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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지하미생물 채취, 배양 및 동정 방법과 기술

II.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연구실증

시설에서 고준위 폐기물처분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지역의 지하심부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실험과정을 정리하여 향후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지하미생물 채취 및 이용을 통해 고준위폐기물과 미생물과의

상호반응 기작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I.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KURT 미생물의 채취, 배양 및 동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생물의 배양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지하미생물을 대기조건의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많은 수고를 요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배양방법은 여러 배양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 기술을 통

하여 KURT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지하미생물중

에 금속환원미생물의 선택 배양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하

여 향후 방사성핵종의 거동을 통제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KURT 미생물들 중에 철환원 및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핵종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환원 미생물들의 존재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중요 핵종들의 거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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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판단된다.

V.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지하미생물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분야이지만, 고준위폐기물

과 같이 지하심부에 위치하는 시설에 있어서 지하미생물의 영향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간과되어온 지하미생물의 방사성폐기물에 대

한 영향 및 역할 등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고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향후 국내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미생물들의 종류 및 역할 등의 기초적 미생물 연구와 더불

어 방사성폐기물에 적용가능한 미생물의 선택, 배양 및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되어

야 할 것이다.



iv

SUMMARY

I. Title

Methods and Techniques of Sampling, Culturing and Identifying of

Subsurface Bacteri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various species and characters

of underground bacteria in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site for performing a HLW disposal research. This report is intended to

examine the interactive mechanism of HLW and bacteria based on

experimental procedures.

III.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has contents for sampling, culturing, and identifying of KURT

bacteria, especially for the bacteria culturing. It is very difficult to culture

underground-bacteria in laboratory conditions. Therefore, the technique

presented by the report is one of various bacteria culturing techniques, we

intended to introduce methods to effectively culture the KURT bacteria.

Among the KURT bacteria, selective cultures of metal-reducing bacteria were

usually treated to be used for the control of radionuclid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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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We identified that there were various iron and manganese-reducing

bacteria in the KURT, and they seem to affect the behavior of radionuclides

such as uranium. It is thought that the presence of metal-reducing bacteria is

very important in HLW dispoal site as one of measures to retard the key

radionuclides movement.

V. Applications

The study for the subsurface bacteria has not been treated in Korea, but

the effect of the subsurface bacteria for HLW may be large because of its

subsurface disposal environment. Recently, the effect and role of the

subsurface bacteria for HLW are newly reported and considered as important

things in domestic and overseas. Along with the basic study for the kinds

and roles of domestic underground bacteria, the procedure of selection,

culture, and application of the bacteria for HLW will be propag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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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원자력 발

전소 부지내 임시 저장고에 관리되고 있으나, 각 발전소마다 저장 능력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중앙 집중식 영구 처분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육지 처분 방식은 천층 처분

과 암반 동굴 처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암반 동굴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기본 목적은

폐기물을 인간 환경으로부터 격리, 차단시켜 폐기물내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개념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한 환경 조건을

갖는 지하 심부환경에 처분하여 인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여기에

는 공학적인 방벽과 지질학적 방벽을 모두 고려한 다중방벽 개념을 채택하고 있

다. 공학적 방벽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핵종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설계되지만,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의 장기간의 걸친 처분장의 안전성을 고려

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지질학적 방벽의 역할이 필수적이

다(김건영 외, 2004).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부지의 지질로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과 같은 결정질

암류를 많은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다. 결정질암에서 지하수 유동은 연속성이 좋

은 단일 열극을 따라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열극의 면은 일차광

물, 이차 변질광물, 충전광물 등이 분포한다. 이들은 열극 틈을 막아서 지하수의

유동을 억제하거나,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유해 핵종에 대해

흡착, 이온교환, 침전, 산화환원반응 등으로 핵종과 상호작용 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심부지하에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이다.

지하미생물의 존재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며, 그 이전에는 지하미생물의 존재조

차 인정하지 않았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하심부 수 km까지 지하미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와 종류

의 미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의

지하고준위폐기물과의 반응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redrickson et al., 2000; Suzuki et al., 2002; Lloyd et al., 2005; 백민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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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승엽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심부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기초적인 자료 또한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KURT(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하심부 환경에 생존하는 미생물들을 채

취, 배양 및 동정을 통해 일련의 기술과정 및 방법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소개하여 향후 국내의 지하심부 미생물 연구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지

침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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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연구실증

시설에서 고준위 폐기물처분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site의 지하심부 미

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과정을 정리하여 향후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지하미생물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하미생물의 채취, 배양 및 동정은

현장의 미생물을 최대한 생존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처리기술에 따라 미

생물의 개체수 및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과학적인 미생물 취

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과의 반응 연구에 매우 중요한 미생물을 얻게 될 수 있

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방법은 향후 기술습득 과정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며, 보다 향상된 테크닉이 개발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원자력연

구원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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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지질 및 지하수

특성

제 1 절 주변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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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캠브리아

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및 편암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연구지역의 북

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대미

상의 편상화강암과 중생대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복운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전 범위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세립질이며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

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저어콘, 금홍석, 인회석 등이 소량 관찰된다

(김건영 외, 2004).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쌍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적으

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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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중생대 심성암류가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박희인 외, 1977). 이 밖에 맥암류와 석영반암이 연구 지역 전반에 걸쳐 이들을

관입하고 있다. 석영반암은 연구 지역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과

는 상호 점이적인 관계를 보인다. 석영과 장석반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며

장석반정의 경우 일부 견운모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암맥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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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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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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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URT 지질

시추코아 분석에 의하면 장석류는 시추코아 심도와 관계없이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흔하게 보이며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도 흔하게 관찰된다(그림 2).

지표에서부터 심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단열대가 다수 발달해 있으며 이러

한 단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질대 및 단열대에서는

방해석, 불석 및 녹염석 세맥이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변질구간에서는 흑운모가

관찰되지 않고 녹니석화 되어 있다. 또한, 일부구간의 신선한 화강암 부분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석이 견운모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석영맥이 산

출되는 구간에서는 황철석 및 몰리브데나이트 등의 광석광물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국지적인 광화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김건영 외, 2004).

(A) (B)

0.5 mm

그림 2. (A) 화강암이 변질되어 부분적으로 녹니석화 되어있는 모습. (B) 편광현

미경으로 관찰한 박편사진으로 일부 흑운모 광물들이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t: biotite, C: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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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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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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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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KURT 지하수 특성

미생물 동정에 사용된 지하수는 KURT 막장의 좌측모듈에서 시추된 시추공

으로부터 채수되었으며, 지하 약 140 m 부근의 지하심부 단열대를 따라 이동하

는 지하수를 채수 하였다. 채수된 지하수의 지화학적 조건 및 화학성분들을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채수된 지하수의 pH는 약 8.5 정도로

알칼리 조건이며 Eh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90 mV 정도로 약 환원상태이

며, 지표수의 유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으로는 칼슘

의 농도가 높은 편이며, 황산염의 농도는 상당하여 황산염환원박테리아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KURT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기본 특성 (2006년 6월)

지하수 기본 특성 미량 화학성분

Borehole TB-4 원소 농도 (μg/L)

Temp (°C) 14.6 Al 278.5

Eh (mV) -90.6 Fe 59.3

pH 8.5 Mn 2.4

EC (μS/cm) 142.6 Sr 111.8

DO (mg/L) 3.5 Li 7.6

TDS (mg/L) 117 V 2.3

주요 화학성분
Cr 1.4

Co 0.2

원소 농도 (mg/L) Ni 1.1

SiO2 18.3 Cu 6.5

Na 7.4 Zn 9.8

Ca 16.5 As 1.3

K 1.2 Rb 5.0

Mg 1.3 Mo 13.8

Cl- 2.23 Cs 0.2

SO4
2- 6.84 Ba 73.5

NO3
- 0.90 Pb 2.1

F- 1.34 U 52.0

HCO3
- 60.0 Th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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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하미생물 채취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금속환원 박테리아를 농화

배양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KURT)내 140m 아래 지하로 

부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림 3). 혐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위

하여 지하수 시료는 1-L 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그림 4). 채취즉

시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Head Space없이 고무마개(Lubber Stopper)

로 Serum Bottle을 밀봉한 후 Ice Box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 채취된 지

하수의 pH는 8.5정도로 약 알칼리이며 Eh는 약 -80 mV로 나타났다.  또한, 일

부 지하수는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serum bottle 배양액에 곧바로 주사기를 이

용하여 주입하였으며, 그 이후 serum bottle 배양액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

실로 옮겨 상온보관되었고 미생물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Serum bottle 배양액은 

Fe-citrate를 전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과 sulfate를 전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2종류로 준비하였다.   

그림 3. KURT 지하수 채수 모습과 채수된 지하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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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양액이 들어있는 serum bottles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주입 모습과 serum bottles이 담겨있는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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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하미생물 배양

제 1 절 박테리아 농화배양

미생물에 의하여 산화와 환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환원에 민감한 무기원소인 철

(산화철과 이온상태의 철)과 망간을 이용하여 미생물들을 농화배양하였다.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과 이들 원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미생물이 점차 농화배양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1. 농화배양용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

KURT 지하수 내 생존하는 미생물과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하여 

제조한 기본성장배지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 1000㎖를 넣는다(그림 5a). 

② 삼각플라스크에 표 2와 같은 화학약품을 넣는다. 동시에 삼각플라스크를 핫

플레이트에 올린 후 Stir bar를 돌리면서 가열하여 표 2의 화학약품을 용해

시킨다(그림 5b). 동시에 질소가스로 퍼징을 하여 혐기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미생물성장배지 내 용존 산소를 제거한다. 이때 미생물 성장배지의 

pH는 7.5 - 8.0의 값이 되도록 한다. 

③ Serum bottle에 질소를 퍼징하여 혐기성상태를 만들어 준 후 성장배지 100

㎖를 serum bottle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 (그림 5c). 

④ 멸균 테이프를 붙이고 Auto Clave를 이용하여 100℃에서 멸균처리 한다 (그

림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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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5.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과정. (a)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넣고 핫플레이

트에서 교반 및 열을 가해 일부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 (b) 질소로 퍼징하면서 

산소를 제거하고 미량원소 및 비타민을 주입하는 과정. (c) Serum bottles에 배

양액을 주입하고 butyl rubber로 막은 후 알루미늄 캡으로 씌운 모습. (d) 배양

액이 담겨진 serum bottles을 고압멸균기에서 121°C로 가열하여 잔여 세균을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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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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미생물 농화배양을 위한 미생물 성장배지조성

2. 전자공여체 및 수용체

(1) 전자공여체

      ① Pyruvate (10 mM)

      ② Glucose (10 mM)

      ③ Lactate (10 mM)

      ④ Acetate (10 mM)

  (2) 전자수용체

      ① Fe(III)-citrate

      ② Akaganeite(ß-FeOOH)

      ③ 갈색의 Manganese oxide(MnO4)

      ④ 검은색의 Manganese oxide(MnO4)

      

3. 농화배양

제조한 미생물 성장 배지와 전자 공여체 또는 전자 수용체를 주입하여 KURT 지

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을 농화배양 한다 (그림 6). 농화배양은 상온에서 실시하며 

Shaking Incubat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25°C)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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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e-citrate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의 금속환원미생물을 증식 및 활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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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정 원소/광물별 박테리아 농화배양

1. 철산화물 이용 박테리아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철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위해 전

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전자수용체(Akaganeite) 를 이용

하여 미생물-금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전자수용체를 회

수하여 XRD 및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생물에 의한 철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 3가지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3가 철(Akaganeite)의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Lactate를 전자공여체로 사용 시 적색의 3가 철(Akaganeite)을 갈색의 철로 

변화가 확인 되었으며, magnetite로의 상전이가 이루어졌다(그림 7, 8).

그림 7.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akaganeitedml magnetite로의 광물 전이 전자현미

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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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KURT 미생물에 의한 akaganeite의 magnetite로의 광물전이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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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간산화물 이용 박테리아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망간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위해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전자수용체(Akaganeite) 를 이

용하여 미생물-금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전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및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망간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3가지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갈색의 망간 환

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3개의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모

두 이용하여 갈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rhodochrosite 광물의 상전이

가 이루어졌다(그림 9, 10).

② 3가지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1개의 전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hausmanite 및 rhodochrosite 광물의 상전이가 이

루어졌다(그림 11, 12).

③ Glucose를 전자공여체로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1개의 전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광물의 상전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한 TEM 시료 준비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세포내 또는 세포벽에는 망간광물의 침전이 이루어지지 않

고 미생물 몸 외부에서 광물의 상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18

그림 9.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광물전이 전자현

미경 사진.

그림 10.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광물전이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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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MnO2의 rhodochrosite 및 

hausmannite로의 광물전이 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12.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hausmannite 및 rhodochrosite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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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망간환원미생물 주변의 망간환원결정체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및 화학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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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하미생물 동정 방법 및 기술

제 1 절 지하미생물 유전학적 조사

1.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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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여 DNA (RNA) 추출·정제하였다. 또한 심해 퇴적물 5g과 Extraction Buffer 

18 mL를 잘 섞은 후 65℃ water bath에서 incubation을 한 후 최종 2%가 되

도록 SDS를 넣은 후 30분 동안 shaking incubation을 실시 한 후 18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수확하였다. 얻어진 상층액을 PCI, CI를 각각 

처리하고 최종 얻어진 상층액에 0.6 volume의 propanol을 첨가 한 후 최고속도

로 20분간 원심하여 직접 DNA pellet을 얻어내었다. 이 후 gelase 반응을 통하

여 DNA를 정제한다. 각각 얻어진 DNA (RNA)를 -20℃에 분주 및 보관하면서 

필요할 경우 꺼내어 사용하였다.

2. 지하수 미생물의 분자생태학적 분석

정제한 DNA로 부터 PCR기법을 이용하여 Archaea, Eubacteria 16S rRNA 

및 Eukaryotic 18S rRNA 유전자를 각각 증폭한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을 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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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간 denaturation, 55℃에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1분 30초의 extension 

과정을 35회 반복하였고 최종 extension은 7분 실시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ro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

뒤  PCR  product 생성여부를 확인 후 solgent 社에 sequencing을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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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 비교 분석

농화배양된 균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미생물의 조성을 조사하였다. 분리

한 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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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였고 최종 extension은 5분 실시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ro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

뒤  PCR  product 생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PCR산물은 다시 GC clamp가 붙

은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에 DGGE를 실시하였다. DGGE상의 band를 추

출하여 sequence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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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URT 지하미생물의 특성 분석

1.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Bacteria의 rRNA 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점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맞추었다. Bacteria 클론의 분석결과 아래 (그

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Nitrospina에 

속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lpha-, 

beta-proteobacteria가 주요 미생물로 판단되었다. 

    알려진 clone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혐기성 지하에서 발견되는 clone들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의 특징과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

의 모든 clone들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는 상이한 종들로 판명이 되었다. 이

에 대한 정확한 생리적 특성은 앞으로의 배양실험이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특징적인 clone들을 분석해보면 우라늄 오염된 지하수, 철의 산화 및 환원에 

관여하는 몇 종의 미생물이 발견되어 앞으로 이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되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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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URT지역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16S rRNA 

gene을 이용한 분자생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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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환원 미생물 농화배양 후 생존 미생물 분석

농화 배양한 미생물의 종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였다.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금속 환원 관련 미생물의 조성 분석 결과 그림 15에

서 보는 바와 같은 DGGE profile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몇 가지의 주요 미생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성의 미생물이 존재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의 경우 DGGE결과로 나온 band의 sequence를 분석한 후 동정한 

그림이다. 주요 band의 경우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irmicutes로 

알려진 미생물들이다. 주로 혐기성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과 근연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에서 직접 분석한 것과 농화배양 후에 분석한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배양 조건에 따라 특정 금속 환원 미생물

이 농화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화 배양 후 나온 clone들은 지하수에 비

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 더욱 근연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근연관

계에 있는 미생물의 문헌상의 특성과, 농화 배양된 미생물을 대표미생물로 선

정하여 금속 환원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여 비교 분석하였을 경우, KURT지

역의 지하 환경에서의 금속 대사 관련 미생물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이들 미생물을 이용하여 미생물-금속이온 간의 상호작용 연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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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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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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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림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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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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계획

제 1 절 결 론

 KURT 지하수 내 존재하며 금속을 환원하는 주요한 혐기성 미생물은 다음과 같

다.

    ① Fusibacter

    ② Pseudomonas

    ③ Desulfuromonas

    ④ Actinobacteria 

    위의 미생물은 전자 공여체로 Glucose, Acetate, Lactate를 이용하여 전자 수용

체인 수산화철(Akaganeite)과 망간산화물(Manganese Oxide)을 환원 및 침전시킨

다.  

    광물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KURT 지하수 내 존재하는 미생물은 3가 및 4가 

망간을 환원시켜 2가 망간을 포함한 Rhodochrosite(MnCO3) 및 hausmannite 

(Mn3O4) 광물을 형성시킨다. 또한 3가철 수산화물인 Akaganeite(β-FeOOH)를 환

원시켜 검은색의 광물인 magnetite(Fe3O4)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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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계획

 KURT 지하수에선 모두 100여종의 미생물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20여 

종은 우라늄과 크롬, 테크니슘 같은 방사성 금속이 ‘산화’해 물에 쉽게 녹아들지 

않도록 산화의 반대인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데 직접 관여하는 ‘금속 환원 박테

리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미생물 하나하나를 다 분리하진 않았지만 여러 

미생물 종들의 게놈(유전체)이 뒤섞인 시료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이른바 ‘메타게

놈’ 방법에 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핵물질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온 상태(산화)가 되면 물에 쉽게 녹아 지

하수를 통해 흘러 퍼지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핵폐기물 속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

정에서 만들어낸 전자를 이온화 금속에 전달함으로써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그

러면 금속은 고체로 침전돼 지하수 아래 가라앉게 된다. 이 때문에 고준위 핵폐

기물 처분을 연구하는 국제학계는 이런 미생물들이 수십만년 동안 지하에 저장

되는 고준위 핵물질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KURT 미생물들 중에 철환원미생물과 망간환원미생물을 이용

하여 우라늄을 포함하는 핵종원소들의 광물화 및 고정화 방법에 이용하고자 한

다. 용존 핵종들이 광물화되면 이동성 및 용해도가 감소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지하심부에서 처음으로 분리, 농축배양한 미생물을 

국내의 다양한 처분환경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지질환경에 적합한 미생물방벽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0

제 7 장 참고문헌

김건영, 고용권, 배대석, 김천수 (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를 위한 유성지역

화강암내 심부 시추공 단열충전광물의 광물학적 특성. 한국광물학회지, 17,

99-114.

박희인, 이준동, 정지곤 (1977) 한국지질도 유성도폭 (1:50,000) 및 도폭설명서. 자

원개발연구소, 21p.

백민훈, 이승엽, 노열 (2009)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의 역할과 중요성. 방

사성폐기물학회지 7, 63-72.

이상만, 김형식, 나기창 (1980) 한국지질도 대전도폭 (1:50,000) 및 도폭설명서, 자

원개발연구소, 26p.

이승엽, 백민훈, 송준규 (2009) 스와넬라균에 의한 용존우라늄 제거 특성 및 방사

성폐기물 처분에의 응용. 자원환경지질, 42, 471-477.

정지곤, 서만철, 김경수, 황형중 (1997) 유성온천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온분포 연

구. 지질공학회지, 7, 173-189.

조원진, 박정화, 권상기 (2004) 소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조사 및 평가.

KAERI/TR-2751/2004, 한국원자력연구소.

Y. Suzuki, S. D. Kelly, K. M. Kemner, J. F. Banfield, Nanometre-size

products of uranium bioreduction. Nature, 419, 134 (2002).

J. R. Lloyd, J. C. Renshaw, I. May, F. R. Livens, I. T. Burke, R. J. G.

Mortimerc, K. Morris, Biotransformation of radioactive waste: Microbial

reduction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J . Nucl. Radiochem. Sci., 6,

17-20 (2005).

J. K. Fredrickson, J. M. Zachara, D. W. Kennedy, M. C. Duff, Y.A. Gorby, S.

M. W. Li, K. M. Krupka, Reduction of U(VI) in goethite (alpha-FeOOH)

suspensions by a dissimilatory metal-reducing bacterium. Geochim.

Cosmochim. Acta, 64, 3085-3098 (2000).



31

감사의 글

본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핵종이동 특성 규명”과제에서 수행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임.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4151/2010

제목 / 부제

지하미생물 채취, 배양 및 동정 방법과 기술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이승엽,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백민훈,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출 판 지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0. 11

페 이 지 31 p. 도 표 있음(○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TR)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KURT 지하미생물을 채취, 배양 및 동정하는 방법이 기술되었으며, 본 지역에는 

철환원, 망간환원 및 황산염환원 미생물들이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미생물에 

따라 배양 및 배양액이 달라지며 성장속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배양된 미생물을 통해 

다양한 응용실험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지하미생물, 채취, 배양, 동정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4151/2010

Title / Subtitle

Methods and Techniques of Sampling, Culturing and Identifying of Subsurface Bacteria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Seung Yeop Lee, Dept. of Radwaste Technique Develop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Min-Hoon Baik, Dept. of Radwaste Technique Development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10. 11

Page 31 p. Ill. & Tab. Yes( ○ ), No ( ) Size
Cm.

Note

Open Open( ○ ), Closed( )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TR)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is report described sampling, culturing and identifying of KURT

underground bacteria, which existed as iron-, manganese-, and

sulfate-reducing bacteria. The methods of culturing and media preparation

were different by bacteria species affecting bacteria growth-rates. It will be

possible for the cultured bacteria to be used for various applicable

experiments and researches in the futur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Underground bacteria, Sampling, Culturing, Identifying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 목적

	제 2 장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지질 및 지하수 특성
	제 1 절 주변 지질
	제 2 절 KURT 지질
	제 3 절 KURT 지하수 특성

	제 3 장 지하미생물 채취
	제 4 장 지하미생물 배양
	제 1 절 박테리아 농화배양
	제 2 절 특정 원소/광물별 박테리아 농화배양

	제 5 장 지하미생물 동정 방법 및 기술
	제 1 절 지하미생물 유전학적 조사
	제 2 절 KURT 지하미생물의 특성 분석

	제 6 장 결론 및 향후계획
	제 1 절 결론
	제 2 절 활용계획

	제 7 장 참고문헌
	감사의 글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