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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미생물에 의한 방사성 우라늄의 감  물화 기술

II.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가 심지층에 처분되었을 때, 사용후핵연료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주변의 지하미생물과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실험실에서 모사하 다. 특히, 철환원 혹은 황산염환원 박테리아는 우라늄을 환원시

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우라니나이트와 같은 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처분 안정성을 보다 향상 시키는데 매우 요한 자료가 될 것

으로 단된다.

III. 내용  범

   본 연구는 미생물과 우라늄과의 반응을 주요 실험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차

으로 우라늄이 미생물의 내부와 표면에 흡착 혹은 물화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

다. 한, 액상에 많은 이온 성분들이 존재할 때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는 우라늄 

물의 성분 변화 혹은 새로운 물상이 형성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황산염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황화 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찰하 고, 황화 물 내부에 우

라늄의 포획 과정과 제거 기작이 연구되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사실은 우라늄의 물화 과정에서 인이 포함되었을 때 

 보고되지 않았던 '닌교아이트'라는 물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황산염환원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주로 '맥키나와이트'이며, 

망간 혹은 니 과 같은 속 불순물이 소량 존재하면 우라늄의 포획량이 훨씬 증

가한다는 사실을 밝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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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활용계획  건의사항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이 환원될 뿐만아니라, 우라니나이트와 같은 불용성 물

로 결정화되고 더 나아가 인이 포함되면 닌교아이트와 같은 매우 안정한 물이 형

성된다는 사실은 향후 처분장의 장기 안정성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황화 물과 같은 결정질 물 속에 우라늄이 포획됨으로 인해 우라늄의 이동

이 억제될 뿐만아니라 우라늄의 장기 화학  안정성이 실 될 수 있다. 따라서, 지

하미생물을 활용한 고 폐기물 안정성 향상 방안이 처분장 설계 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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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echniques for Reduction and Biomineralization of Radioactive Uranium by 

Bacteri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uranium representing for the HLW (high-level waste) was reacted with 

underground-bacteria in a laboratory scale presuming the HLW disposal under 

deep groun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ron- and sulfate-reducing bacteria 

can reduce and mineralize the oxidized uranium to 'uraninite', and these facts 

could be very important things to improve the stability of HLW disposal.

III. Scope and Contents

   This study wa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bacteria and uranium, 

and we investigated uranium sorption and mineralization occurring onto and 

under bacterial membranes. When major elements found coexisted with uranium 

during uranium bioreduction, there happened some compositional variation of 

uraninite and a formation of a new mineral phase. In addition, there occurred 

some sulfide mineral formation by sulfate-reducing bacteria, and subsequently, 

uranium incorporation and removal by the mineral have been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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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 new thing revealed by this study was a formation of "ningyoite", which 

was made as a new mineral when phosphorus component added into the 

uranium bioreduction process. In addition, a main sulfide mineral formed by 

sulfate-reducing bacteria was mackinawite which can incorporate much of 

uranium as coexisting with metal impurities such as manganese or nickel 

elements.

V. Applications

   It is thought that the uranium bioreduction process resulting in mineralization 

to uraninite and ningyoite, which are very stable insoluble minerals, could 

influence on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HLW disposal. In addition, uranium 

incorporation into sulfide minerals could result in retarding uranium movement 

and chemically stabilize the uranium. Thus, a future plan for enhancing the 

HLW dispoal stability using bacteria should be considered in a conceptual 

disposal si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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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 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원자력발 을 에 지로 사

용하는 나라들의 공통 인 심사이다. 원자력에서 필연 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

기물을 처분하는데 가장 안 한 방법 의 하나가 결정암질 암석의 지하심부에 처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이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련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Koppi et al., 1996; Sato et al., 1997; Murakami 

et al., 2005; Baik et al., 2008). 하지만, 아직 지하심부 핵종들의 장기거동, 핵종이동 

지연 특성, 그리고 안정성 확보는 쉽지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수백, 수천 년 

이상 지하환경 조건의 핵종 지화학작용  거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리고 그 게 오랜 세월동안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환경을 안 하게 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일반 으로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 용기가 물리  인공방벽에 

의해 일차 으로 보호되고 이차 으로 주변 암석에 의해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있

다. 물리  인공방벽은 주로 벤토나이트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로부터 용

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사성핵종들을 흡착  확산 지하는데 주 목 이 있다. 인

공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주 의 천연방벽인 암석  물과 하면서 흡착  

침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지 까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공방벽 벤토나이

트 물질 혹은 자연 물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Pusch and Carlsson, 1985; Lee et al., 1997; Lee et al., 2009). 하지만, 최근들어 

지하미생물들의 핵종거동에 한 향이 매우 크고 범 하다는 사실들이 밝 지

면서 지하미생물들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Suzuki et al., 2002; Lloyd et 

al., 2005).

방사성폐기물 지 처분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 에 지 까지 간과되어온 

것 의 하나는 지하미생물의 작용  역할일 것이다. 지하미생물은 지표면의 토양

에서부터 지하 수 k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지하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화/환원력(redox potential)을 쉽게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산화/환원 변환과정은 핵종 원소들의 거동에 매우 

요한 향 인자 의 하나이다. 한, 미생물은 자가복제(self-reproduction)를 통해 

개체수를 기하 수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편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

동할 수 있다. 지하미생물들의 이러한 특이한 능력은 오랫동안 장기보   장될 

방사성폐기물에 매우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지하미생물 에서 속환원미생물이라고 일컫는 기성미생물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속 혹은 핵종원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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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들을 황화 물  기타 속 물로 물화시킬 수 있다. 우리들의 심은 우라

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물화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 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 폐

기물의 장기 안 성과 매우 한 련성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KURT 지하

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물과 외국의 속환원미생물 등을 실험실에서 배양하

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핵종원소와 미생물과의 상호반응  용존핵종 제거 기

작에 한 실험결과  의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의 미생

물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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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라늄의 미생물  흡착  물화 특성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U(IV)를 

갖는 물로 물화된다. 물속에 용존되어 존재하는 부분의 우라늄은 산화우라늄

(U(VI))으로써 용해도가 크고 이동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산화우라늄은 지하심부 

환경에서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까지 멀리 이동할 수 있고 환경 인 해를 끼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안 성 측면에서 이러한 산화우라늄을 환원시켜 우라늄의 이동

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의해 

U(IV)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들을 형성한다. 이러

한 나노입자들이 응집되면서 좀 더 큰 크기의 우라니나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단

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라늄 물로 형성된 환원우라늄들이 큰 입자로 구성되

어 있으며, 화학분석결과 부분 우라늄으로 구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물화

되어 응집된 우라늄의 입자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입자들

간의 상호 결합  친화력이 발생하여 좀 더 큰 크기의 입자 혹은 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림 1. 우라니나이트 물  화학성분 분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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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니나이트를 고해상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3∼5 nm 크기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정성이 잘 발달한 기본입자들은 서로간

의 첩  결합에 의해 좀 더 큰 거 입자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형의 입자로 존재

하 다.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으로 우라니나이트 확인  결정성을 확인

한 결과 입자들의 결정성이 체로 잘 발달되어 있고 형 인 우라니나이트의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그림 2. 우라니나이트의 미세결정구조  회 패턴.

Media에 포함되어 있던 다양한 배경원소들이 무기 으로 혹은 미생물 반응 에 

화학작용에 의해 이차 인 물들로 흡수되었다. 특히, 배경원소 에 Ca 성분들의 

농도가 높으면 탄산칼슘의 물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찰된 이차

물은 CaCO3로 구성된 아라고나이트(aragonite)이다. 이 물이 무기 으로 생성되

었는지 혹은 미생물 으로 생성되었는지 형성된 기작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실험에서 생성된 이차 물들 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차 물로 형

성된 아라고나이트가 미생물  기원이라고 한다면,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과 칼슘의 

결합이 미생물에 의해 진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한 지  CO2 

장방식에 응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형성된 아라고나이트는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의 매우 큰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입자의 형태는 마

름모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3). 부분 으로 비정질 형태의 아라고나이트도 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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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 아라고나이트(aragonite)  이차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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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생물 표면과 내부에서의 우라늄 물 형성 

특성

제 1   미생물 표면에서의 우라늄 물화

Media에 첨가된 양이온들(Na, K, Mg, Ca)은 일반 지하수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

는 원소들로써, 실험을 통해 지하수의 특성에 따른 우라늄의 물화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배경이온 외에 인(P)을 첨가하여 P에 의한 우라늄의 물

화 작용의 향을 살펴 보았다. P는 미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원소로써, 이 원소의 

존재 여부가 미생물의 증식  활동에 어느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P는 자체 이온의 결합에 의해 불용성의 인산염 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특성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과 결합했을 때 특징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P의 향에 의해 환원  침 되는 우라늄 물의 생 물화를 살

펴보았다. 그림 4는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이 U(IV)로 환원되면서 낮은 용해도의 

물로 변하는 과정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의 물화가 미생물의 세포벽 외피에 형성되고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차 

커지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미생물 외피에 우라늄 물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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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활동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림 4에서 3

개의 다른 미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우라늄 물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 우라늄 물화가 미생물 외피 체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나노크기의 

우라늄 물입자들이 작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되는 

물의 입자 크기가 크게 성장하여 발달한 경우가 찰되며, 특정 부 에 좀 더 높

은 농도의 물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화가  진행될 수록 기에 

형성되었던 나노 기본입자들이 차 커지면서 미생물의 외피를 감싸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의 입자 에 성장하거나 주변으로 확 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라늄 물의 입자가 더 크게 성장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미생물 외피가 완 히 물로 뒤덮여 미생물의 흔 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미생

물의 외피가 물로 코 되면서 미생물의 활동도는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

다. 미생물의 양분 흡수  사작용의 감소는 더 이상의 우라늄의 물화를 지

속시키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5. 미생물 표면에 형성된 우라늄 물의 EDS 표면화학성분 분석.

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 수착  물화되면서 미생물 표면을 뒤덮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라늄 외에 다른 미량원소들의 참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서 농집되면서 용액속에 미량으로 추가된 P 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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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미생물 표면에 다량의 수착 특성을 보여 다. P가 물화를 이루면 불용성

의 침 물을 형성하고 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만약, 우라늄과 P가 함께 공존하

면서 물을 형성한다면 장기 으로 안정한 우라늄 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림 5에서 보듯이, P의 분포가 우라늄의 분포와 체로 일치하며 미생물 표면에 

반 으로 발달되어 있다. 우라늄과 P의 공존은 용액상에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

을지도 모른다. 용액상에서 우라늄과 P가 complex를 이루고 이러한 이온 복합체가 

미생물 표면의 수착기와 결합하여 기 물을 형성하는지 모른다. 특히, P는 미생

물의 활동에 필요한 양소로써, 미생물의 흡수작용에 의해 미생물의 표면  세포 

내부에 유입되어 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은 우라늄이 기에 미생물 표면에 어떻게 생성되어 커져가는가를 보여

다. 기의 우라늄 생성은 체 으로 미생물의 외피에 골고루 이 지며, 간혹 특정 

부 에서 좀 더 빠른 결정성장이 이 질 수 있다. 입자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생물의 환원  사작용이 자신의 몸 체에서 골고루 

이 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6. 미생물 표면에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이미

지. (A) 미생물 외피에 기 형성되는 우라늄 물. (B) 이미지 

(A)의 확  사진(삼각형: 기의 기본 우라늄 나노입자들, 화살

표: 어느정도 성장한 우라늄 물들간의 상호결합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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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외피에서 기 형성된 물을 확 하여 찰하면 다양한 형태의 입자

들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우라늄 물에서도 다양한 

크기  형태의 기본입자  성장입자들을 볼 수 있다. 먼 , 삼각형으로 표시된 입

자들은 자 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기본입자들로써, 용액상에 녹아

있는 산화된 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기 형성되기 시작한 우라늄의 

기본입자인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물의 형성이 미생물 표면에서 수∼수십 nm의 

간격을 두고 기에 형성되고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기에 형

성되는 기본입자들은 계속 으로 우라늄이온들이 수착하거나 결합하여  입자가 

커져나가 그 크기는 수십 nm까지 될 수 있다. 이 게 성장하는 우라늄 입자들은 단

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주변에서 성장하는 다른 입자들과 하게 되고 이러한 

은 상호 연결을 이루어 보다 큰 결정입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여 형성되는 우라늄 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물 

결정체로 형성되며, 결국에는 미생물 표면을 완 히 덮는 정도의 크기로 발 하는 

것 같다.

우라늄의 기본입자를 고해상도 분해능의 이미지로 찰해 보면 2∼3 nm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입자들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며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하고 있다. 우라늄 기본입자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미생물의 표면에 우라늄을 환원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수착된 우

라늄의 환원  물화를 가능  하는 것이다. 우라늄의 성장이 기본입자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 활성화되고 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의 회 패턴으로 

부터 형성되는 기본입자들이 결정을 갖는 우라늄 입자들이며, 우라니나이트라는 우

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배경용액으로 첨가한 칼슘은 우라늄  탄산과 결합하여 

complex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이 용액상에 첨가되었을 때 우라늄과 

쉽게 결합하고 이는 다른 성분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칼슘-우라늄 

complex가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 졌다(Liu et al., 2007). 이는 우라늄의 환원되는 속도의 감소를 

유발하고 칼슘이 없는 용액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게 한다. 따라서, 용액상

의 칼슘의 존재는 우라늄의 환원을 방해하여 우라늄 물이 신속히 생성되는 것이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8에서 보듯이 우라늄 물이 칼슘  인을 포함한 

물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하고 용해에 강한 물이 형성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찰되는 부분의 우라늄 물들은 희토류 원소, 칼슘, 그리고 기타 등의 미량원소들

을 불순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기 우라늄의 형성기작에 여

할 뿐만아니라 우라늄이 성장하면서 보다 안정되게 자라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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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생물 표면의 우라늄 기본입

자들의 자 미경 확 사진  우라니

나이트 회 패턴(화살표: 우라늄 기본입

자간의 상호 경계면 성장).

그림 8. Ningyoite 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회 패턴.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은 용액상의 칼슘과 인을 흡수하여 ningyoite 

(CaU(PO4)2·H2O)라는 물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 졌다. Ningyoite는 우라늄 물

에서 용해도에 강하고 보다 안정한 물로 알려져 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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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물은 수십 nm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기본 나노입자들이 상호 결합

하여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우라

늄의 크기는 기본 입자들의 응집으로 설명되었으나, 장기 인 실험조건  용액상

의 미량원소들의 향에 의해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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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미생물 내부에서의 우라늄 물화

미생물의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를 찰하 고 

이러한 과정이 미생물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nm 크기로 미생

물을 단하여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미생물은 cytochrome이라는 단백질 효소

에 의해 우라늄을 U(VI)에서 U(IV)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미생물 내

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하여 

진입한 우라늄 이온들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환원되고 물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라늄 이온들은 환원되고 침 되면서 물화를 형성한다. 그림 9에서

는 우라늄 물들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라늄 

물들이 상의 형태로 발달하여 세포막 주변에 정렬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

습은 미생물의 periplasmic layer의 cytochrome의 분포와 련성이 있어 보인다. 세

포 membrane에 존재하는 cytochrome은 단백질 효소로서 철 혹은 망간과 같은 

이 속원소들의 환원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에도 

용되며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산화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물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라늄 물이 cytochrome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고 그 주변

에서 우라늄 물화가 진 혹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들의 발달은 

cytochrome의 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역할을 하며, 미생물의 환원작용 치를 알

려주고 있다.

그림 9. Shewanella균의 표면  내부의 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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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내부의 우라늄 발달은 장기의 깊숙한 부 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우

라늄 물이 미생물 장기의 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부에 발달하는 우라늄 

물들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massive하게 발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특정부 를 따라서 개별 으로 우라늄 물이 성장 혹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그림 9의 화학성분 mapping 이미지.

그림 10은 그림 9의 화학성분 mapping 이미지로서 우라늄, 칼슘, 그리고 인의 

화학  분포를 보여 다. 화학성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원소들의 분포

는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라늄 물화가 이루어질 때, 우

라늄과 다른 원소들간의 긴 한 상호반응이 미생물 표면 체에서 일어났음을 암시

한다. 칼슘  인 원소들의 수착이나 침 이 미생물의 특정부 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라늄이 반응하는 치에서 동일하게 칼슘  인 원소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배경원소 에 칼슘과 인 원소와 우라늄과의 반응이 이미 용액상에

서 발생하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용액상의 우라늄-칼슘-인의 complex가 쉽게 형

성되고 이러한 무기 complex가 그 로 미생물 표면에 수착되거나 침 되어 환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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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새로운 환원 우라늄 물(ningyoite)을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된 우라늄 이온들은 U(IV) 이온으로 존재하며 서로 결합하여 

우라니나이트라는 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물은 본 실험에서 인을 불순물로 함

유하여 만들어지고 미생물의 내외부에 다양한 크기  배열을 이루며 존재한다. 

그림 11은 미생물들이 원래의 형태를 잃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

생물들의 우라늄과의 반응이 끝나고 TEM 시편을 비하는 과정에서 수축되거나 

진공에 의해 일그러지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미생물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우라늄 물들의 분포는 체 으로 우라늄 물들이 미생물의 

표면을 나노크기의 두께로 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의 미생물들의 

표면이 일정한 두께 이상의 우라늄 물들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그림 11의 이미지에서 찰되는 특징 의 하나는 일부 몇몇 미생물들의 내부

가 우라늄 물들로 가득 채워지거나 높은 도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생

물들의 활성도  우라늄 흡수 능력에 따라 많은 양의 우라늄 물들이 개체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내부 우라늄 물들은 데미지를 입은 세

포 밖으로 유출되어 미생물 주변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11. 미생물 내외부에서 물화된 우라늄의 투과 자 미경 

사진.

그림 12는 미생물  환원작용에 의해 우라늄이 미생물 표면  내부에 침   

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투과 자 미경 이미지이다. 우라늄 물이 미생물 표면

의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일부 세포벽은 아직 충분히 우라늄 물에 의해 피복

되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세포막 내부에서는 우라늄 이온들의 유입이 활발하여 우

라늄 물의 형성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 우라늄 물의 미생물 내부 성장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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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부 장기의 향을 어느정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침 되고 물화된 우라늄 

물의 성분은 EDS화학분석 결과 우라늄, 칼슘, 그리고 인의 3성분 양이온들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값은 앞서 설명한 로, 용액상의 우라늄-

칼슘-인 3성분 complex가 미생물의 환원  물화작용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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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생물 내외부의 우라늄 물화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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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양한 용존이온들의 우라늄 물 형성에 

미치는 향

제 1    Fe(II)와 Fe(III)의 우라늄에 한 향

Fe(III)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실험이 실시되었

다. Fe(III)이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

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우라늄의 감소는 10일 이상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거의 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철이 없는 조건에서는 꾸 히 우라늄의 감소가 있었다. 그

리고, Fe(I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우라늄의 감소가 격하게 나타났다. 철이 없는 

조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라늄의 감소가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Fe

가 우라늄의 환원  제거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Fe의 자

수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라늄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철 이온의 종류  첨가 여부에 따른 우라늄 제거 특성. 

첨가된 철 이온 농도는 30 mmol/L(pH 8.1) 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0.2 mM로 존재.

그림 14의 사진으로부터, (A) bottle의 색깔이 약한 갈색 혹은 노락색을 띠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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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e(II)가 산화되어 Fe(III)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 게 산화된 Fe(III)의 존재는 Fe(II)의 존재하에 일부 산소가 침투하여 만들

어진 부산물이지만, ferrihydrite같은 기의 철산화물이나 콜로이드 등이 만들어지

지 않았으며, 침 물의 생성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Shewanella균의 주입

에 의해 기에 존재하던 Fe(III)가 부분 환원되어 Fe(II)로 바 면서 육안으로 보

이는 약한 갈색이 거의 투명무색으로 변하 으며, 그 기간은 약 2주에 지나지 않았

다. 이러한 색 변화는 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작용의 결과임이 분명하다(Roh 

et al., 2007). 하지만, U(VI)에서 U(IV)로의 환원  우라늄의 감소는  일어나

지 않았다(그림 13).

그림 14. Serum bottle의 색 변화. (A) Fe(III)과 U(VI)이 동시에 존재하는 serum 

bottle, (B) 약 2주 동안의 Shewanella균의 환원작용 이후의 (A) bottle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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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우라늄 물 형성 특징

1.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우라늄 물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을 살펴보았으며, 배경이온들의 향을 살펴 

보았다.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 표면에 공침된 물이외에 미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었다. EDS 화학성분 분석결과 미생물 주변에 공침

되거나 물화된 물질들은 미생물의 환원작용 혹은 물화된 우라늄의 표면에 추가 

수착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 환원  물화와 배경원소들의 

공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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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상에 배경용액으로 존재하는 Mg, Al, Si 등이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물

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물화된 우라늄 물 

표면에 수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라늄 물 이외에 다량

의 알루미늄-실리카 물이 형성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직 인 에 의해 형성

된 것 보다는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자유 자의 달에 의한 용액상에서 환원 

 침 에 의해 물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철, 망간, 인이 포함된 우라늄의 미생물 흡착  물화.

산화우라늄이 Shewanella균에 의해 환원되면서 세균의 표면에 흡착 되거나 침

물을 형성하는 모습이 찰되었다(그림 16). 미생물의 표면에 침 된 우라늄과 미생

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침 물들이 찰되었다. 이는 미생물에 의해 용액상에 이

온상태로 존재하던 U(VI)가 환원되면서 용해도 감소  이온간의 결합이 증 되면

서 환원 물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은 미생물의 일부분을 EDS로 

스캔하여 화학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미생물의 표면에 다량의 우라늄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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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화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무기이온성분들(철, 망간, 

인)도 미생물 표면에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의 경우 미

생물 표면 부분에 존재하며, 특히 미생물 가장자리에 부분 으로 높은 농도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Shewanella와 같은 철환원미생물은 표면에 효소(enzyme)를 가

지고 있어서 우라늄 환원을 진할 수 있으며, 표면이 음으로 하 되어 있어서 양

이온인 우라늄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Truex et al., 1997; Istok et al., 2004).

2. 우라늄 물의 성장

우라늄 이온  기타 배경이온들이 공존할 때, Shewanella균의 젖산의 분해에 

따라 발생되는 자들의 수용체가 산화우라늄  산화된 배경이온들에게 달된다. 

본 실험에서 우라늄이 자수용체가 되어 분해된 젖산으로부터 자를 공 받고 환

원되면서 물화가 진행된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우라늄 원소

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침 되거나 차 물화되고 있다. 지 까지 알려진 사실은, 

우라늄 나노입자들의 성장이 2∼3 nm 정도로 발달하고 더 이상의 성장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라늄의 기본 나노입자들은 계속 인   이온들의 추가에 의

해 큰 결정체로의 성장으로 발 될 수 있다. 그림 17의 확 된 그림을 보면 성장하

는 우라늄 나노결정체들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나노결정체들이 차 성장하면서 작

은 크기의 우라늄 물이 차 큰 규모의 우라늄 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배경용액의 철 혹은 망간 등의 불순 이온들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불순 이온들이 같이 공침되면서 우라늄 물의 결정성장을 돕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17. Shewanella균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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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은 단일 개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집락(colony)을 이루거나 바이오막

(biofilm)을 이루며 생존한다. 그림 18에서 보는 것처럼, 몇몇 미생물들이 응집형태

로 공존하며 자신들의 표면에 우라늄을 흡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생물 표면

에 흡착된 우라늄의 결정체가 차 커지면서 우라늄 물들은 상호 연결되고 큰 형

태의 물로 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표면 흡착된 우라늄 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는 

Shewanella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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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닌교아이트 생성

1. 침 물 분석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물 이외에 몇 종류의 이차 침 물들

이 만들어졌다(그림 19). 특히, Mg, Si, Mn, Fe 등이 포함된 이차 물들이 생성되었

다. 이들 이차 물들은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생성된 것으로 단되며, 나머지는 

미생물과의 반응과정 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의 외형상 형태는 탄산염 

혹은 규소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진 물들로 단되며, 더 자세한 물감정은 이

지지 않았다.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침 물들의 양은 상당히 큰 규모 으며, 

생성된 이차 물의 입자는 수∼수십 μm 이상의 큰 결정체로 찰되기도 한다. 이

게 규모로 발달하는 이차 물들은 배경용액에 상당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주요이

온들의 향이며, 이러한 이온들은 상호결합에 의해 큰 결정체로 성장하거나 미생

물의 향  유기물들의 향에 의해 물화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9. 지하수 성분과 철, 망간, 인의 향에 

따른 미생물  이차생성물.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차 물들의 구성 화학성분은 인이 과량성분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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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상 으로 우라늄의 함량도 높은 편이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는 우라

늄의 함량은 용존된 부분의 우라늄들이 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인 성

분이 많은 이유는 인이 용존상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낮은 용해도로 인해 침 되거

나 다른 이온 성분들과 결합하여 이차 물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용액상의 인의 존재가 우라늄의 거동  다른 이온들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원소 Weight(%) Atomic(%)

C 11.87 21.70

O 44.59 61.20

Mg 3.29 2.97

Si 1.03 0.81

P 6.99 4.96

Ca 2.19 1.20

Mn 6.93 2.77

Fe 7.53 2.96

U 15.58 1.44

Total 100.00 100.01

표 1. 그림 19의 체 물들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2. 인산염 물 생성

용액상의 미량원소  칼슘과 인의 성분이 우라늄 환원과정 에 참여하여 공침

함으로써 새로운 우라늄 물을 형성하 다. 그림 20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 물

이 형성되면서 구형의 나노입자들이 체로 일정한 크기를 이루면서 만들어졌다.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EDS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칼슘-인으

로 구성된 물질이었다. 이 의 결과에서도 언 했듯이, 본 주사 자 미경에서 찰

된 구형의 우라늄 물은 ningyoite(CaU(PO4)2·H2O)라는 인과 칼슘을 가지는 우라

늄 물 이었다. 인을 함유하는 우라늄 물은 용해도가 작고 오랜시간 동안 안정

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에서 매우 요한 물 의 하나이다. 주사 자 미경 

찰하에서 살펴본 ningyoite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미생

물 주변에 독립 으로 형성되어 모여있는 구조로 찰되었다. 시간에 따라 

ningyoite의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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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량원소  인과 칼슘이 공침되어 형

성된 우라늄 물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와 

화학성분 특성.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과 우라늄의 비율이 비슷하고 인의 함량이 부분 으

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체로 ningyoite 물의 화학식과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며, 

Shewanella균에 의해 우라늄이 환원되면서 배경용액에 존재하는 칼슘과 인의 성분

여하에 따라 새로운 우라늄 물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게 되었다. 특별히 인의 

함량이 높을수록 환원된 우라늄 원소와 결합하여 보다 불용성의 우라늄 물이 형

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소 Weight(%) Atomic(%)

C 15.99 44.58

O 11.35 23.76

P 16.82 18.19

Ca 8.08 6.75

U 47.75 6.72

Total 100.00 100.00

표 2. 그림 20 광물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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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박테리아 사 유기복합체 

미생물은 사과정 에 다양한 유기산 혹은 삼출물(exudates) 등을 내 놓는다

(Ehrlich, 1990; Nealson and Stahl, 1997). 이러한 분비물들은 거  분자를 이루기도 

하고 미생물 혹은 핵종과 결합하여 커다란 바이오막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Shewanella균으로부터 분비된 유기분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거

 분자를 이루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생물 혹은 우라늄을 흡착하며 큰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생물  분비물은 구성 유기 종류에 따라 크기  유기

화학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 미생물로부터 분비된 exudates들의 상호결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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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생물에 의한 황화 물 형성

제 1   세균 배양  실험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Shewanella균 외에도 Vulgaris(Desulfovibrio Vulgaris  

C-6(ATCC 7757))와 Desulfuricans(Desulfovibrio Desulfuricans  NCIB 8307(ATCC 

29577)) 등 총 3가지 미생물로써, 미국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사로 부터 구입하 다. 황산염환원 미생물은 같은 Desulfovibrio 속이지만 다른 종

이며, 약간의 특성차이가 있다. 공통 으로는 두 미생물들이 sulfate를 sulfide로 환

원하여 환원 물을 만드는 이다. 이 미생물들은 기성 세균으로서 무산소 환경

에서 서식하고, 황(S)성분이 있는 환경에서 응하며 살며, 주로 산화황을 환원시키

며 필요한 에 지를 얻는다.

ATCC로부터 구입한 두 미생물의 상태는 기에 분말상태로 작은 유리캡슐에 

담겨 있으며, 유리칼을 이용하여 캡슐을 단하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솜덮개를 

제거한 후, 곧바로 세균분말을 배양액에 털어 넣었다. 이 때, 산소를 해서는 안되

기 때문에 단작업  후속작업은 모두 로 박스(glove box) 안에서 수행되었다. 

로 박스의 환경은 N2:CO2 = 80:20의 비율로 채워진 가스 조건이며, 산소가 없는 

환원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실험을 한 필요한 도구는 표 3과 같다.

Weighing dish 알루미늄 호일 0.2 μm 필터 주사기(종류별)

질소가스 2통 전자저울 핫 플레이트 마이크로 피펫

serum bottles Stopper Capper 무균 실험대

stir bar 비이커 3개 시약 스푼 알루미늄 캡

알코올 램프 알코올 스왑 Butyl rubber

표 3. 미생물 산환환원 반응에 필요한 기자재

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한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먼  배양액의 조성

을 비하여야 하고 표 4와 같이 필요한 시약을 비하 다.

① 삼각 라스크에 각각의 시약을 넣고 stir bar를 돌려 섞는다. 이때 pH는 모두 

7.5로 조 해 주어야 한다. Sodium lactate는 60%의 액체상태이므로 4.2 mL를 넣어 

주었다(60% sodium lactate가 1 mL에 1.25 g이 나왔으므로 sodium lactate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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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g - 0.4 g = 0.85 g, 3.5 g을 넣으려면 3.5/0.85 = 약 4.2 mL).

② 표 4의 Component I, II, III와 분배할 때 쓰일 serum bottle 10개, stopper 10

개를 멸균시킨다.

③ 멸균시킬 동안 5% ferrous ammonium sulfate를 serum bottle에 만든다.

  - 무게비로 환산하여 95 mL의 증류수에 5 g을 넣어주었다.

  - 2가 철은 산화가 빨리되므로 증류수를 미리 30분간 질소로 퍼징한 다음에 시료

를 넣어주었다.

  - Ferrous ammonium sulfate의 주입량은 medium 5 mL당 0.1 mL이다.

④ 멸균이 끝나면 무균살균 에서 Component I, II, III를 섞어 주면서 용존산소

를 없애기 해 질소퍼징과 가열을 한다.

⑤ 각각의 serum bottle에 98 mL씩 분배한 다음 ferrous ammonium sulfate를 

0.2 μm 필터를 통해 2 mL씩 주입한다. 그리하여 bottle당 총 100 mL씩의 배양액을 

제조한다.

Component I Component II Component III

증류수 400 mL 증류수 200 mL 증류수 400 mL

MgSO4 2.0 g K2HPO4 0.5 g Sodium lactate 3.5 g

Sodium citrate 5.0 g Yeast extract 1.0 g

CaSO4 1.0 g

NH4Cl 1.0 g

표 4. 미생물 배양액 조성

이 게 만들어진 배양액에 미생물 균주를 주입하는데, 처음 작업시에는 로 박

스 내에서 수행하여 환원조건을 유지하고 다른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 자세한 과정

은 그림 22에 잘 나와 있다. Serum bottle에 주입된 세균은 항온기에서 이틀간 배

양하 으며 온도는 30°C를 유지하 다. 미생물의 성장 확인은 배양액의 검은 색으

로 별하 다. 배양액의 검은색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황화 물이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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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2. 황산염환원 미생물 배양액 제조  미생물시료 주입 사진. 

(a) 배양액을 제조하여 serum bottles에 분배하는 과정, (b) 

로 박스, (c) 로 박스 안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을 분배하기 의 

모습, (d) 동결건조 분말시료를 핀셋으로 꺼내어 배양액에 넣는 장면.

   

그림 23. 배양된 Vulgaris 황산염환원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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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산화/환원 차 측정

100 mL 탄산수소나트륨(30 mM) 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해 장시간 질소

가스로 퍼징하 다. 자공여체로 젖산나트륨(Na-lactate)을 10 mM 주입하고 질소

가스로 퍼징한 후 부틸마개로 병의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단단히 고정하

다. 사용된 병은 150 mL serum bottle로써 산소의 투과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병

이다. 이후 약 20분 동안 121°C에서 고압멸균 처리하 다.

황산염환원 세균의 경우에는 Fe(II)-sulfate(2 mM) 용액을 0.2 μm(Advantec 

cellulose acetate)를 이용하여 필터링하면서 주입하 고 우라늄(5×10-5 M)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입하 다. Shewanella의 경우에는 Fe(III)-citrate를 넣은 후 우라늄을 

주입하 다.

미생물 주입량은 배양액에서 성장한 미생물을 1 mL 주입하 으며, 실험은 2주간 

하 다. 시료는 주기 으로 약 3 mL씩을 채취하여 2 mL는 ICP-MS로 U의 농도변

화를 찰하 고 1 mL는 필터링하여 필터에 걸린 입자들을 실체 미경을 통해 

찰하고 무게를 측정하 다. 로 박스에 pH meter를 설치하여 pH  

ORP(oxidation reduction potential)를 측정하 다.

1. Vulgaris

Vulgaris 미생물이 serum bottle에 주입되면, 용액상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Fe(II), SO4
2-
, U(VI) 등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반응하게 된다. Vulgaris  미생물은 

기성 미생물로서, 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다. 이러한 미생물은 단기

간내에 많은 양의 황산염을 환원시켜 황화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물속의 용존산소는 차 고갈되고 극환원조건을 이루게 된다. 그림 24에서 보

는 것처럼, 미생물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차 Eh값의 변화가 나타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분 기가 조성되면서 기 -120 mV를 보여주던 Eh값이 차 

낮아져 약 4일이 지난 후에는 최 인 약 -350 mV까지 떨어진다.

그림 25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 기에는 용액상의 황화 물 입자들이 약간 가라

앉아 있고 상등액은 체로 맑다. 그리고, ORP 값은 략 -200 mV 미만이다. 하지

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생물의 활동도가 높아지고 차 ORP 값이 -300 mV 이하가 

되면서, 황화 물이 속히 만들어진다. 기에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나노크기의 

입자들로써 쉽게 부유하고 미생물과 같이 공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

의 크기가 차 커지면서 침강하여 bottle의 바닥에 가라앉는다. 의 실험결과는 

미생물에 의해 강한 환원조건이 형성되면 황화 물이 쉽게 만들어지며, 차 그 크

기가 μm 크기까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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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그림 25.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황화 물 형성. 

(왼쪽) 기실험, (오른쪽) 4일째 실험 사진.

 

2. Desulfuricans

Desulfuricans는 Vulgaris와 같은 Desulfovibrio  속에 속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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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림 26에서 보는 것처럼, Desulfuricans에 의한 ORP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에 -120 mV에서 시작하여 4일이 지난 후에는 약 

-500 mV 가까이 Eh가 감소하 다. 이는 bottle 내의 산소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한 환원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Vulgaris의 Eh값과 비교했을 

때, 약 -150 mV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슷한 계통의 황산염환원미생물이

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 환원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Desulfuricans는 상

으로 강한 환원능력을 갖는 미생물로 평가된다.

그림 26.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그림 27. 로 박스 내에서 Desulfuricans에 의한 ORP 변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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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에서 보는 것처럼, Desulfuricans에 의해 변화된 Eh값이 표시되고 있으

며, bottle의 용액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Bottle의 검은색은 미

생물에 의해 형성된 황화 물(mackinawite)이며, 기에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여 

쉽게 부유한다. 이 시 에서의 미생물의 량과 활동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

3. Shewanella

철환원 세균인 Shewanella에 의한 용액의 ORP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조건은 

bottle 내에 Fe(III)-citrate를 주입하여 산화된 철이온이 배경이온으로 존재하도록 

하 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Eh값은 계속 으로 변하 으며, 최  -400 mV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값은 황산염환원 미생물인 Vulgaris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비록 철환원세균이지만 환원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h 값이 최 이 되는 

시기는 황산염환원 세균과 비슷하게 약 4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며(그림 28), 이것

은 미생물의 성장곡선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e(III)-citrate가 존재할 때는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지만 Fe(III)가 Fe(II)로 

환원되면 무색으로 바 다. 그림 29은 용액의 색이 무색으로 바 는 것을 보여주며,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Eh값도 동시에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황산염

환원 미생물과 달리 황화 물이 형성되지 않고, 단지 철의 환원만이 이 진다. 환원

된 Fe(II)는 용해도가 크고 잘 침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성의 물로 찰하기 어

렵다.

그림 28. Shewanella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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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Shewanella  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과 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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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생물학  기원의 황화 물량 변화

황산염환원미생물들의 특징 의 하나는 자신의 황산염 환원 작용에 의해 용액상

의 속과 결합하여 황화 물을 형성시킨다는 이다. SRB(sulfate-reducing 

bacteria) 미생물들은 황을 이용하여 에 지를 얻는데, 자신이 환원시킨 황들은 홀

로 존재하기 보다 다른 속 혹은 핵종들을 끌어당겨 물을 만든다. 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황화 물들이 만들어진다. 황화 물의 종류는 용액상에 용존

되어 있는 속의 종류 혹은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한, 실험시작 이후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황화 물의 크기  양이 계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SRB 미생물을 이용하여 용액상에서 만들어지는 황

화 물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Vulgaris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인 mackinawite의 양은 반응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차 증가하 다. 그림 30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에는 물의 양이 빨리 

증가하지 않다가 2일째부터 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량 측정은 주사

기를 이용하여 반응용액을 채취하여 0.2 μm 필터를 통과시켰으며, 걸러진 물의 

양을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 다.

그림 30. Vulgaris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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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을 그림 31에 제시하 다. 기

에 형성된 mackinawite는 입자가 매우 작고 산화에 매우 민감하 다. 입자가 작을 

수록 산화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입자의 크기도 커지고 

물의 농도도 증가하 다. 그림 32는 그림 31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

진들이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에는 입자가 nm 크기로 작고 체 으로 

입자들이 쉽게 산화되어 있다. 결정성이 약하고 입자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산소

의 공격에 취약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간동안 성장한 mackinawite 물의 

경우 입자들의 크기가 수십 μm 크기를 갖고 있다. 상구조로 발달한 입자들은 균

일한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반 으로 잘 발달되고 큰 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큰 입자들은 산소의 공격에도 강하고 잘 산화되어 있지 않다. 입자의 두께  

결정구조가 보다 단단하여 외부 환경에 해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b c d

그림 31. 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 (a) 1일 후, (b) 2일 후, 

(c) 7일 후, (d) 11일 후.

a b

c d

그림 32. 그림 31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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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ulfuricans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는 기에 속히 생성되다가 차 

정 에 이른다(그림 33). 하지만, 꾸 한 물의 형성이 계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찰된다. 생성 물량은 최  0.4 mg/mL로써, Vulgaris에서 생성되는 물량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의 생성량이 산화/환원 의 변화와 매우 유사

한 것으로 보아, 용액의 산화/환원 가 물의 생성과 한 련이 있음을 암

시한다. 한, 미생물의 활동  성장과 한 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그림 34은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필터사진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농도가 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의 양이 을 때는 필

터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만, 물의 양이 차 많아짐에 따라 필터의 윤곽은 감춰

지고 검은색의 황화 물이 필터를 메우고 있다. 기의 물은 쉽게 산화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필터 용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있다.

그림 35은 실체 미경으로 Desulfuricans  미생물이 만들어낸 mackinawite의 

물을 확 한 사진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자의 크기가 nm에서 자 μ

m 크기로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자들의 경계는 매우 불규칙성을 띠고 있

다.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자간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듯 하며, 큰 입자 주

변에 작은 입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입자들의 성장은 몇몇 입자들을 심으로 

거 하게 성장하며, 다수의 많은 작은 입자들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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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4.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 (a) 2시간 후, 

(b) 1일 후, (c) 2일 후, (d) 3일 후, (e) 5일 후, (f) 9일 후, (g) 12일 후, (h) 

16일 후.

a b

c d

e f

g h

그림 35. 그림 34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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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황화 물의 미세구조 특성

SRB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실험시작 2∼3일 내에 형성되기 시

작하며, 그 농도는  짙어진다. 생성된 황화 물을 찰하기 해 실험이 끝난

후, 침 된 황화 물을 따로 모았다. 방법은 다음의 차 로 하 다.

   ① 증류수를 채운 bottle을 30분 이상 질소퍼징하여 산소를 제거하 다.

   ② 실험이 끝난 serum bottle의 용액을 50 mL의 원심튜 에 옮기고 10,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③ 원심분리한 튜 의 상등액을 버리고 무산소 증류수로 채운후 시료를 부유시

킨 후 다신 원심분리하 다.

   ④ ③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한 이후,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비하 다. 먼 , 

투과 자 미경 찰을 해 부유시킨 상등액에서 핀셋을 이용하여 Cu Grid로 미

세한 시료를 건져 올리고 건조시켜 보 하 다. 주사 자 미경 찰을 해 상등

액을 피펫으로 피펫 하여 cover glass 에 떨어뜨리고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켜 

보 하 다. XRD 찰을 해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남은 시료를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킨 후 무산소 조건에서 보 하 다. 한, 황화 물의 내부구조를 

찰하기 해 XRD의 건조된 시료를 진으로 굳히고 다이아몬드 칼로 50∼70 nm

로 단하여 Cu Grid 에 올려놓았다.

1. X-선 회 분석 특성

SRB 미생물을 이용하여 황화 물을 형성하 고 이 물을 XRD로 찰한 결과 

그림 36과 같은 XRD 회 패턴을 얻었다. 본 XRD 회 패턴을 검색한 결과 

“mackinawite"라는 FeS 황화 물로 명되었다. Mackinawite는 황철석의 비 물

로써 미생물에 의해 흔히 만들어지는 물이다. 이 물은 용액상의 Fe와 S가 1:1

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물이다. 이 물의 특징은 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미생

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물의 크기  결정도가 차 향상된다. 본 실험에서 찰

된 mackinawite는 결정성이 좋고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으로 잘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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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XRD 회 패턴.

2. 주사 자 미경(SEM) 특성

그림 37.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Vulgaris와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상 없이 거의 비슷하 다(그림 37과 38). SEM 이미지상으로

는 mackinawite의 외형이 종잇장과 같이 다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입

자의 모습은 마치 smectite와 같은 토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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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의 

물 외형이 조  더 일그러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자의 크기는 nm에서 μ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여 다. 입자들간의 응집성이 좋고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면 이 매우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8.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3. 투과 자 미경(TEM) 특성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주사 자 미경의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다(그림 39과 40). 입자들이 상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종잇장과 같이 

쉽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layer들의 개수를 알 수 있는데, 수 개의 layer에서부터 수십 개의 layer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1개의 layer로 구성된 mackinawite도 

존재하지만 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겹쳐서 성장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는 미생

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가 처음에 생성될 때, 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SAD(selected area diffraction)으로 찰한 

mackinawite는 좋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XRD 회 패턴과 동일한 d-spacing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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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TEM 사진  SAD 패턴.

  

그림 40.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TEM 사진  

SA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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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우라늄 흡착  포획 특성

1. Vulgaris

가. 주사 자 미경 찰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형태를 찰하고 EDS 화학분석을 실시

하 다. 상과는 달리, Vulgaris  활동에 의한 우라늄의 mackinawite로의 공침이 잘 

찰되지 않았다. 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제거 기작은 크게 둘로 나  수 있

는데, 하나는 자체 인 물화에 의한 우라니나이트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에서 만들어지는 황화 물 구조안의 포획이다. 본 실험에서 기 하는 바는 황화

물 내부로 우라늄 이온들의 포획이었으며, SEM 찰결과로는 우라늄의 황화 물로

의 포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이러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 의 하나는 황화 물 형성에 참여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우라늄의 

제거 특성이 다르지 않나 사료된다. 일부 시료이기는 하지만, SEM 상에서는 우라

늄 없이 철과 황의 성분만 측되었으며, Vulgaris에 의한 우라늄 황화 물 포획기

작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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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과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 찰과 마찬가지로 투과 자 미경에서의 mackinawite의 우라늄 

포획은 찰되지 않았다(그림 42). TEM상의 EDS 분석에서 우라늄은 거의 검출되

지 못하 고 철과 황의 성분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자 미경 분석은 시료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를 표할 수는 없다.

그림 42.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TEM 이미지  화학성분.

다. EPMA 찰

SEM과 TEM에서 찰하기 힘들었던 우라늄 성분이 EPMA( 자 미분석)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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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분석하 을 때, 일부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그림 43에서 찰되는 우라

늄은 철과 황의 화학성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도는 매우 낮게 측되고 

있다. 일부 농집된 우라늄이 간혹 물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 물에 우라늄이 같이 공침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것이다. 지 까지는 우라늄이 황화 물에 흡착되는 기작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은 양이지만 일부의 우라늄이 mackinawite 물내 구조안에 같이 포

함되어 농집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43.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EPMA 화학분석.

철과 황의 분포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Vulgaris에 의해 만들

어지는 mackinawite가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Fe:S = 1:1의 

비율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불균질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 Desulfuricans

가. 주사 자 미경 찰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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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Vulgaris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Vulgaris의 경우에는 SEM 상에서 우

라늄의 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Desulfuricans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우라

늄이 검출되었다(그림 44). 그림 45의 EDS 화학분석 데이터를 보면, mackinawite 

표면에 많은 양의 우라늄이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라늄이 단

순히 이미 만들어진 mackinawite의 표면 가장자리에 수착된 수 이 아니라, 

mackinawite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공침 혹은 구조안에 참여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4.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와 화학성분.

나. 투과 자 미경 찰

SEM에서 찰한 것과 비슷하게 TEM에서도 우라늄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그림 

45에서 보는 것처럼, mackinawite 물의 가장자리를 화학분석 했을때, 상당량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TEM 이미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라늄의 결정체인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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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이트의 흔 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부분의 우라늄 이온들이 mackinawite

의 물구조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의 함량은 SEM에서 찰한 정

도의 비율을 보여 다.

그림 45.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 TEM 이미지와 화학성분.

우리는 그림 46에서 mackinawite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화학  분포를 볼 

수 있다. mackinawite 물의 체 윤곽과 철, 황 원소들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흰색 부분은 고농도의 철 원소들의 분포를 보여 다. 우

라늄의 분포는 철과 황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라늄이 우라니

나이트라는 입자상의 물 형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mackinawite 물구조

내에 구성성분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우라늄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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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가 국부 으로 발달했어야 할 것이다. 한, EDS mapping에서 알 수 있듯

이, 철과 황의 농도가 높은 곳에 우라늄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는 철과 황의 농도와 우라늄의 농도가 상 성 있게 발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mackinawite 기 생성부터 우라늄이 여하여, 물의 성장과 우라늄의 포획이 비

례 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TEM에 의한 그림 45 이미지의 EDS mapping.

다. EPMA 찰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EPMA 분석을 통해 찰하 다. 

EPMA 분석을 해 시료는 질소가스가 충 된 carrier를 이용하 고 산소환경에 노

출되지 않도록 최 한 주의하 다. 한, EPMA 기기는 매우 정 하게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써, SEM이나 TEM에 비해 우라늄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찰한 mackinawite 입자는 50 μm 이상의 큰 입자로써, 약 2주동

안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성장한 물이다. EPMA 화학분석 결과, 이 물

은 거의 철 원소와 황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황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그

림 47). 황원소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산화되어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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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물의 EPMA 화학분석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의 분포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라

늄의 분포가 mackinawite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고 입자상의 형태로 불규칙

하게 분포하고 있다.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는 우라늄들의 가장 큰 형태는 10 

μm 이상의 크기도 존재한다. 우라늄의 포함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단속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미생물에 의해 mackinawite가 만들어지면서 

포함되는 우라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라늄의 분포는 

물의 가장자리 보다는 물 내부에 높은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물형성 기부터 우라늄의 공침이 계속돼 왔다는 증거를 암시한다. 우라늄의 포

함량이 시간이 지난면서 감소하는 이유는 용액상에 용존된 우라늄의 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작은 입자들에는 우라늄의 포함량이 매우 으며, 

이는 후기에 만들어진 물에는 우라늄이 공침할만한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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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응용

제 1   결론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지하미생물들 에 속환원미생물인 Shewanella, 

Vulgaris, 그리고 Desulfuricans 등의 3가지 기성미생물을 상으로 산화핵종의 

환원, 물화  제거 실험을 실시하 다. 한, 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

환원미생물을 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 KURT 미생물의 경우, 철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생존하고 있으며 

철산화물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다른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하 다. 를 

들어, akaganeite 철산화물이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magnetite로 변이되었다. 

한,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KURT 철환원미생물은 우라늄 제거에 탁월한 능력

을 보여주지 못하 지만, 망간환원미생물은 수일내에 용존우라늄을 용액상에서 제

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침철석과 같은 물은 핵종을 쉽게 수착하여 미

생물과의 반응을 방해하 고,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침철석이 용해되면서 핵

종의 탈착도 같이 진행됨을 찰하 다.

Shewanella를 이용한 핵종의 물화 연구는 우라늄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우

라늄은 자연계에서 산화상태의 U(VI)와 환원상태의 U(IV)로 주로 존재하고 환원된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고 물화를 쉽게 이룬다. 본 실험에서 Shewanella균에 의해 

용존된 우라늄이 제거될 뿐만아니라 환원된 우라늄이 나노크기의 입자로 물화됨

을 확인하 다. 그 크기는 2∼3 nm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입자들이 서로 결합

하여 수십, 수백 nm 크기의 우라늄 물로 바 었다. 물화된 우라늄은 우라니나이

트(uraninite)라는 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는 경향이 있

었다. 우라늄 물에 불순물로 참여한 원소들은 주로 칼슘과 인 등이었으며, 

ningyoite라는 인산염 물을 만들기도 하 다. 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우라늄 물

의 용해도를 낮추고 입자의 크기  결정성을 높여 장기 으로 물의 안정성을 도

모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의 물화는 미생물의 표면  내부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우라늄의 단순흡

착 뿐만아니라 다른 이온들과의 결합을 통해 큰 결정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 다.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들은 미생물간의 연결을 도와 미생물들의 응

집을 통한 핵종원소들의 이동이 감되는 상이 찰되었다. 한, 미생물 내부에

서 발달하는 우라늄 물들은 세포막 부근에서 상의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이 처음

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로부터 성장하는 우라늄 물은 기에 나노크기로 시작하

여 다른 입자들과 상호 결합을 통해 큰 형태의 입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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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ulgaris  Desulfuricans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황화 물 형성기작을 살펴보았다.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제거되는 우라

늄은 단순 우라니나이트라는 우라늄 물로의 형성 뿐만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지

는 황화 물 내부구조로도 포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우라늄이 황화 물

내로 포획될 때, 미생물의 역할이 요하며 미생물의 개체에 따라 우라늄의 포함되

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 다. 특히, Desulfuricans의 우라늄에 한 황화 물 포획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는 Desulfuricans의 높은 환원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Desulfuricans 미생물의 경우 일주일내에 용액의 산화/환원값을 -500 mV까지 낮추

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속환원미생물은 용액상의 산화상태를 극환원조건

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과정 에 만들어지는 이차 물 내부로 

용존핵종들을 쉽게 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하수를 따

라 이동할 수 있는 핵종들의 흡착  침 , 그리고 지연효과에 분명 큰 잇 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심부 속환원미생물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매우 요할 뿐만아니라, 미래 처분장의 안 성 향상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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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사성폐기물처분에의 응용

지하환경에 처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의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인 핵종 의 하나인 우라늄 등이 만약 외부로 출되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할 

때, 다양한 지화학  반응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 에서 우리가 아직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지화학  반응(biogeochemical reaction)이다.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은 지하수와 하며 산화되고 용해도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산

화된 핵종들이 환원될 수만 있다면 그 것의 용해도  이동성이 획기 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 기성미생물들의 역할이 매

우 요하다. 과거 속환원세균에 의해 산화된 핵종이 환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  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Lovley et al., 1991).

그림 48. 지하단열에서의 핵종과 미생물과의 반응 개념도. 

지하심부에서 기성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에 의해 우라늄의 이동성이 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

본 실험에서도 Shewanella균이 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더불어 흡착  침 / 물

화를 진행시키면서 용존우라늄의 농도를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Shewanella균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이

동할 수 있는 산화핵종들의 지하 이동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세한 

콜로이드 크기의 핵종원소들은 비록 물화가 진행 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작은 크

기 때문에 지하수 에 침 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기성세균에 의해 형성되는 핵종 물들은 그 크기가 클 수록 폐기물 안 성 측면

에서 매우 유리하다. 본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환원  표면 흡착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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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미생물들의 상호 응집  유기분비물들의 결합에 의해 수 μm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침 되고, 따라서 핵종의 이동성이 격히 감소됨을 확인하 다(그림 

48). 이는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세균 등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핵종 

거동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장의 환경에 

맞는 미생물학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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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트'이며, 망간 혹은 니 과 같은 속 불순물이 소량 존재하면 우라늄의 

포획량이 훨씬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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