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r
t

n
τ

소 장 귀하

본 보고서를 ” 미생물융 이용한 빼액처리 연구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쩨훌합니다.

1991 년 12훨

연 구 설명 : 방사선생물학연구실

과쩨책업자 : 이 강 석

연 구 훤 : 천 기 정

” . 김 국 찬.
.. . 최 용 호.
” . 김 천 규.
’ 김 인 규

’ 박 효 국

위촉연구웬 : 아 근 째

감 수 위훤 : 김 용 익

- 1-



요약문

I . 쩨목: 미생물율 이용한 쩨액 처리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미생물율 이용한 환검 유해 뼈수 처리 연구를 통해 수질 보존파

유용금속의 회수에 관한 7}슐융 개발하고 이차적 환경 오혐이 없고

효율성이 높은 쩨액처리 기술올 개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핵연료 주기시셜의 액상 뼈기물중의 우라늄이나 산업빼수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하여 홉확 활성이 뛰어난 균주를 탐썩.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혜액중 중금속 제거기술과 며량.유용금속의 회수， 채활용에 관련된 기술올

개발하기 위하여 제 2차년도 연구에 포함된 내용은 다융과 같다.

l) 고청확 세균의 홉확 청도 빛 홉확 활성도 유지

2) 우라늄의 탈확 및 세포의 재생

3) CoC1 2 배양액에서 성장환 두 광합성 세굵의 우라늄 홉착의 중가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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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광합성 세균에 의한 우라늄의 축객은 세포의 표면에서 빠르게

일어나며 세포의 대사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홉착정도는 pH, 용도，

판소원， 미량원소， 다른 2가 이온 풍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세균의 최대 홉확량은 세포 건조중량당 22%- 24%이나 세포의 성장을

저해활 정도의 CoC12률 넣어준 배양액에서 키운 세균은 최대 홉확량이

건조중량당 27%와 29%로 중가하였다. 포르말련으로 고정한 세포는 최대

홉착량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 우라늄은 세포로부터 화학적으로

체거할 수 었으며 이러한 셰포는 쟁홉착체로서 채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금속 제거률 목객으로 하는 생홉확제의 사용은 액상폐기물로부터

우라늄의 회수 혹은 오열제거룹 위하여 유방한 대체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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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빼ARY

I. Project Title

Microbial Treatment of Aqueous Wast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objective lies in the development of techn이 ogies for the

removal of pollutants such as heavy 뼈tals and uranium and for the

recovery of valuable trace meta‘s from aqueous wast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s part of research activities on the microbial treatment of

aqueous waters in relation to the removal of pollutants and the

recovery of valuable trace metals from waste waters. the second year

study was confined to the following scope:

1) Repeated use and adsorption extent of forI따 ldehyde fixed cells.

2) Uranium desorption and cell regenera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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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rease of uranium binding by the cell surface of Hnodohactcr

capsula/a and HnodospιrilJum ruhr.μmgrown in the presence of

cobal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Uranium accumulate4 extracellularlyon the surface of Hnodohac/er

capsulata and Knodo혹pirilJum ruhrum cells. The rate and extent

accumulation were subject to environmental parameter such as pH,

temperature, carbon source, trace element and interference by certain

cations. Uranium accumulation by the cells was rapid and metabolism

was not required for uranium uptake by both organism. Cell-bound

uranium reached concentration of 22% (짜odo.쟁iri Jlum ruhr.빼 and 24% (

K1Jodohacter capsulata) of the dry cell weight , but in the cells grown

in the presence of inhibitory concentration of CoCl 2 ’
cel I-bound

uranium reached concentrat ion of 27% (Hnodospirillum rabrum) and

29% (Knodobac/er capsula/a) of dry cell weight. Fon따ldehyde

treatment had no apparent effect on maximum adsorption by the cells.

Uranium could be reπ~ved chemically from the cells, and the cells

could then be reused as a biosorbent. The use of microbes as

biosorbent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s offers a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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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o existing methods for decontamination or recovery of

uranium from aqueous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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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철 연구배갱 및 훨요생

핵연료 주기외 변환공정에서 액상 혜기물에 합유되어 매출되는

우라늄의 정우와 일반적으로 산업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둥은 다른

유거불과는 다르게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으므로 환경보존이나

공중보건상 심각한 분제를 야기활 가놓성이 매우 높다. 륙히 우라늄의

경우에는 10CFR20에서 물속에서의 우라늄 제한권고치를 U-238의 경우 7 x

l0-11mC i It , U-장5의 경우 5 x 10- 1°mC ilt으로 절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2.1

X 10-4 ppm, 1.5 X 10-3 ppm 청도로 자연상태에서논 거의 나와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율 방지하고 수질올 보존하기

위하여는 이같은 빼수들올 효파적으로 처리 정화하여야 활 펼요가 었다.

일반적으로 뼈수 처리는 여러 단계률 거차는 복잡한 과청올 요구할

뿐아니라 때로 매우 갱교환 기술융 휠요로 하는 분야이다.

빼수중 중금속은 부휴， 콜로이드 또는 용폰상태로 폰채하게 되며 첩척

및 여과 동파 같은 일차쩍 처리와 생물체률 이용한 활성오니 과정 동

척철한 방법에 의해 채거될 수 있다. 환편 공장이나 팡산과

농업쩨수로부터 나오는 금속염이나 diazinon파 같은 유해유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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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을 뿐아니라 취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방법을 통한 효과척인 제거가 펼요하다. 혼히 이용되고 있는

처 리방법으로는 용컬 (coagulation) ， 침 천 (sedimentation) ，

홉착(adsorption) ， 역 삼루(reverse osmosis)에 의한 방법 이 었다 •

중금속의 제거에 있어서 석회(I ime)나 명반올 이용한 화학척 웅집， 침전

처리방법으로는 일정 농도 이하의 미량중금속율 처리할 수 없는 효융생의

문체점이 있으며 또한 이들 처려물질 자체가 이차쩍 환경오염원으로 착용할

가농성이 었다. 우라늄의 경우 pH를 중성으로 조절하여 metal

hydroxide형태로 전환하여 자연침전올 시킨다 할지라도 보풍 1-2 ppm

정도의 우라늄은 soluble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려한 저농도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중금속올 효율적으로

제거하겨 위하여 잠채쩍으로 기존의 방법율 대체활 가능성올 가지고 있는

쟁물체의 홉착에 의한 채거 기술이 단편적으로 시도되고 있다(Lee et

al. , 1990). 미생물올 이용해 이같은 휴해빼수를 처리하므로써 저농도에서

혜수처리의 효융성과 경제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었으며

수철 보존파 유용미량급속의 회수 및 재활용 둥에 관한 신기술 개발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펼요성아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며생물들은 대사이용불질악 형태 또는 셰포벽의 생화학적 특성에 따라

중금속이나 유해유기물，어온상태의 방서성 물질올 홉확하거나 세포내로

홉수， 농축사킬 수 있다. 특히 우라늄， 라륨 포는 셰춤 동의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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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중금속올 세포표면에 홉학활 수 있는 미생물로는 BacJ"llus

suhtilis, Saccharomyces cerevisiae, Pseudomonas aen땅in05a， Chlorella

regν'Iaris， R1Jizopus arrhizus, PenicilI j U1J1 d/낯itatlUD， Zongloea raou"gera

둥이 있으며 균류， 세균류 및 미세초류(mi croa Jga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틀이 연구.탐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Beveridge， 1972; Strandberg et

al. , 1981; Horikoshi et al. , 1981; Tsezos &Volesky , 1982 a , b;

Galum et a/. , 1983; Galun el al. , 1984). 특히 Pseudomonas

aer，μginosa의 청우에 었어서는 같은 배지에서 배양한 biomass중 44%가

cell내로 축객되는 경향이 었고 pH 의존성이나 온도의존 성질올 보이져

않기 때문에 유천척 조작이나 성장 환경요인의 조작에 의해서 잠재척으로

방사성 물철 및 충금속의 체거에 유용한 균으로 얄려지고 있요며 sulfate

reducing bacteria의 경우에 있어샤는 폐용액속의 suI fate ion을

reducing하여 hydrogen sulfide로 변화시컴파 동시에 중급속 이온올

insoluble한 금속으로 전환(metal

보고되었다( Wood et al. , 1983).

sulf ides) ,침 전사 키 기도 한다고

본 연구는 우라늄 변환 공정에서 발생되는 혜수에 존재하는 우라늄파

산업혜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제거 및 수질오염 종합관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수서 팡합성

홍색 버 황셔l균 (purple nonsulfur photosynthetic bacteria)인 R.hodohacter

capsu/ala와 싫odospirillum ruhrlIlJJ.의 두 종을 이용하여 빼액종의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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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둘을 홉확.제거하기 위한 연구률 수행하였다. 이미 체 1단계 연구의

시도로서 수용액충의 우라늄을 미생물 홉착기작올 이용 제거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환경요인이 주는 영향올 검토하였고 각 환경요인의 최적

조건하에서 미생물 bioI뻐ss가 나타내는 최대 홉착 제거율을 구하였다.

또한 선정된 팡합성 셰균이 다른 종류의 미생물에 벼해 배양 및 수획의

경쩨성은 물론 우라늄 제거능력에 었어서도 우수한지 여부륨 지금까지 이며

벌표된 연구결과들파의 비교.검토를 통해 입중하고자 하였으며 체

2단계에서는 성장 환청요인 측 배지의 조성차이(탐소원의 차이)나

미량원소의 농도변화 동 인위적인 방법으로 홉착율을 놓일 수 있는 방법을

서도하였고 그에 따른 최쩍 조건의 변화유무를 관찰하였으며 균체의

고정화에 따른 홉착륭의 변화 유무와 홉.탈착 반복시 재활용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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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mi croorgan i8m이 금속이용올 촉척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최근까지 야러환 미생불체 (bioI패88)에 의한 금속의 홉확은

독성학객인 측면에 이목이 접충되었고 살아있는 세포(l iving cell)의

농동척 대사(active metabolism)에 의하여 금속이 축척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환 잘아있는 세포에 의환 금속의 촉객올 bioaccumulation이라

한다. 그러나 어딴 형태의 bio뼈58는 수동객으로 금속올 홉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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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척한다. 측 대사척으로 비활성이거나 죽은 세포에서 금속율 홉확할 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biosorption현상은 ce II wa 11 의 화학척 조성의

차와 물리화학척인 요인， 금속의 solution chemistry여| 의하여 변화한다.

이 러한 biosorption의 기작으로는 complexation, ion

exchange , coordination, chelation, microprecipitation 풍올 들 수 있다 •

뾰tal 의 회수는 환경오염의 쩨거 및 상업적 가쳐 측 유용금속의

회수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쟁각할 수 있다. 특히 산업사회 발달로 언하여

중금속올 포함하는 waste-water때문에 food chain을 거쳐 인체내로

중금속이 촉쩍펼 수 있는 가농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heavy metal제거는

펼수적이며 효과척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산업빼수의 중곰촉율 처리하는 일반척인 방법은 filtration , chemical

oxidation , chemical precipitation, electrochemical treatment , membrane

technology , evaporation 풍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효율쩍이고

혹은 상당히 비싼 단껑이 있다. Ion exchange resin의 경우， waste

water률 정쩨하기 위하여 사용하기애는 경쩨성 문채로 대단히 척합하지

못하다. 물론 값비싼 금속이나 회귀금속올 recovery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지 모르나 방대한 양의 waste water를 제 1차척으로 처리하고 난후

회적된 waste water를 갱쩨하거 위한 대체방법올 고력하게 되었는데 이러환

대체방법충의 하나로 쟁 zf될 수 있는 것이 biosorbent(bioma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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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iomass의 특정중의 하나가 성장초건만 맞으면 쉽게 배양. 중식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biosorbent material율 척용활 수 있는 범위는

첫째，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waste water외 detoxification

둘째 ~ radioactive wastewater의 decontamination

셋째. ore processing solution으로부터 금속의 회수

넷째~ seawater로부터 유용.회귀금속의 회수퉁이다.

Bio때5S어l 의한 금속의 홉착 mode는 여러가지가 었다. 단멀 기작 혹온

여러기작의 조합에 의해서 금속의 홉착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 많은

anionic ligand가 이러한 홉착에 관계하게 되는데 phosphoryl~ carbonyl ,

sulphydryl , hydroxyl group이 대표객인 group들이다.

진핵세포(eukaryote)나 원핵세포(prokaryote)의 cell wall에는 다른

polysaccharide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객인 빼로 Chlorella v.ulgaris의

경우 alginic acid같은 polysaccharide의 counter ion과 2가 뾰ta I ion간에

ion exchange현상이 얼어난다(2Na Algin acid + Me+2 ==Me(Alg)2 +2Na+).

Non-active한 세균에 있어서 금속올 홉확할 수 있는 장소는 cytoplasm,

cell wall , capsular material 둥이 았다. 특히 어떤 bacteria에 았어서

metal올 홉확하는 부위는 extracellular 뼈terial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non-capsulated Aricrococus lutcus의 경우는 납의 홉착이

capsulated Axotobactcr종류보다 116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나 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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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terillJDOl 나 Strξplococcus종류는 carboxylic ion exchange resin파

비슷한 ca t ion bind ing행동올 보이고 았다.

Bacil/us subti/is의 경우 complxation, ion exchange, hydroxide의

precipitation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Gram pos it ive균은

phosphate7t 풍부한 teichoic acid group올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group을

제거시키면 금속의 홉확은 감소하게 된다 • G. coli K12의 경우에는

peptido-glycan의 carboxyl group또는 금속의 홉확에 관여한다고 한다.

Yeast 종류의 하나인 Sacc1Jara찍yces cerevisiae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홉착이 급속하게 얼어나고 있는데 cell surface의 polyphosphate group과

caboxyl group이 홉확에 관여한다고 한다 • 1차적으로 phosphoryl group이

우라늄과 complex틀 이루고 이곳이 완전 포화되면 그후 carboxyl group이

관여하게 된다고 환다. 야러한 Saccharomyces cereyisiae는 홉확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pH 의촌생율 보이고 었다. 이외에 fungus의 일종인

쩌izopus arr1Jizus，의 경우 다른 biomass보다 우라늄파 토륨 홉착에

최고치(1 7%)롤 나타내고 중금속의 홉착청도는 ionic charge와 ionic

radius에 따라 차이가 었다고 한다(Tobin et a/. , 1984).

따라서 이러환 biosorbent 빼teriaJ율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홉착정도와 탈확의 여부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펼요하며 이러한

홉착률을 충가시킬 수 있는 방법올 연구하여야 하겠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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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홉착륨용 변화 시키는지에 대하여 생화학， 생물공학， 고분자척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꼈다.

Biosorbent material올 펑가하기 위해서 금속의 홉확정도와 탈확의

여부와 쩡도에 대한 구체적인 data가 필요하며 이러한 홉착의 정도를

중가시킬 수 있는 방법융 찾아야 하겠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홉착의

정도를 변화시키는지는 쟁화학척언 polymer에 대한 측면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3철 광합생 세균의 특생

1. 연구대생으로서의 광합성 세균

광합성 생물은 매우 다양할 뿔 아니라 지구상에 팡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따. 고둥식불과 조류 (algae)가 팡합성 쟁물의 대부분올

차저하고 있어 박태리아가 차지하는 비율온 상대객으로 아주 적다. 그러나

팡합성 세균류는 그틀 광합성 기구의 구조-가놓쩍 특이성과 물질대사의

동척 특성으로 인해 연구 대상생물로서의 관심집중은 물론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Samuilov ， 1984).

미생물의 biomass를 이용한 연구에는 대량 배양 문체가 선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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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장하고 었으며 특히 bio때S8수획의 경체성。l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환 관점에서 봅때 팡합성 셰균은 성장올 위해 광(l ight)올 일차척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애 부가척인 유기물질 요구량 및 종류가 극히

단순하여 배양의 청제척 효율이 매우 높다. 한편， 광합성 셰란은 수서

환경에 널리 서식 분포하는 자연 세균으로셔 다양한 환정변화에 대한

쩍용력이 뛰어나기 때문혜 버교척 배양이 용이하다. 또한 비병훤생

세권으로 사용후 처분이 용이하고 환경 오염문제와 연관된 이용 측면에서

이차객 환경오염율 유발하지 않는 둥 연구 대상생물로서의 다양한 장껑을

지 니 고 있다(Lee et al. , 1990).

본 연구에 이용된 두 종류의 팡합성 셰균은 혐기성 무기영양 세균으로서

배져 조성과 배양조건이 칸단합 뿐아나라 다량의 세포수획이 용이하기

때분에 연구의 대상생물로 이용함에 있어 많은 장정올 갖고 있다. 특히，

li1Jodospirillum ru!Jrum 같은 청우는 환갱 오염물질인 herbicide의 분해눔이

뛰어날 뿔만 아나라 hydrogen gas륨 발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2. 광합성 세균의 분류체계

Rhodospirillales 목 (order) 에 속하는 홍색 및 녹색 셰균 (purple ， green

bacteria)은 지금까지 50여종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그 분류체계는 1‘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Trueper and Pfennig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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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atics of purple and green bacteria

Systematics

Order Rhodospirillales

Remarks

Suborder
Fami ly

Genus

Fami Iy
Genus

Suborder
Fami Iy’

Fami ly

Rhodospirillineae
Rhodospirillaceae

Hhodocyclus
Hhodomierob j ’ U01

HhodopseudoOJOnas
llhodobaeter
1UJodospirill，μm

Chrol따 tiaceae
Chromati U01

1갱IOCa，ρ'sa

1까iopedia

ιamproζystis

Thioeystis
T1Jiosareina
Y까iodieμ’"On

Chlorobi ineae
Chlorobiaceae
Chlorflexaceae

nonsulfur purple

purple sulfur

green sulfur
nonsulfur green

3. 광합생 세균의 성장 특생

모든 동불과 대부분의 미생물은 와부로부터 많은 양의 유기화합물올

홉수하여 생합성에 이용환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세포 대사과정중

얼어나는 조쩔된 산화작용과 대사 에너지의 소모 단쩨를 거쳐 생합성에

펼요환 탄소훤으로 이용된다. 원시지구에 있어서 쟁명체들은 지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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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geochemical process)에 의하여 쟁성환 풍부한 유기화합물에 의폰하여

생활하였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수억년전에

이미 소모되었고 그이후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세포가 펼요로 하는

유기물철온 여러 형태의 팡합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팡합성 생물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팡합성올 수행하는 미생활중 가장 친화된 형태인

잠조류(cyanobacteria)는 chloroplast와 thylakoid에 단파장계와

장파장계약 두가지 팡화학계 (photochemical system)률 갖고 있어 이곳에서

NADP 환환， 불의 산화 및 산소 발생 둥이 얼어난다. 흥책 및

녹잭세균에서는 팡합성 과정에 있어서 산소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하나의 팡계 (photosystem) 률 가지고 있으며 기능척으로 홍색 세균의

팡계는 남조류의 딴파장계에 그리고 녹색세균의 팡제는 남조류 엽록체의

장파장계에 해당한다 (01 son , 1981).

황세균(sulfur bacteria)은 NADP를 환원시키는 기철(substrate)로

hydrogen sulfide나 환원형 황화합불올 아용한다. 이러한 황화합불의

산확는 sulfate(S04-)쟁성율 초래하는데 elemental sulfur는 이러한

산화산물의 중간체로서 Bctot.!Jior.!Jodospira의 경우에는 세포내.외에

축척되기도 한다(Samuilov， 1984). 비황홍색세균(nonsulfur purple

bacteria)파 비황녹색세균(nonsulfur green bacteria)은 수소공여체로서

유가화합불(alcohol과 carboxylic acid)이라 드물기는 하지만 환원형

황화합물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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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 세율은 수소공여체의 존재하에 혐기조건하에서 광합성척으로

성장활 수 있으나 이때 팡만을 유얼한 애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나다.

ll1Jodospirillum rubrun.황은 비황홍잭세균은 광원이 없는 조건하애서도

유기기찰이 있올 경우 호기척으로 호홉(respiration)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때로 암소에서도 발효과갱올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읍으로써

협기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ffen， 1978). 즉， 팡합성

세균은 팡합성척으로 성장할 수 있움은 물론 호홉파 발효파청을 통한

에너지 획득으로도 성장이 가농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셰포구성물질

대사에 이용하가 위해 대기중의 철소를 활발히 고정하는 대사 특성도

지니고 었다.

- 24 -



제 2장 본 론

제 I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미생물 권주

비황홍색 세균 (nonsulfuf purple bacteria)~ Rhodospirillaceae파에

속하는 두 종류의 균주를 성균관대학고 이과대학 미생물학 연구실에서

분주받아 실험에 이용하였다. 두종의 균주는 다읍과 같다.

H1JodolJactcr capsulata DSM 1710,

.K/JodospiriJfum rulJr U111 DSM 467.

위 두균주중 RD. capsulala는 거의 타훤에 가까운 간상균이며 Hs.

rulJrlJ/J}윤 나선형의 세포형태를 갖는 간상균으로 배지에서 얼정기간 이상

성장하였을 때 두 균주 모두 첼은 홍(자)색을 띠고 있다.

2. 배지 조생 및 배양 조건

DSM 27 medium(Table 2 및 3)울 기본배지로 사용하였으며 실험목적에

따라 탄소원으로 disoudium succinate를 glucose로 변화시켰으며 trace

ele뼈nt중 CoClz의 농도를 높였다• DSM 27 배지는 Rhodospirillacea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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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광합성 세균의 공통 배지이다.

DSM 째지에서 팡원 (텅스탠 빽혈풍; 배양용기 표면초도 5,000 lux)의

폰재하에 30土 1° C의 옹도에서 혐기조건 (anaerobic condition) 하에서

팡합정쩍으로 배양하였다. 72시간 이상 배양하여 생장의

정지기 (stationary phase) 에 도달하여 배져 색깔이 짙은 홍(자)잭을 띠면

15 ， 00O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룰 수획하였다. 수획균체률 종류수로

Table 2. DSM 27 medium

weight or volume

LOg

0.5 ml

1.0 g

5 ml

0.5 g

0 .4 g

0.4 g

0.4 g

0.05 g

1.0 ml

1,000 ml

Constituents

Yeast extract

Ethanol

Disudium succinate(glucose)

Ferric citrate soln.CO.I%)

빠{2P04

뼈504 • 깨20

NaCI

빠t~CI

CaCI 2 • 따120

SL·쥔 solut ion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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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세척하여 배지의 잔여물질올 완천히 제거하고 일정기간 냉장 (24시간，

4° C)후 생중량 (f resh weight)의 10배에 랄하는 종류수로 희석하여 우라늄

Table 3. SL-6 solution(trace element solution)

Constituents weight or volume

ZnS04 .7H20 0.1 g

뻐1C1 2 .4H20 0.03 g

HaBOa 0.3 g

CoC1 2.6H20 0.2 g/20ml

CuCI 2.2H20 0.01 g

NiCI 2.6H20 0.02 g

Na걷Mo°4 0.03 g

Distilled water 1,000 ml

홉확질험올 위한 cell bio뼈55로 사용하였다.

3. 우라늄 용액 및 세균 혼합

Uranyl nitrate hexahydrate[U02(N03)2.6H20]2 g올 충류수에 IL에 녹여

우라늄 용액으로 사용하였고， 용액의 pH조철은 NaOH와 lINOa로 하였다.

단계별로 희석환 우라늄 용액 30 ml 에 세균시료 5 ml (50 뺑-dry cell)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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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찬탕수조(water bath shaker)에서 100 RPM으로 교반하여 충분한

혼합이 이뤄질 수 있께 하였다.

4. 우라늄 농도의 측정

우라늄-셰균 혼합액 중에서 용존 우라늄이 홉착된 세포를 원심분리로

제거하여 상퉁액융 얻었다. 우라늄과 Arsenazo III와의 발색 반용올

여용하여 상풍액에 잔존하는 우라늄의 농도를 분팡분석기로 비잭

청량하였다 (Savvin, 1961; On ish & Sekne , 1971). Arsenazo III

(1，훈dihydroxy-naphthalene-3，6-disulfonic acid-2 , 7-bis (azo-2)-phenyl

arsonic acid])를 합유한 발색 반용시료 용액 (Table 4)의 홉팡도를

655 nm의 파장에서 측정， 표준곡선율 작성하고 이률 이용하여 세란 홉착에

의해 용액으로부터 쩨거된 우라늄의 양올 산정하였다. Arsenazo 방법올

사용합 수 없는 경우에는 fluorescence analyzer를 사용하였다.

5. 젠자현 ul 갱 (Scanned electron microscope) 및 EDS를 와한 시료준비

1) 팡합성 박테리아(1깜&끼rJlJac/cr capsula/a, H1Jodo.쟁，irill，ιro rubr，ι찌를

우라늄 용액으로 2시간 동안 처리환다.

2) Prefixation: 1)의 biomass 0.5 g율 2.5% glutaraldehyde(cacodylate

buffer 0.1뻐 pH 7.2 at 4° C)로 4시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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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shing: 2)의 buffer로 3번 washing 한다.

4) Post fixation: 1% Os04(0.lM cacodylate buffer， pH7.2)로 3시 간 동안

고정한다.

5) Washing :2)의 buffer로 3번 washing한다.

6) Dehydration

처랴한다.

Ethanol 50% , 60% , 70% , 95% , 100%로 각각 15분씩

7) Infiltration: Freeze drying at -54° C

8) 시료를 액금이나 carbon으로 coating한 후 SEM(Jeol 84o-A)으로 5-10

KV의 가속전압애서 촬영한다.

9) X-ray 에너지 dispersion spectra(EDS)로 분석한다.

Table 4. Sample preparation for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with arsenazo III

Constituents Volume %

Arsenazo 111 (0.05% w/v) 10

Supernatant (sample) 1

0.01N-mm3 9

Na-monochloroacetate buffer 80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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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첼 연구결과 및 고찰

1. Intact cell과 for뼈ldehyde로 고정한 cell(inactive/dead cell)의

홉착량 버교

.H1Jα10hacter capsuJata와 상odo.쟁iriJJUJl1 ruhrum을 정상척 인 배지 에 서

배양한 cell mass률 수거하여 2% formaldehyde 로 2시간 동안 고정 시 켜

uranium 홉확에 대한 변화롤 살며 보았다. 그 결과는 그렵 1 ， 2에 나타나

었다. 대사의 저해물질인 formaldehyde로 세표를 고쩡시켜도 최대

홉착량의 변화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냥다. 측 두픽광합성 세굵의

우라늄 홉착은 대사와 환계펀 지착이 아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Yeas t의

Saccharomyces cereyisiae의 경우는 formaldehyde로 고정시 킬 경우

홉확량의 중가현상을 보였으나 두팡합성 쩨균은 Pseudomonas

aeroμ~inosa처럽 홉확량의 청도애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청화 세균의 우라늄의 최대 홉확량에 변화률 보이지 않읍에 따라

홉착의 활성도만 유지혜 주면 regeneration(째쟁)을 할 수 었는 가능성올

보였다.

2. 탄소원으로 succinate배지에서 배양한 bio뼈ss와 glucose
배지에셔 배양한 bio때ss의 uranium 홉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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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27꽤지는 보통 탄소원으로 disodium succinate를 사용하고 었다.

이러한 탄소원을 값싸고 구하기 쉬운 glucose로 이용하였올 경우，

홉확청도의 차이가 있는지률 알아보았다. Glucose 배양액에서

푸광합성균을 커웠을 경우에 stationary phase에서 pH를 측정하였올 경우

원래의 DSM 배지에샤는 알카리성올 나타내었으나 glucose꽤지에서는 pH

4.....5정도의 산도활 나타내고 었었다. 이러한 cell 들올 수거하여 우라늄의

홉착정도를 DSM배지에서 키운 세포와 비교한 결과는 그렴 3， 4 에 나타나

었다. 측 glucose배지에서 키운 세포는 DSM 때지에서 키운 것 보다

20% --30% 정도 낮은 우라늄 홉착청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탄소원에

따라 cell surface의 구성성분들이 변화되었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푸 광합성 박태리아는 Gram negative 세균으로 cell surface에

두꺼운 lipopolysacchride(LPS)충이 있는데 탄소원의 변확에 따를 LPS의

변화가 밀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두픽광합성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한소훤의 종류는 glucose이외에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러한 탄소훤에 따른

cell surfece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라늄 홉학의 변확를 연구하는 것이

훨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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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배치에서 배양한 두광합성 세균 R.hodobacter capsuJata와

Rhodospirillum rubrum융 우라늄올 처리하여 O.lM cacodylate buffe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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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에 서 2.5% glutaraldehyde 를 처 리하여 세균을 고정 시킨후 SEM'어l

부확된 용ray energy dispersion spectra(EDS)로 분석하였다. 그림

5， 6에셔 보는 바와 같이 셰포의 표변에 다량의 우라늄이 촉척되어 있는

것용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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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불의 biomass를 이용환 수용성 중픔속 제꺼에 있어서의 주된 파정이

홉착기작일 때는 척철환 처리륭 흉하여 셰포표면에 결합된

충금속(우라늄)이용율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탈확효율이 높은

경우는 여미 이용하고 난 bio빼ss훌 중금속 홉착제로서 재생하여 사용하논

방안과 획수하려는 목척이 었올 경우， 탈확의 효율성과 경제성올 고려할 때

반드시 서도되어야 할 연구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사용세포의

째사용 가농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우라늄용 홉확환 두팡합성세란율 O.lM의

sodium bicarbonate( 중조)로 10분간 세척하고 우라늄율 탈확， 유리 시킨 후

종류수 세척을 거쳐 다시 우라늄 용액과 혼합하여 이차객으로 우라늄의

처리가 가능한가를 살펴 보았다(Fig.7). Saccnaromyces cereyjsiae어l

있어서 활확의 정도는 16시간 동안 O.lM nitric acid로 60% , O.I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로 72% , O.lM alllllOnium

carbonate로 83%를 보이고 있다 • KnodolJacler capsulata와

K1JodospirillUJ1J rulJrc.빼l 서는 단 얼회의 중조세척과 짧은 시간(10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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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착된 우라늄의 80-90% 이상이 탈착되었으며 단순채생 세포에 의환

우라늄의 채홉확도 다시 일어남으로쩌 두 팡합성 셰캄에 의한 우라늄

쟁홉확은 주로 surface-binding파청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elution되지 않은 10-20 %의 우라늄이 Pseudomonas

aerμ~i.IJosa처 럼 생 체 안애 축객 이 되는지 아니면 Hhizopus arrhizus의

경우처령 N-acetyl-D glucosamine과 complex롤 이루는지는 아직 명확히 얄

수는 없다.

5. 홉착체로서의 활성도 유지

Bacteria 는 plas때 뾰mbrane의 바깥쪽애 ce II wall 이 있어 균자체는

물리적.화학척으로 단단환 형태이다. 그러나 toxic한 불질이나 유기용매에

노출이 되었융 경우나 혹은 스스로 lysis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홉착률올

저하시킬 수 있다. Fig. 8 의 실험은 Hhodohacter capsulata와

RnodospirilluD1 ruhrU1l1용 연속객으로 우라늄을 처리 홉확.탈착을

반복하였올 경우， 각 biomass는 우라늄 홉착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act ivi ty률 유지하는가 보여주는 실험이다. 우라늄 농도 236μg/ml，

30ml를 처리 O.IN NaHCOg로 홉착과 탈착올 8회 반복하였을 경우，

RnodospirillliDJ ruhn짧은 거의 100% 정도의 activiti를 보인 반면

Hhodohacter capsulata는 2-3회 정포까지는 원래 세포의 act ivi 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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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나 4회 이후 급격히 우라늄 홉확에 대한 act ivi ty가 떨어져

8회에서는 50% 정도의 홉착청도를 보이고 었다. 따라서 우라늄 홉착악

act ivi ty롤 유지하며 세포의 half life률 킬게 하기 위하여 보통 sodium

al ignate로 iumobi lize 시키거나 혹은 세포를 f i :xat ion 시킬 수 었는

방법올 고려할 수 있다. Fig. 9 는 Jl1Jodobacter capsuJata와

H1Jodo쟁irillUlD rubrlJJ11을 2 % forma Idehyde의 균올 고정시켜 연속척으로

우라늄농도 280 μg/ml ， 30 ml률 쳐려， 홉착 및 탈확을 반복하였올 때

cell이 우라늄 홉확에 대하여 어느 청도의 activity훌 유지하는가롤 본

그래프이다. 고갱판 두종류의 픽광합성 세균은 계속해서 우라늄 홉착에

대하여 원래의 activity를 유지하고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따라서 홉확쩨

(adsorbent)로서 고챙된 cell융 연속적으로 사용활 수 있읍율 보여주고

있다. 보통 formaldehyde로 고정시킨 세굵은 약 1년간 보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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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균체 (intact microbial cell)애 의한 금속의 결합은 얼반척으로

특이한 현상인 것 같지는 않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천척으로

혹은 성장 환경 요인의 변화애 의하여 선택척인 홉착세포(select ive

adsorption)를 개발하거나 radionucl ide나 종금속와 홉착올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쟁각된다. 그러한 가농성중의 하나가 metal-resistant한 괄의

생성이다. 갱상객안 growth condition에 성장올 저해할 정도의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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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몽tal율 넣고 배양할 때 균은 화학척으로，구조척으로， 혹은 형태척요로

변하게 되어 금속의 binding capacity률 중가시켜 줄 수 있게 된다.

또하나의 방법은 미챙툴혜가 사용할 수 있는 한소원의 변화를 주는

정우이다. 예롤뜰변 Saccharomyces cerevisiae는 YM medium보다 synthetic

medium에서 키운 bioI때88가 우라늄의 홉착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셰포의 surface에 phosphate의 양파 판련이 있다고

한다(Strandberg et a/. J 1981). 그러나 두 팡합성 세균의 succinate에서

glucose로의 탄소원 변확에 우라늄 홉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한편 C따rni껴~ha~/la hlakesleeana(fungus)의 경우에서는 0.5 mM의

CoC12률 첨가한 배지애서 배양한 굵은 Co보다는 오히려 Cu의 binding

효용올 140..... 170% 중가시킨다고 하였다(Venkateswerlu et al. , 1989).

본 설험 에 서 는 H1Jodohacter capsulata와 H1JodospirilllllJJ ruhrum올

백양하는 DSM 27 배지에 낮은 농도의 CoC1 2를 청가하여 균올 활성화 시킨

후 60 맹IL정도로 CoCI 2활 챔가하여 배양한 균으로 홉확능력의 변화 및

최쩍 pH를 살펴 보았다. 실험 결과는 Fig.10 ,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K1JodospirillUDJ ruhrU11J은 건조중량당 우라늄 홉착량이 220 맹/g-dry에서

270 뼈Ig-dry로 Bhodohacter capsulata-는 240 뺑Ig-dry에 서 290 맹Ig-dr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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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 각각 125%-128% 의 우라늄 홉착 충가율올 보였다. 최적 pH

역시 기존의 4.5에서 5.5 갱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control균체보다 많은 양의 phosphateLf protein 이 CoCI 2에 의해서

induce되었으리라 추측되나 정확한 확학객 변화는 좀 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단편척으로는 HlJodospirillum ruhruOJ.의 청우

cobal t 에 의하여 vitamin B12(Cobalamin)형생이 촉진되는데 이러한 내부

생리척인 변화가 cell surface~ cell wall의 변화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청확하 알 수 없다(Hurayama et al. , 1989). 이러한 우라늄의

홉확률은 Co+-+-나 Cu뷰에 의해서 i피libi t ion되는 것올 볼 수 있다.

Fig .12에서 쳐럽 우라늄 홉확은 우라늄과 Co혹은 Cu를 같은 농도로 넣어

주었올 때 Co에 의혜서 보다는 Cu에 의하여 우라늄 홉확이 더 저해작용올

받는 것을 촬 수 있으며 동량의 Co와 Cu를 넣었율 때 우라늄의 홉착이

1/2로 inhibition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bio뼈SS의 ligand에 대한

aft ini ty는 UOz ++)Cu++)Co++ 순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며

액,
L-o껴

에
꺼

긴
지,

시
씌1

녀
세1

j

에”씨
백,뼈

애떼
%
“u

내
과
가

써
빽’’

요O
L
fn빠

.
돼

1

￡
o

o
-L냐}

<

n---

이제까지의 질험은 우라늄의 초기놓도가 고농도 (200--500 ppm) 인

상태에서 수행될 것여었다. 초기 농도률 20 ppm정도로 di Jut ion 시켜

Il.hodohacter capsulata와 Ji.hodospirillum ruhr，따쩨 연속적으로 처 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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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라늄의 최고 홉착 갱도는 29% , 27% 에서 33% , 30% 청도로

충가하였고 아마 좀 더 낮은 농도의 우라늄올 처려하께 되면 효융은 더욱

더 충대되리라 생각된다. 。뼈를들어 Rhizopus arrhizus의 경우 폐액중 Cu의

제거에 있어서 초기 농도가 충가하면 증가할수록 Cu의 제거효융은

낮아진다고 하였다(lleri et al. , 1990).

따라서 bio뼈5S에 의한 radionucl ide나 중금속 처리는 낮은 농도에서

효훌객아라 생각된다. 실질척으로 연구소의 lagoon A ， S에서 취한

용액에서는 lagoon A에서 1.73 뼈Iml ， lagoon B에서 8.5μg/ml정도의

우라늄 함유량올 보이고 있는데 lagoon A는 1, 730 ppm정도로 bior따55 로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Lagoon B흘 처리하였올 경우， lagoon B는

7.5 갱도의 pH룹 가지고 었으며 이를 직접 bio때55로 처리하였을 때

Hnodooacter capsulata는 12 .4%, Hnodospirillμu1 ruoruOJ은 11.7% 정도의

처리능력올 보였다. 이 lagoon B용액을 pH 5.5로 맞추어 처리륭 하면

Hnodooacter capsulafa는 17% ,Ilnodospirillum fuorum은 15.7% 의

처리능력율 보이고 었다(표 5). 이러한 처리눔력의 저하는 lagoon용액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염과 유기용매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suI fate ion의 합량이 많은데 이것이 홉학에 영향을 주는치는 명확히

켈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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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ximum biosorption by the cell in the solution of
low uranium concentration and lagoon B solution

Intact cell
Initial concentration

lihodolJacter capsulata(29%)
K1Jodo혹piriJJum rubrunl..27%)

Formaladehyde fixed cell

li1Jodobacter caps.ι1ata(29%)

Khodospiri JJum rulJrunl..27 %)

Initial concentration KhodolJacter capsulata(33%)
(20 μg/ml)

Lagoon B (pH 7.5) KhαfolJacter capsulata(I 2.4%)
KhodospiriJJum rubrunl.. ll.7%)

Lagoon B (pH 5.5) K1Jodobacter capsulata(l7%)
KhodospirilJum rubr없(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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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액중 우라늄 홉착에 관한 연구에 이용환 팡합성 세균(R1Jodobacter

capsulata, K1JodospirillUlD rubru01)의 균주는 근본적으로 광합성 과정을

사용하여 유기물올 합성함으로써 성장하기 때문에 배지 유기영양 요구성이

매우 객고 또한 배양조건을 다르게 함으로써 홉착정도를 중가시킬 수 있어

생물학척 빼액 처리과정에 효율적으로 。l 용될 수 있는 유망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균은 기존 연구되어 왔던 다른 미생물체보다 우라늄에

대한 홉확 활성이 뛰어날 뿐아니라 빠륜 시간내에 탈착현상도 보이고 있어

채사용할 수 있는 가놓성올 가지고 있어 핵연료 주기 시설에서 벼룩

미량이나마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었는 우라늄 합유 혜액의 처리와 관련

비효올적이고도 처리에 뒤따료는 이차척 환경오염 휴발이 문제시 되고 있는

종래의 우라늄 혜액 처리 방법에 대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눔성올

제시하고 있다.

두광합성 세균 R1Jodobacter capsulata와 H1Jodospirillum rubrum 셔l포에

의한 중금속 홉확. 제거에 관한 실협적 연구를 통해서 밝핵진 특정적인

사항은 다융파 같다. 두 광합성 세균은 fora연 ldehyde로 고정활 정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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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확량에 아무련 변화가 없었율 뿐만 아니라 째사용활 청우 고청하지 않은

세굵보다 우라늄에 대한 홉확활성도롤 계속 유지하고 었읍올 볼 수 있었다.

한편 탄소원율 glucose로 전환시켜 주므로써 최대 홉착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미량훤소인 CoCl 2의 농도를 단계척으로 높인 배양액에서

배양한 균에서는 최대 홉확량이 120-130% 정도로 충가하였다. 이러한

우라늄의 홉착은 초기 놓도가 낮은 우라늄 용액에서 중가하였으며 Co , Cu

의 금속에 의하여 홉확이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었으나 세균과의 홉확

aff ini ty는 우라늄이 높은 것으로 나타닮다.

제 2철 건의사항

환경， 식홈， 의약， 원자력둥 다양환 분야가 쟁불화학(공)분야와

접목되어 연구되고 었다. 특히 이러한 bio뼈ss률 이용한 radionucl ides l.-}

중금속의 제거와 관련된 연구는 쟁물혜악 특성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고 었으며 genetic recombinant 기술의 벌달로 잡채격으로 제거

활성율 높얼 수 있는 가농성이 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발전시키고 아를

토대로 저농도의 수질 오염의 유혜중금속올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며생물에 의한 중급휴 (흑혀 우라늄) 홉확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효파척이고 경제척인 기술융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유용금속올

회수하는 기술로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계혹척인 지원과 관심이 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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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300 단어 내외)

두픽광합성 셰균에 의한 우라늄의축적은 세포의 표면에서 빠르게 일어

나며 셰포의 대사작용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홉확정도는 pH, 온도，탄소원，
미량원소， 다른 2가 이온둥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세균의

최대 홉확량은 세포 건초중량당 22% -24% 이나 세포의 성장을 저해할 정도

의 CoCI 2를 넣어준 배양액에서 키운 세균은 최대 홉착량이 건조종량당 27%
와 29% 로 증가하였다. 포르말련으로 고정한 세포는 최대 홉착량에 어떠한

변확를 주지 봇했다. 우라늄은 셰포로부터 확학쩍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포는 쟁홉착체로서 채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금속 쩨거를

복척으로 하는 생홉착체의 사용은 액상혜기물로부터 우라늄의 회수 혹은

오염제거률 위하여 유망한 대체방법이 될 가농성이 었다.

주제명 키워드(1 0단어 내외) I 팡합성세균， 우라늄， 중급속， 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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