) analysis
③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with energy dispersive X-ray
(EDX) analysis

4-5. 지하수 내 혐기성 미생물을 유전자 방법을 이용하여 혐기성 미생물 동정 및
특성 분석
가. 지하수내의 미생물 Metagenomic DNA 추출
약 2 liter의 지하수 시료를 0.22 um filter를 통한 미생물회수법을 이용하여 균체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균체를 포함한 filter를 N2-Grinding법을 통하여 DNA

(RNA) 추출·정제하였다. 또한 심해 퇴적물 5g과 Extraction Buffer 18 mL를 잘 섞
은 후 65℃ water bath에서 incubation을 한 후 최종 2%가 되도록 SDS를 넣은 후

30분 동안 shaking incubation을 실시 한 후 18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
액을 수확하였다. 얻어진 상층액을 PCI, CI를 각각 처리하고 최종 얻어진 상층액에

0.6 volume의 propanol을 첨가 한 후 최고속도로 20분간 원심하여 직접 DNA pellet
을 얻어내었다. 이 후 gelase 반응을 통하여 DNA를 정제한다. 각각 얻어진 DNA

(RNA)를 -20℃에 분주 및 보관하면서 필요할 경우 꺼내어 사용하였다.
나. 지하수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분자생태학적 분석
정제한 DNA로 부터 PCR기법을 이용하여 Archaea, Eubacteria 16S rRNA 및

Eukaryotic 18S rRNA 유전자를 각각 증폭한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을 따랐다. 1

㎕ tamplate DNA와 1㎕ 16S, 18S rRNA의 10 pmol primer Forward 및 Reverse를
넣고 0.1㎕ Taq polymerase ( 5unit/㎕,TAKARA), 2㎕ 10X PCR buffer, 1㎕

dNTP을

넣고

최종

20㎕반응

혼합물을

만들어지도록

멸균증류수로

채웠다.

Archaea, Eubacteria의 16S rRNA, Eukaryotic 18S rRNA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
PCR은 94℃에서 5분간 초기 변성화 시킨 후 94℃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5℃에
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1분 30초의 extension 과정을 35회 반복하였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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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은 7분 실시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rosis 과
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

product 생성여부를 확인 후

solgent 社에 sequencing을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다. 16S rRNA유전자의 염기서열 비교 분석에 의한 금속환원 박테리아의 동정
농화배양된 균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미생물의 조성을 조사하였다. 분리한 균
의 1㎕ tamplate DNA와 1㎕ 10 pmol eubacteral univesal primer 27F (5'-AGA

GTT TGA TCM TGG CTC AG-3'), 1492R (5'-TAC GGY TAC CTT GTT
ACG ACT T-3') 0.1㎕ Taq polymerase (5unit/㎕,TAKARA), 2㎕ 10X PCR
buffer, 1.6㎕ dNTP등의

20㎕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세균의 16S rRNA 의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 PCR은 94℃에서 5분간 초기 변성화 시킨 후 95℃에서 1분간
denaturation, 50℃에서 1분간 annealing, 72℃에서 extension 과정을 35회 반복하
였고 최종 extension은 5분 실시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ro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

product 생

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PCR산물은 다시 GC clamp가 붙은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에 DGGE를 실시하였다. DGGE상의 band를 추출하여 sequence 분석을
수행하였다.

- 15 -

제 3 절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미생물-금속이온간의 상화
작용
1. KURT 지하수 내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Bacteria의 rRNA 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맞추었다. Bacteria 클론의 분석결과 아래 (Figure 7,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Nitrospina에 속
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lpha-, beta-proteobacteria가 주
요 미생물로 판단되었다.

알려진 clone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혐기성 지하에서 발견되는 clone들로 본 실험
에서 사용한 시료의 특징과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clone들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는 상이한 종들로 판명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
한 생리적 특성은 앞으로의 배양실험이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특징적인 clone들을 분석해보면 우라늄 오염된 지하수, 철의 산화 및 환원에 관여하
는 몇 종의 미생물이 발견되어 앞으로 이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되어져야 할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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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KURT지역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16S rRNA
gene을 이용한 분자생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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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URT지역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16S rRNA
gene을 이용한 분자생태학적 분석정리
Clone

Access-ion

no

no

b24

AB109889

Source

Description

Max

Paper

Authors

Ident
Well

Curvibacter gracilis

Proposals of Curvibacter

Ding,L. and

water

gene for 16S rRNA,

gracilis gen. nov., sp. nov.

Yokota,A

partial sequence

and Herbaspirillum putei sp.

98%

nov. for bacterial strains
isolated from well water and
reclassification of
[Pseudomonas] huttiensis,
[Pseudomonas] lanceolata,
[Aquaspirillum] delicatum and
[Aquaspirillum] autotrophicum
as Herbaspirillum huttiense
comb. nov., Curvibacter
lanceolatus comb. nov.,
Curvibacter delicatus
comb. nov. and
Herbaspirillum autotrophicum
AB240288

DQ104964

rhizosphere

freshwater

comb. nov
Analysis of microbial

Nakamura,Y.,

gene for 16S rRNA,

community structure in

Satoh,H. and

partial sequence, clone:

rhizosphere of Phragmites

Okabe,S.

Coselection for microbial

Stepanauskas,R.,

resistance to metals and

Glenn,T.C.,

Uncultured

bacterium

RB028
Bacterium SRMC-40-8

98%

98%

16S ribosomal RNA
gene, partial sequence

antibiotics in

Jagoe,C.H.,

fresh water microcosms

Tuckfield,R.C.,
Lindell,A.H.,
King,C.J. and

EF520458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McArthur,J.V.
Frischer,M.E.,

proteobacterium clone

of acid-impacted lakes:

Percent,S.F.,

ADK-HDe02-15 16S

what controls diversity?

Vescio,P.A.,

Uncultured beta

98%

Duffy,E.B.,

ribosomal

Milano,V.,
McCllan,M.,
Stevens,B.,
Boylen,C.W.
and Nierzwickib22

AY032610

Anaerobic benzene oxidation

Bauer,S.A.
Coates,J.D.,

RCB 16S ribosomal

coupled to nitrate reduction

Chakraborty,R.,

RNA gene, partial

in pure culture by two

Lack,J.G.,

sequence

strains of Dechloromonas

O'Connor,S.M.,

Anaerobic-

Dechloromonas sp.

benzne
oxidation

99%

Cole,K.A.,
Bender,K.S. and
Y17060

Iron-

Uncultured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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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bacterium limneticumgen.

Achenbach,L.A.
Cummings,D.E.,

reducing

Ferribacterium sp.

nov.,sp.nov.,

Caccavo,F.,

strains

clone KF-23 16S

an Fe(III)-reducing

Spring,S. and

ribosomal RNA gene,

microorganism isolated from

Rosenzweig,R.F.

partial sequence

mining-impacted freshwater
lake sediments

AB240504

AY947914

rhizosphere

rivers

Uncultured bacterium

Analysis of microbial

Nakamura,Y.,

gene for 16S rRNA,

96%

community structure in

Satoh,H. and

partial sequence, clone:

rhizosphere biofilm of

Okabe,S.

SRRB16

Phragmitesat Sosei River in
Sapporo, Japan
Synchrony and seasonality in

Crump,B.C. and

proteobacterium clone

bacterioplankton communities

Hobbie,J.E.

IRD18B11 16S

of two temperate rivers

Uncultured beta

98%

ribosomal RNA gene,
b13

partial sequence
Uncultured beta

AY562364

DQ628937

Cottrell,M.T.,

metagenomic and PCR

Waidner,L.A.,

Stat2-96 16S ribosomal

libraries from the

Yu,L. and

RNA gene, partial

Delaware River

Kirchman,D.L.

High-Density Universal 16S

DeSantis,T.Z.,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DQ264614

AB252903

Bacterial diversity of

proteobacterium clone

iron-

95%

95%

clone BANW671 16S

rRNA Microarray Analysis

Brodie,E.L.,

ribosomal RNA gene,

Reveals Broader Diversity

Moberg,J.P.,

partial sequence

than Typical Clone Library

Zubieta,I.X.,

When Sampling

Piceno,Y.M.

Uncultured beta

95%

the Environment

and

Identification of bacteria in

Andersen,G.L.
Sakurai,K.,

oxidation

proteobacterium gene

an iron-oxidation biofilmat

Tazaki,K. and

biofilm

for 16S rRNA, partial

Shibayama lagoon, Ishikawa,

Yamaguchi,K.

sequence, clone: 09

Japan
95%

arctic

Uncultured

glacier

Comamonadaceae

Culture-dependent and

Cheng,S.M.H.

-independent molecular

bacterium clone

characterization of

A20(82) 16S ribosomal

microbial communities

RNA gene, partial

sampled from beneath a high

sequence

Arctic glacier (John Evans
glacier, Ellesmere Island,

b9

AJ295674

AJ876432

96%

Canada)
Diversity and activity of

uranium

Agrobacterium sp.

waste piles

IrT-JG14-24 partial

bacteria in uranium mining

Selenska-Pobell,S.

16S rRNA gene
Uncultured bacterium

waste pil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Sanguin,H.,

96%

partial 16S rRNA

of a prototype 16S

Herrera,A.,

gene, clone B1_43A.

rRNA-based taxonomic

Oger-Desfeux,C.

microarray for

, Dechesne,A.,

Alphaproteobacteria

Simonet,P.,
Navarro,E.,
Vogel,T.M.,
Moenne-Loccoz,
Y., Nes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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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M084000

Sinorhizobium sp.

96%

Cultivation of denitrifying

Grundmann,G.L.
Heylen,K.,

R-24605 16S rRNA

bacteria: optimization of

Vanparys,B.,

gene, strain R-24605.

isolation conditions and

Wittebolle,L.,

diversity study

Verstraete,W.,
Boon,N. and

AY341343

cyanide

Rhizobium daejeonense

96%

Rhizobium daejeonense sp.

De Vos,P.
Quan,Z.X.,

treatment

strain L61T 16S

nov. isolated from a cyanide

Bae,H.S.,

plant

ribosomal RNA gene,

treatment bioreactor

Baek,J.H.,

partial sequence.

Chen,W.F.,
Im,W.T. and

b8

EF217305

rhizosphere

Phylogenetic assignment and

Lee,S.T.
Humphry,D.R.,

tumefaciens strain 204

mechanism of action of a

Vinogradova,L.

16S ribosomal RNA

crop growth promoting

V.,

gene, partial sequence.

Rhizobium radiobacter strain

Cummings,S.P.,

used as a biofertiliser on

Andrews,M.,

Agrobacterium

99%

graminaceous crops in Russia

Santos,S.R.,
James,E.K. and

EF419331

Agrobacterium sp.

99%

Direct Submission

Reis,V.M.
Qiu,F., Song,W.
and Liu,L.

yged27 16S ribosomal
RNA gene, partial
b79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AY172308

DQ672261

Propionibac
terium

DQ672260

97%

16S ribosomal RNA gene

Epstein,S.,

clone 110 16S

cloned from standard Petri

Lewis,K. and

ribosomal RNA gene,

dish - a comparison of

Kaeberlein,T.

partial sequence.

community structure

Propionibacterium

94%

Identification of a novel

McDowell,A.,

acnes isolate Asn14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acnes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Propionibacterium

types I and II
Identification of a novel

McDowell,A.,

94%

acnes isolate Asn13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types I and II
DQ672259

b78

DQ088762

Propionibacterium

94%

Identification of a novel

McDowell,A.,

acnes isolate Asn12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Fracture-

Uncultured bacterium

types I and II
Planktonic microbial

Lin,L.-H.,

derived

clone

communities associated with

Hall,J.,

groundwater

BE325FW032701CTS_

fracture-derived groundwater

Onstott,T.C.,

in a deep

hole1-34 16S

in a deep gold mine of

Gihring,T.,

gold mine

ribosomal RNA gene,

South Africa

Sherwood

partial sequence.

92%

Lollar,B.,
Boice,E.,

- 20 -

Pratt,L.,
Lippmann-Pipke,
J. and
Bellamy,R.E.S.
DQ478750

Phenotypic properties and

Diaz,E.E.,

microbial diversity of

Stams,A.J.,

ribosomal RNA gene,

methanogenic granules from

Amils,R. and

partial sequence.

a full-scale upflow anaerobic

Sanz,J.L.

Uncultured bacterium

90%

clone CLONG98 16S

sludge bed reactor treating
brewery wastewater
AY340834

Uncultured bacterium

90%

Simple organic electron

Kaksonen,A.H.,

clone SR_FBR_L1 16S

donors support diverse

Plumb,J.J.,

ribosomal RNA gene,

sulfate-reducing communities

Franzmann,P.D.

partial sequence.

in fluidized-bed reactors

and

treating acidic metal- and

Puhakka,J.A.

sulfate-containing wastewater
AF349765

Reducrtive

Uncultured bacterium

Analysis and comparison of

Gu,A.Z.,

dechlorinati

DCE29 16S ribosomal

the microbial community

Hedlund,B.P.,

on

RNA gene, partial

structures of two enrichment

Staley,J.T.,

sequence.

cultures capable of

Strand,S.E. and

reductively dechlorinating

Stensel,H.D.

90%

TCE and cis-DCE
b76

Z93960

Unidentified bacterium

Phylogenetic analysis and in

Snaidr,J.,

DNA for 16S

99%

situ identification of bacteria

Amann,R.,

ribosomal RNA.

in activated sludge

Huber,I.,
Ludwig,W. and
Schleifer,K.H.

AJ505858

Anaerobic

Comamonadaceae

degraders

bacterium PIV-8-2

(denitrifying)

99%

Anaerobic mineralization of

Probian,C.,

quaternary carbon atoms:

Wulfing,A. and

partial 16S rRNA

isolation of denitrifying

Harder,J.

gene, strain PIV-8-2.

bacteria on pivalic acid
(2,2-dimethylpropionic acid)

AJ505857

Comamonadaceae

99%

Anaerobic mineralization of

Probian,C.,

bacterium PIV-8-1

quaternary carbon atoms:

Wulfing,A. and

partial 16S rRNA

isolation of denitrifying

Harder,J.

gene, strain PIV-8-1.

bacteria on pivalic acid
(2,2-dimethylpropionic acid)

DQ234159

Community composition of

Liao,P.-C.,

Burkholderiales

Uncultured

99%

mangrove bacterioplankton

Huang,B.-H.

bacterium clone DS075

determined using a 16S

and Hunag,S

16S ribosomal RNA

rRNA gene clone library

gene gene, partial
b66

AY340834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93%

Simple organic electron

Kaksonen,A.H.,

clone SR_FBR_L1 16S

donors support diverse

Plumb,J.J.,

ribosomal RNA gene,

sulfate-reducing communities

Franzmann,P.D.

partial sequence.

in fluidized-bed reactors

and

treating acidic metal- and

Puhakka,J.A.

sulfate-containing wastewater

- 21 -

DQ478750

Phenotypic properties and

Diaz,E.E.,

microbial diversity of

Stams,A.J.,

ribosomal RNA gene,

methanogenic granules from

Amils,R. and

partial sequence.

a full-scale upflow anaerobic

Sanz,J.L.

Uncultured bacterium

93%

clone CLONG98 16S

sludge bed reactor treating
brewery wastewater
DQ088762

fracture-der

Uncultured bacterium

ived

clone

communities associated with

Hall,J.,

groundwater

BE325FW032701CTS_

fracture-derived groundwater

Onstott,T.C.,

in a deep

hole1-34 16S

in a deep gold mine of

Gihring,T.,

gold mine

ribosomal RNA gene,

South Africa

Sherwood

of South

partial sequence.

93%

Planktonic microbial

Lin,L.-H.,

Lollar,B.,
Boice,E.,

Africa

Pratt,L.,
Lippmann-Pipke,
J. and
AF349765

Reducrtive

Uncultured bacterium

Analysis and comparison of

Bellamy,R.E.S.
Gu,A.Z.,

dechlorinati

DCE29 16S ribosomal

the microbial community

Hedlund,B.P.,

on

RNA gene, partial

structures of two enrichment

Staley,J.T.,

sequence.

cultures capable of

Strand,S.E. and

reductively dechlorinating

Stensel,H.D.

92%

TCE and cis-DCE

b65

DQ833506

sediment

Uncultured bacterium

Diverse bacteria detected by

Qu,J.H.,

of

clone 69-41 16S

16S rRNA gene analyses in

Yuan,H.L. and

Guanting

ribosomal RNA gene,

different depth of the

Wang,E.T.

Reservoir

partial sequence.

sediment of Guanting

AY050599

Uncultured bacterium

99%

99%

DQ264512

Alfreider,A.,

monochloro

clone GOUTB16 16S

situ reactor system treating

Vogt,C. and

benzene

ribosomal RNA gene,

monochlorobenzene

Babel,W.

contaminated

partial sequence.

contaminated groundwater as

Uncultured bacterium

ribosomal DNA analysis
High-Density Universal 16S

groundwater

DQ264427

Reservoir
Microbial diversity in an in

revealed by 16S
99%

DeSantis,T.Z.,

clone BANW427 16S

rRNA Microarray Analysis

Brodie,E.L.,

ribosomal RNA gene,

Reveals Broader Diversity

Moberg,J.P.,

partial

than Typical Clone Library

Zubieta,I.X.,

sequence.

When Sampling the

Piceno,Y.M.

Uncultured bacterium
clone BANW537 16S

- 22 -

99%

Environment

and

High-Density Universal 16S

Andersen,G.L.
DeSantis,T.Z.,

rRNA Microarray Analysis

Brodie,E.L.,

b57

EF419331

ribosomal RNA gene,

Reveals Broader Diversity

Moberg,J.P.,

partial sequence.

than Typical Clone Library

Zubieta,I.X.,

When Sampling the

Piceno,Y.M.

Environment

and

Direct Submission

Andersen,G.L.
Qiu,F., Song,W.

Agrobacterium sp.

99%

and Liu,L.

yged27 16S ribosomal
RNA gene,
EF217305

rhizosphere

partial sequence.
Agrobacterium

Phylogenetic assignment and

Humphry,D.R.,

mechanism of action of

Vinogradova,L.V.,

16S ribosomal RNA

a crop growth promoting

Cummings,S.P.,

gene, partial sequence.

Rhizobium radiobacter strain

Andrews,M.,

used as a biofertiliser on

Santos,S.R.,

graminaceous crops in Russia

James,E.K. and

Bacterial preferences of the

Reis,V.M.
Salinas,K.A.,

bacterium NAB-3 16S

bacterivorous soil nematode

Edenborn,S.L.,

ribosomal RNA gene,

Cephalobus brevicauda

Sexstone,A.J.

partial sequence.

(Cephalobidae): Effect of

and Kotcon,J.B.

99%

tumefaciens strain 204

DQ683075

b54

AF523013

Gram-negative

99%

bacterial type and size
Diversity of bacteria growing

Loy,A.,

Comamonadaceae

in natural mineral water after

Beisker,W. and

bottling

bacterium clone C-6

bottling

Meier,H.

subglacial

gene, partial sequence.
Glacier bacterium

Culturable bacteria in

Foght,J.,

sediment

FXS33 16S ribosomal

subglacial sediments and ice

Aislabie,J.,

RNA gene, partial

from two Southern

Turner,S.,

sequence.

Hemisphere glaciers

Brown,C.E.,

mineral

Uncultured

water after

99%

16S ribosomal RNA
AY315176

99%

Ryburn,J.,
Saul,D.J.
AY315175

Culturable bacteria in

and Lawson,W.
Foght,J.,

FJS17 16S ribosomal

subglacial sediments and ice

Aislabie,J.,

RNA gene,

from two Southern

Turner,S.,

partial sequence.

Hemisphere glaciers

Brown,C.E.,

Glacier bacterium

99%

Ryburn,J.,
Saul,D.J.
AF523046

Diversity of bacteria growing

and Lawson,W.
Loy,A.,

Comamonadaceae

in natural mineral water after

Beisker,W. and

bacterium clone C-15

bottling

Meier,H.

Alternative primer sets for

Hendrickx,B.,

Uncultured

99%

16S ribosomal RNA
b51

AY512601

BTEX

gene, partial sequence.
Sphingomonas sp.

degraders

A1XXyl1-5 16S

PCR detection of genotypes

Junca,H.,

from

ribosomal RNA gene,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Vosahlova,J.,

subsurface

partial sequence.

BTEX degradation:

Lindner,A.,

soils

- 23 -

99%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Ruegg,I.,

BTEX degrading isolates and

Bucheli-Witsche

in subsurface soils of a

l,M., Faber,F.,

BTEX contaminated
industrial site

Egli,T., Mau,M.,
Schlomann,M.,
Brennerova,M.,
Brenner,V.,
Pieper,D.H.,
Top,E.M.,
Dejonghe,W.,
Bastiaens,L. and

AY512600

Sphingomonas sp.

99%

Alternative primer sets for

Springael,D.
Hendrickx,B.,

A1-8 16S ribosomal

PCR detection of genotypes

Junca,H.,

RNA gene,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Vosahlova,J.,

BTEX degradation:

Lindner,A.,

partial sequence.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Ruegg,I.,

BTEX degrading isolates and

Bucheli-Witsche

in subsurface soils of a

l,M., Faber,F.,

BTEX contaminated

Egli,T., Mau,M.,

industrial site

Schlomann,M.,
Brennerova,M.,
Brenner,V.,
Pieper,D.H.,
Top,E.M.,
Dejonghe,W.,
Bastiaens,L. and

AY512602

Sphingomonas sp.

99%

Alternative primer sets for

Springael,D.
Hendrickx,B.,Ju

A1-13 16S ribosomal

PCR detection of genotypes

nca,H.,Vosahlov

RNA gene,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a,J.,Lindner,A.,R

partial sequence.

BTEX degradation:

uegg,I.,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Bucheli-Witsche

BTEX degrading isolates and

l,M.,Faber,F.,Egl

in subsurface soils of a

i,T.,Mau,M.,Schl

BTEX contaminated

omann,M.,

industrial site

Brennerova,M.,B
renner,V.,Pieper,
D.H.,Top,E.M.,
Dejonghe,W.,
Bastiaens,L.andS
pringael,D.

AY277556

Sphingomonas sp. 16S

99%

ribosomal RNA gene,
partial sequence

Classifying bacterial isolates

Gonzalez,J.M.,

from hypogean environments:

Laiz,L. and

Application of a novel

Saiz-Jimenez,C.

fluorimetric method dor the
estimation of G+C mol%
content in microorganisms
by thermal denaturation
b42

AF523046

natural

Uncultured

99%

temperature
Diversity of bacteria growing

Loy,A.,

mineral

Comamonadaceae

in natural mineral water after

Beisker,W. and

water after

bacterium clone C-15

bottling

Meie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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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523026

bottling

16S ribosomal RNA

glaciers

gene, partial sequence.
Uncultured

Diversity of bacteria growing

Loy,A.,

Comamonadaceae

99%

in natural mineral water after

Beisker,W. and

bacterium clone C-2

bottling

Meier,H.

16S ribosomal RNA
gene, partial sequence.
Glacier bacterium

AY315178

99%

FJS31 16S ribosomal

Culturable bacteria in

Foght,J.,

subglacial sediments and ice

Aislabie,J.,

RNA gene, partial

from two Southern

Turner,S.,

sequence

Hemisphere glaciers

Brown,C.E.,
Ryburn,J.,
Saul,D.J.

DQ628937

Uncultured

99%

-independent molecular

bacterium clone

characterization of microbial

A20(82) 16S ribosomal

communities sampled from

RNA gene,

beneath a high Arctic glacier

partial sequence.
b41

AY512601

BTEX

Culture-dependent and

Comamonadaceae

Sphingomonas sp.

and Lawson,W.
Cheng,S.M.H.

(John Evans glacier,
99%

Ellesmere Island, Canada)
Alternative primer sets for

Hendrickx,B.,

degraders

A1XXyl1-5 16S

PCR detection of genotypes

Junca,H.,

from

ribosomal RNA gene,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Vosahlova,J.,

subsurface

partial sequence.

BTEX degradation:

Lindner,A.,

soils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Ruegg,I.,

BTEX degrading isolates and

Bucheli-Witsche

in subsurface soils of a

l,M., Faber,F.,

BTEX contaminated

Egli,T., Mau,M.,

industrial site

Schlomann,M.,
Brennerova,M.,
Brenner,V.,
Pieper,D.H.,
Top,E.M.,
Dejonghe,W.,
Bastiaens,L. and

AY512600

Sphingomonas sp.

99%

Alternative primer sets for

Springael,D.
Hendrickx,B.,

A1-8 16S ribosomal

PCR detection of genotypes

Junca,H.,

RNA gene, partial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Vosahlova,J.,

sequence.

BTEX degradation:

Lindner,A.,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Ruegg,I.,

BTEX degrading isolates and

Bucheli-Witsche

in subsurface soils of a

l,M., Faber,F.,

BTEX contaminated

Egli,T., Mau,M.,

industrial site

Schlomann,M.,
Brennerova,M.,
Brenner,V.,
Pieper,D.H.,
Top,E.M.,
Dejonghe,W.,
Bastiaens,L. and

- 25 -

DQ532332

Uncultured bacterium

99%

Geographical Variation of

Springael,D.
Dekas,A.,

clone KSC4-62 16S

Microbial Burden and

Moissl,C.,

ribosomal RNA gene,

Diversity Associated

Osman,S., La

partial sequence.

with Spacecraft Assembly

Duc,M.T.,

Environments

Newcombe,D.
and
Venkateswaran,K.

AY512602

Sphingomonas sp.

99%

Alternative primer sets for

Hendrickx,B.,

A1-13 16S ribosomal

PCR detection of genotypes

Junca,H.,

RNA gene,

involved in bacterial aerobic

Vosahlova,J.,

BTEX degradation:

Lindner,A.,

partial sequence.

distribution of the genes in

Ruegg,I.,

BTEX degrading isolates and

Bucheli-Witsche

in subsurface soils of a

l,M., Faber,F.,

BTEX contaminated

Egli,T., Mau,M.,

industrial site

Schlomann,M.,
Brennerova,M.,
Brenner,V.,
Pieper,D.H.,
Top,E.M.,
Dejonghe,W.,
Bastiaens,L. and

b39

DQ088762

fracture-

Uncultured bacterium

95%

Planktonic microbial

Springael,D.
Lin,L.-H.,

derived

clone

communities associated with

Hall,J.,

groundwate

BE325FW032701CTS_

fracture-derived groundwater

Onstott,T.C.,

rinadeepgol

hole1-34 16S

in a deep gold mine of

Gihring,T.,

dmineofSou

ribosomal RNA gene,

South Africa

Sherwood

thAfrica

partial sequence.

Lollar,B.,
Boice,E.,
Pratt,L.,
Lippmann-Pipke,
J. and

AF524004

Uncultured bacterium

AF524007

Recovery of novel bacterial

McArthur,J.V.

clone FW5 16S

diversity from a forested

ribosomal RNA gene,

wetland impacted

and

partial sequence.

by reject coal

Shimkets,L.J.

Uncultured bacterium

AY947906

93%

Bellamy,R.E.S.
Brofft,J.E.,

Recovery of novel bacterial

Brofft,J.E.,

clone FW71 16S

diversity from a forested

McArthur,J.V.

ribosomal RNA gene,

wetland impacted

and

partial sequence.

by reject coal

Shimkets,L.J.

Uncultured bacterium

93%

Synchrony and seasonality in

Crump,B.C. and

clone IRD18B03 16S

93%

bacterioplankton communities

Hobbie,J.E.

ribosomal RNA gene,

of two temperate rivers

partial sequence.
b38

DQ316830

uranium-

Uncultured beta

Metabolically active

Akob,D.M.,

contaminated

proteobacterium clone

microbial communities in

Mills,H.J. and

subsurfaces

61-03-25c502 small

uranium-contaminated

Kostka,J.E.

- 26 -

91%

ediments

subunit ribosomal RNA
gene, partial sequence.
Uncultured beta

DQ316824

Metabolically active

Akob,D.M.,

proteobacterium clone

microbial communities in

Mills,H.J. and

61-03-00c467 small

uranium-contaminated

Kostka,J.E.

subunit ribosomal RNA

subsurface sediments

gene, partial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DQ327689

subsurface sediments
91%

Biological filtration limits

Pang,C.M. and

clone BF23 16S

carbon availability and affects

Liu,W.T.

ribosomal RNA gene,

downstream biofilm formation

91%

and community structure

partial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AY050585

91%

Microbial diversity in an in

Alfreider,A.,

clone GOUTA14 16S

situ reactor system treating

Vogt,C. and

ribosomal RNA gene,

monochlorobenzene

Babel,W.

partial sequence.

contaminated groundwater as
revealed by 16S ribosomal

b37

AY928220

DNA analysis
Microbial populations of the

Haveman,S.A.,

ribosomal RNA gene,

river-recharged Fredericton

Swanson,E.W.A.

partial sequence.

aquifer

river-

Bacterium BH203 16S

recharged
Fredericton

99%

aquifer
EF562548

Uncultured beta

99%

Jin,Q.,
Giska,J.R.,

proteobacterium clone

microbial consortia capable of
degrading complex

Do,Y. and

RNA gene,

organic matter

Banfield,J.F.

Microbial ecology of the

Ahn,J.,

clone 85-ORF22 16S

99%

community removing

Schroeder,S.

ribosomal RNA gene,

phosphate fromwastewater

and Beer,M.

partial sequence.
AY032610

Development of a stable

CB_05 16S ribosomal
partial sequence.
Uncultured bacterium

DQ376577

and
Voordouw,G.

by an aerobic EBPR process

Anaerobic

Dechloromonas sp.

99%

benzene

RCB 16S ribosomal

Anaerobic benzene oxidation

Coates,J.D.,

coupled to nitrate reduction

Chakraborty,R.,

oxidation

RNA gene, partial

in pureculture by two

Lack,J.G.,

sequence.

strains of Dechloromonas

O'Connor,S.M.,
Cole,K.A.,
Bender,K.S. and

EF550172

EF419228

Arsenite

Acidovorax sp. GW2

oxidizing

16S ribosomal RNA

bacteria

gene, partial sequence.

99%

Arsenite oxidizing bacteria

Achenbach,L.A.
Fan,H.,

and As (III) oxidase genes

Wang,Y.,

from a Chinese geological

Zhao,K., Su,C.,

arsenic contaminated sediment

Yao,J., Wang,Y.

of Shanxi province

and Wang,G.

Biostimulation of Estuarine

Chauhan,A. and

sp. clone YE-28 16S

Microbial Community on

Williams,H.N.

ribosomal RNA gene,

Substrate Coated Agar Slides:

partial sequence.

A Novel Approach to Study

Uncultured Acidovorax

99%

the Phylogeny of
Bdellovibrio-and Like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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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050599

monochloro

Uncultured bacterium

99%

Microbial diversity in an in

Alfreider,A.,

benzene

clone GOUTB16 16S

situ reactor system treating

Vogt,C. and

contaminated

ribosomal RNA gene,

monochlorobenzene

Babel,W.

groundwater

partial sequence.

contaminated groundwater as

Uncultured rape

ribosomal DNA analysis
Phylogenetic Analysis of

Kaiser,O.,

rhizosphere bacterium

Microbial Diversity in the

Puhler,A. and

wr0020 partial 16S

Rhizoplane of Oilseed Rape

Selbitschka,W.

rRNA gene.

(Brassica napus cv. Westar)

revealed by 16S
AJ295481

99%

Employing
Cultivation-Dependent and
b32

DQ672261

Propionibacterium

bacterium

acnes isolate Asn14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acnes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모두

99%

Cultivation-Independent
Identification of a novel

Propioni-

McDowell,A.,

types I and II

unpu
blish
ed

DQ672260

Propionibacterium

DQ672259

99%

Perry,A.L.,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types I and II
Identification of a novel

McDowell,A.,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99%

acnes isolate Asn12

b30

AY050599

McDowell,A.,

phylogenetic cluster of

Propionibacterium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types I and II
Identification of a novel

McDowell,A.,

partial sequence.
Propionibacterium

DQ672258

Identification of a novel

acnes isolate Asn13

99%

acnes isolate Asn11

phylogenetic cluster of

Perry,A.L.,

16S ribosomal RNA

Propionibacterium

Lambert,P.A.

gene, partial sequence.

acnes isolates distinct from

and Patrick,S.

types I and II
Microbial diversity in an in

Alfreider,A.,

situ reactor system treating

Vogt,C. and
Babel,W.

monochloro

Uncultured bacterium

benzene

clone GOUTB16 16S

contaminated

ribosomal RNA gene,

monochlorobenzene

groundwater

partial sequence.

contaminated groundwater as

98%

revealed by 16S ribosomal
DQ264512

DQ264427

Uncultured bacterium

98%

DNA analysis
High-Density Universal 16S

DeSantis,T.Z.,

clone BANW537 16S

rRNA Microarray Analysis

Brodie,E.L.,

ribosomal RNA gene,

Reveals Broader Diversity

Moberg,J.P.,

partial

than Typical Clone Library

Zubieta,I.X.,

sequence.

When Sampling

Piceno,Y.M.

Uncultured bacterium

98%

the Environment

and

High-Density Universal 16S

Andersen,G.L.
DeSantis,T.Z.,

clone BANW427 16S

rRNA Microarray Analysis

Brodie,E.L.,

ribosomal RNA gene,

Reveals Broader Diversity

Moberg,J.P.,

partial sequence.

than Typical Clone Library

Zubiet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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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ampling

AY682682

Piceno,Y.M.

the Environment

and

biofilms

Uncultured bacterium

Microbial diversity in

Andersen,G.L.
Kjellerup,B.V.,

from

clone 23 16S

biofilms from corroding

Thomsen,T.R.,

corroding

ribosomal RNA gene,

heating systems

heating

partial sequence.

98%

Nielsen,J.L.,
Olesen,B.H.,

systems

Frolund,B.
Nielsen,P.H.
Fan,H.,

and
b25

EF550174

Arsenite

Agrobacterium sp.

oxidizing

GW4 16S ribosomal

99%

and As(III) oxidase genes

Wang,Y.,

bacteria

RNA gene, partial

from a Chinese geological

Zhao,K., Su,C.,

sequence

arsenic contaminated sediment

Yao,J., Wang,Y.

of Shanxiprovince
Tumorigenic Agrobacterium

and Wang,G.
Kawaguchi,A.

맨아
래하

AB306892

Agrobacterium

99%

Arsenite oxidizing bacteria

tumefaciens gen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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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금속)환원 관련 농화배양 후 샘플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조성을 분석
농화 배양한 미생물의 종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였다 그 결
과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금속 환원 관련 미생물의 조성 분석 결과 아래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은 DGGE profile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몇 가지의 주
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성의 미생물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의 경우 DGGE결과로 나온 band의 sequence를 분석한 후 동정한 그림이
다. 주요 band의 경우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irmicutes로 알려진 미생물
들이다. 주로 혐기성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과 근연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지하수에서 직접 분석한 것과 농화배양 후에 분석한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배양 조건에 따라 특정 금속 환원 미생물이 농화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화 배양 후 나온 clone들은 지하수에 비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
더욱 근연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근연관계에 있는 미생물의 문헌상의 특
성과, 농화 배양된 미생물을 대표미생물로 선정하여 금속 환원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여 비교 분석하였을 경우, URT지역의 지하 환경에서의 금속 대사 관련 미
생물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미생물을 이용하여 미생
물-금속이온 간의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하다.

농화배양한 금속환원 미생물은 다음과 같다.
① Pseudomonas sp (DQ295934) (from salt marsh)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② Actinobacteria (AJ229241) [isolated from anoxic bulk soil of rice paddy
microorganisms (Chin et al., 1999)]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③ Fusibacter paucivorans (AF491333) [an anaerobic, thiosulfate-reducing
bacterium from an oil-producing well (Ravot et al., 1999)]유사한

미생물 존재
④ Desulfuromonas michiganensis (AF357915)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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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16S rRNA PCR-DGGE 사진.

17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acetat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18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glucos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19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lactat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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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그림 8의 각각의 band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
여 미생물의 종 동정결과
Band 4-Similar to Pseudomonas sp (DQ295934) from salt marsh
Band 9-Similar to Actinobacteria (AJ229241) isolated from anoxic bulk
soil of rice paddy microorganisms (Chin et al., 1999)
Band 12-Similar to Fusibacter paucivorans (AF491333), an anaerobic,
thiosulfate-reducing bacterium from an oil-producing well (Ravot et
al., 1999)
Band 18-Similar to Desulfuromonas michiganensis (AF35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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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화배양한 KURT 미생물과 금속이온 간의 상호작용
가. 미생물 탁도와 금속의 색변화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미생물-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
여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전자수용체(akaganeite, 6가

크롬, black manganese oxide, brown manganese oxide) 4가지를 이용하여 미생
물-금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Figure 10, 11, 12)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Lactate를 전자공여채로 이용하여 3가철 (Akaganeite)와 갈색의 망간을 환원
시킴(Figure 10)

② Acetate를 전자공여채로 이용하여 3가철 (Akaganeite)와 갈색의 망간을 환원
시킴(Figure 11)

③ Glucose를 전자공여채로 이용하여 6가 크롬, 갈색의 망간, 그리고 검정색의 망
ㅅ간을 환원시킴(Figure 12)

Figure 10. Reduction of Fe(III), Mn(IV), Cr(VI) by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using lactate (10 mM)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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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donor

Figure 11. Reduction of Fe(III), Mn(IV), Cr(VI) by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using acetate as an electron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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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duction of Fe(III), Mn(IV), Cr(VI) by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using glucose as an electron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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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tassium dicromate의 환원물 동정
농화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미생물과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공여체로 Glucose, 전자수용체로 Potassium dicromate을 이용하여 배양된 미생
물을 cutting한 횡단면을 분석하였다. Fig 13은 TEM을 이용하여 찍은 미생물의 사
진이다. 구형의 이 미생물의 좌우 하단에 검은색 침전물이 침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침전물을 EDX 분석한 결과 Cr, O, Pb, Cu Peak가 나타났다. 이 중 Pb
는 전처리 시약 성분, Cu는 시료를 올려놓는 그리드 성분이므로 Cr과 O가 침전물
의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이 미생물의 금속 환원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생물의 바깥 부분과 미생물의 주변(Rim)부분, 그리고 미생
물의 중앙(Center)부분을 EDX 분석을 하였다. 미생물이 흡착에 의해 금속을 환원하
였다면 미생물의 Rim 부분에서 Potassium dicromate이 나타날 것이며, 미생물이
금속을 흡수하여 환원시켰다면 미생물의 Center에서, 미생물 외부의 이화작용에 의
해 금속이 환원되었다면 미생물의 외부에서 Potassium dicromate이 나타나게 된다.

EDX 분석 결과 미생물의 외부에서 Potassium dicromate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미
생물의 외부에서 금속이 환원되어 고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로서 이 미생물은
금속을 흡수하거나 흡착하지 않고 미생물 외부에서 환원시키는 미생물임을 확인하
였다.

Fig. 13. TEM-EDX analysis of microbially precipitated potassium dicromate

다. Akaganeite의 환원물 동정
환원물의 형태와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SEM-EDX 분석 자료와 XRD 분석의

d-space 해석 자료를 종합하여 각 환원물을 동정하였다. 크기가 약 10~20 ㎚인 입
자가 뭉쳐져 있는 순수 Akaganeite는 전자공여체로 Lactate와 Formate를 주입하여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환원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0 ㎚로 커졌고, 구형
의 외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 14). 이를 EDX 분석한 결과 Fe, O peak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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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게 나타났으며

Akaganeite에서 변한 환원물은 Fe과 O를 포함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환원물이 어떤 광물인지 동정하기 위해 실시한 XRD 분석 결과 전자공여체로

Glucose, Acetate, Pyruvate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Lactate,
Formate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Akaganeite[FeOOH]가

Maganetite[Fe3O4]로 환원되

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4).

Fig. 14. SEM-EDX analysis of akaganeite and biomineralizaed products (A・
D: 순수Akaganeite 사진과 EDX, B・C: Akaganeite가 전자공여체로 Lactate를
이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C・F: Akaganeite가 전자공여체로 Formate를 이
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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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XRD Analysis of Akaganeite and Biomineralized Products for
Microbial Reduction Us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with
E-Donors Such as Glucose, Acetate, Lactate, Formate, and Pyruvate.

라. Manganese oxide 의 환원물 동정
순수 Manganese oxide는 크기가 약 50 ㎚인 입자가 뭉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
었으나

전자공여체로 Glucose, Acetate, Lactate, Formate, Pyruvate를 주입하여 변

화된 각 환원물 크기는 약 5~20 ㎛로 순수 Manganese oxide보다 더 커졌고, 좁쌀
모양의 뚜렷한 외형을 나타냈다. 좁쌀 모양의 뚜렷한 외형은 망간화합물 중

Rhodochrosite [MnCO3]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환원물의 EDX 분석 결과 모두
Mn과 O peak가 주로 나타났다. 미생물이 전자공여체로 Glucose, Lactate, Acetate
를 이용할 때 CO2가 발생하여 미생물이 C를 고정시키므로 EDX 분석 결과 C도 나
타나야 하나 EDX 분석기기가 이를 detect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Fig. 16).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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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XRD 분석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광물 동정을 한 결과 전자공여체로 Glucose,

Acetate, Lactate, Formate, Pyruvate를 이용한 것 모두 Manganese oxide[MnO2]에
서 Rhodochrosite[MnCO3]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7).

Fig. 16.

SEM-EDX analysis of manganese oxide (A・G: 순수 Manganese

oxide 사진과 EDX, B・H: Manganese oxide가 전자공여체로 Glucose 이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C・I: Manganese oxide가 전자공여체로 Acetate를 이용하
여 환원된 사진과 EDX, D・J: Manganese oxide가 전자공여체로 Lactate를 이
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E・K: Manganese oxide가 전자공여체로 Formate
를 이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F・L: Manganese oxide가 전자공여체로
Pyruvate를 이용하여 환원된 사진과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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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XRD Analysis of Manganese Oxide Used for Microbial
Reduction Us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with
E-Donors Such as Glucose, Lactate, Acetate, Pyruvate, and Formate.

- 40 -

Figure 18. XRD Analysis of Manganese Oxide Used for Microbial
Reduction Using Bacteria Enriched from URT Groundwater with
E-Donors Such as Lactate, Glucose, Formate, Pyruvate, and Acetate.
폐기물은 한번 누출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장소가 건설되기 전 사전 연구로서
KURT 주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폐기물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을 어느 정
도 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먼저 KURT 지하수의 미생물 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금속

환원

미생물

Fusibacter,

Desulfuromonas, Actinobacteria, Pseudomonas sp.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생물
들이 어떤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를 잘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를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특정 전자수용체
와 전자공여체에서 우세하게 활동하는 미생물을 선정하여 분리한다면 오염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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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화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원물의 XRD 분석 결과 Fe가 3가 상태인 Akaganeite[FeOOH]가 Fe 2가와 3가로
구성된 Maganetite[Fe3O4]로 환원되었고, Mn이 4가인 Manganese oxide[MnO2]는
Mn

2가인

Rhodochrosite[MnCO3]로,

Mn

2가와

3가

상태로

구성된

Hausmannite[Mn3O4]는 Mn 2가인 Rhodochrosite[MnCO3]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Cr은 6가 상태인 Potassium dicromate[K2Cr2O7]에서 3가 상태로 추정되는 환
원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미생물 SEM, TEM 분석 결과, 모든 환원물들이 미
생물들 주변에 침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Cr의 경우 유동성이 높고 독성
이 강한 Potassium dicromate에서 유동성이 낮고 독성이 낮은 Cr 3가로 추정되는 침
전물로 환원되어 미생물 주변에 침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금속 환
원 미생물들이 Cr뿐만 아니라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Fe, Mn과 같은 다른 금속이온
들 또한 환원 및 침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하수 내 유해금속물질을
침전시켜 이동성을 줄이고 확산을 막는데 금속 환원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성장 배지의 열역학적인 환경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Eh-pH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Eh는 190~280 mV가 2주후 -250~150
mV로 감소하였으며, pH는 7.7~7.9에서 2주후 7.2~7.5로 감소하였다. Eh의 감소
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 환원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금속의 환원을 더 용
이하게 하는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pH의 감소는 미생물의 활동에 따른 유
기산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미생물의 활동이 용이한 pH 범위인 약 알칼리에서
중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실제 KURT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서 실제로 폐기물 처리장
건설시 유용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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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활용계획
1. 결론
폐기물은 한번 누출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장소가 건설되기 전 사전 연구로서
KURT 주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폐기물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을 어느 정
도 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먼저 KURT 지하수의 미생물 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금속

환원

미생물

Fusibacter,

Desulfuromonas, Actinobacteria, Pseudomonas sp.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생물
들이 어떤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를 잘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를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특정 전자수용체
와 전자공여체에서 우세하게 활동하는 미생물을 선정하여 분리한다면 오염된 지역
의 정화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원물의 XRD 분석 결과 Fe가 3가 상태인 Akaganeite[FeOOH]가 Fe 2가와 3가로
구성된 Maganetite[Fe3O4]로 환원되었고, Mn이 4가인 Manganese oxide[MnO2]는
Mn

2가인

Rhodochrosite[MnCO3]로,

Mn

2가와

3가

상태로

구성된

Hausmannite[Mn3O4]는 Mn 2가인 Rhodochrosite[MnCO3]로 환원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Cr은 6가 상태인 Potassium dicromate[K2Cr2O7]에서 3가 상태로 추정되는 환
원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미생물 SEM, TEM 분석 결과, 모든 환원물들이 미
생물들 주변에 침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Cr의 경우 유동성이 높고 독성
이 강한 Potassium dicromate에서 유동성이 낮고 독성이 낮은 Cr 3가로 추정되는 침
전물로 환원되어 미생물 주변에 침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금속 환
원 미생물들이 Cr뿐만 아니라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Fe, Mn과 같은 다른 금속이온
들 또한 환원 및 침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하수 내 유해금속물질을
침전시켜 이동성을 줄이고 확산을 막는데 금속 환원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성장 배지의 열역학적인 환경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Eh-pH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Eh는 190~280 mV가 2주후 -250~150
mV로 감소하였으며, pH는 7.7~7.9에서 2주후 7.2~7.5로 감소하였다. Eh의 감소
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 환원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금속의 환원을 더 용
이하게 하는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pH의 감소는 미생물의 활동에 따른 유
기산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미생물의 활동이 용이한 pH 범위인 약 알칼리에서
중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실제 KURT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서 실제로 폐기물 처리
장 건설시 유용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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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연구의 필요성
KURT 지하수에선 모두 100여종의 미생물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20여 종은 우
라늄과 크롬, 테크니슘 같은 방사성 금속이 ‘산화’해 물에 쉽게 녹아들지 않도록
산화의 반대인‘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데 직접 관여하는 ‘금속 환원 박테리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미생물 하나하나를 다 분리하진 않았지만 여러 미
생물 종들의 게놈(유전체)이 뒤섞인 시료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이른바 ‘메타게
놈’ 방법에 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미생물 가운데엔 금속 환

원 반응이 뛰어난 토종 미생물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생물 종들을 분리하고 그 게놈과 특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타 연구에의 응용
핵물질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온 상태(산화)가 되면 물에 쉽게 녹아 지하수
를 통해 흘러 퍼지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핵폐기물 속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전자를 이온화 금속에 전달함으로써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금속
은 고체로 침전돼 지하수 아래 가라앉게 된다. 이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연구하는 국제학계는 이런 미생물들이 수십만년 동안 지하에 저장되는 고준위 핵물
질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미
생물을 크롬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에 이용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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