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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쩨목

미생물율 이용한 뼈액 처리 연구

I I. 연구의 목쩍 및 충요성

며생훌융 이용한 폐수처리의 객용시 정체성과 효율성 향상율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분야의 연구 빛 처리공청 기술의 개발이 철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갱률율 혜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쟁훌융 이용한

폐수처라 연구롤 흉해 충금속 체거에 관한 이차객 환경 오염이 없고

효율성이 높은 쩨액처리 기술융 개발확고자 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및 중금속 홉확능력이 우수한 광합성세균올

calcium alginate 에 고청화하여 수용액중의 우라늄， 납， 구리， 카드륨

제거에 관한 여러 환경요인이 주는 영향융 초사하였고， 또한 아들 고정화

l 세포물에 의한 중금속이온들의 홉확효율 및 홉확/탈확 반북시 채사용에

관하여 검토하므로서 빼수처리의 쩍용 가능성을 명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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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Calcium alginate로 고청화시킨 두 팡합성세균 (Hhodobacter

capsulata, HhodospJrJlluJlJ rllbrUJIJ) 에 의한 우라늄 및 중금속 홉확.제거에

콸한 실험척 연구롤 룡해서 밝혀진 결혼은 다용과 같다.

1) 고갱화세포에 의한 홈확.쩨거융용 우라늄， 납， 구리， 카드륨의 순으로

제거되었으며 륙히， 우라늄 과 납와 경우 놓은 홉확효융율 보였다.

우라늄 빛 충금속의 갱우 모두 두 팡합성세균의 종휴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나 HhodospJrJllUJIJ rubrUDJ·의 홉확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U, Cu , Pb , Cd의 갱우 각기 pH 4.5 , 5.0 , 5.0 , 7.0에서 획대

홉확능력율 보였으나 free cell의 경우와는 당리 pH 이용범위가

넓어쳤고 온도와논 거의 무판하였다.

3) 우라늄 과 충금혹의 쳐리 농도가 놓융수확 고청화제포의 홉확효율은

감소하였다.

4) 우라늄의 경우 홉확/탈확 파정율 반복시에도 활성융 유지하고 있융 뿐

아니라 채홈확시애는 초기홈확의 경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홉확됨에

따라 고정화세포의 재사용이 가놓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팡합성세균 의 고청확방법은 째사용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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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수로후터 세포의 분리 및 초작이 용이하며 값싹게 대규모로 쉽재 쩨조 할

수 았을 뿐 아니라 축은 셰포륨 사용하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환경에의혜

영향훌 받지않는다는 캠에서 폐수쳐리시 free cell의 경우에 비해 여러

장검율 지니고있다. 따라서 충금속 홉확쩨 로서 이률 고갱확세포의 사용은

총래외 충금속 쳐리에 대한 유망한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융 것이다.

--a



su뻐ARY

I. Project Title

Microbial Treatment of Aqueous Wast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Achieving successful and economical application of microbial

biomass in waste water treatment require the combined research and

devel0때ent effort of several scientific disciplin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ffective treatment

technology involving the use of microbial biomass for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wastewaters , with no generation of secondary waste

products that require disposa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our investigations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use of nonliving il빼obilized cells for the removal of metals from

-6-



solution to evaluate possibilities of using biomass for the cleanup of

waste waters.

We investigate the accumulation of uranium, lead, copper, and cadmium

by Rhodobacter capsulata and RhodospirillU81 rubrul8 cells , which are

effective in metal removal , immobilized in calcium alginate beads and

evaluate the adsorption and desorption patterns for capability of

reuse and regeneration of the biomass. The effect of time , pH, and

metal concentrations on the biosorption properties of the immobilized

cells was also examin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or the removal of uranium, lead,

copper , and cadmium by Rhodobacter capsulata and Hhodospirill μUJ rubrul8

cells immobilized in calcium alginate beads are as follows:

1) The immobilized 쩌odolJacter capsulata and HhodospirillUDJ rubrU18

were both able to bind strongly the four metals studied, with

particularly strong affinity for U and Pb. The metal binding of

immobilized RhodospirillU81 rubrUDJ equaled or exceeded that found

for Hhodobacter capsulata. General binding efficiencies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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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rder U > Pb > Cu > Cd.

2) The binding efficiencies for U, Pb, Cu, and Cd were greates~ at pH

4.5 , 5.0 , 5.0, and 7.0, respectively. Immobilized cells showed an

increased metal-binding capacity over a wide pH range as compared

those free cells and adsorption of metal ions was not almost

affected by temperature.

3) The binding efficiencies de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each metal ion.

4) Uranium can easily be stripped from the immobilized cells with

little loss of binding capacity over several binding-stipping

cycles , and the adsorptive capacity of the immobilized cells

appeared to increase after the first few cycles as well. It is

therefore possible to use the il빼obilized cells repeatedly with

regeneration.

Nonliving immobilized cell systems described here possess several

advantages over freely suspended cells , including better capability of

reuse , regeneration of the biomass , easy separation of cells from

solution, and manipulation of biomass. The process can be made

sufficiently cheap and convenient to use on a large scale. In

addition, the use of dead microbial cells is more advantageou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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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in that dead organisms are not affected by toxic

wastes. Therefore, the use of the immobilized cells as biosorbents

for heavy metals offers a potential alternative to existing methods

for removal of metals from waste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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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첼 연구배경 및 훨요생

우라늄팡산이나 핵연료주기의 변환공정에서 발생되는 우라늄의

경우와 산업혜수에 존채하는 Pb , Cd , Cu 같은 중금속 둥은 유기물파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활 분해되지 않으므로 환경보폰이나 공중보건상 심각한

문제률 야기할 가농성이 매우 높다. 과학기슐처 고시 쩨90-11 효 방사선량

풍에 관한 규정에서 우라늄에 대한 일반인의 수중 최대허용농도는 U-238의

경우 4 X 10-6 μ Cl/ml ， U-235의 경우 3 X 10-6 μ Cl/ml 로 설쩡하였으며，

환경처가 마련한 수철 환경보천법예 의한 청청치역에서의 납， 카드륨，

구리의 배훌 허용 기훈치는 각각 0.2 ppm , 0.02 ppm , 0.5 ppm이하로 극히

쩍은 양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율 방지하고 수질율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폐수를율 효과척으로 처리 정화하여야 합 펼요가 있다. 일반척으로

혜수 ·처리는 여러 단계률 거치는 북참한 파청올 요구활 뿐아니라 때로 매우

청교한 기슐올 훨요로 하기 째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분야의 연구 빛 처리

공청 기술의 개발이 쩔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청이다.

뼈수중 충금속은 후유， 롤로이드 또는 용폰상태로 존쩨하게 되며 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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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과 둥과 감은 일차객 처리와 생물체롤 이용한 활생요니 과갱 풍

쩍철한 방법에 의혜 체꺼휠 수 었다. 한편 공장이나 팡산과

농업때수로부터 나오는 금속염이나 dlazlnon과 같은 유해유기물은

자연상태에서 찰 분해되자 않융 뿔아니라 휘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륙별한

쳐리방법율 흉한 효과척인 쩨거가 훨요하다. 이를 쳐리방법으로는

용칩 (coagulation) , 청 천 (sedimentation) ， 이온교환(ion-exchange) ，

홉확(adsorption) ， 역삼루 (reverse osmosis)에 의한 방법이 낼리 이용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틀은 많은 비용이 소요 훨 뿔 아니라 저농도의

미량중금촉율 쳐리할 수 없기 때분에 비효율척이고， !t한 여들 처리물질

차혜가 이차쩍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농성이 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캠률율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biomass(균휴， 효모，

세균류， 미셰초휴풍)률 이용하여 이갈용 유뼈빼수훌 쳐리하므로써

꺼놓도에셔 째수쳐리의 청쩨생과 효율생융 향상시휠 수 있융 뿔 아니라

뼈수쳐리에 따르는 이차쩍 환청오염 톨쩨훌 일으키지 않기 때톨에

biomass륨 이용환 충금속 쩨거 연구는 수질 보폰파 유용미량금속의 회수 빛

재활용 둥에 관한 신기술 개발의 차훤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16).

Biomass에 의한 금속의 홉착 유행은 다음과 갈은 과청의 단일 71작 또는

여러기착의 조합에 의해서 금축의 홉확이 일어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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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셰포 표면상에 금속이 홉확되는 biosorption 파청

2) 세포 내부로 금속이 홉수.농축되는 intracellular uptake 파청

3) 미생물에 의한 급속의 화학척 변형 (chemical transformation) 과청

후자의 두과정온 수질갱화나 광업시설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살아있는

세포륨 요구한다는 갱에서 를 단갱율 지니고 있다. 반면 Biosorption

과정은 세포의 생존여후와 무판하게 세포벅융 구성하고 있는 옴견하툴 지닌

작용기 (phosphate, polysaccharide, carboxyl , hydroxyl group 퉁)와

양천하륨 띤 금혹이온어 상호작용하여 홉확이 여루어지는 파갱으로써 죽은

세포의 사용은 독성이 있는 환경에 의혜 영향율 받지 않는다는 첨에서

폐수처리시 더 를 잇정융 지니고 있다 (7 ,11 ,17-19).

따라서 이러한 biomass륨 이용하여 처농도의 방사성 불질이나 중금속율

효율객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속에 대한 홉확능력이 뛰어난 균주톨

선청하여 홉착효융융 개선하고 설쩨 환청에 쩍용시 품쩨캠툴율 보완합 수

있는 기술재벌이 쩍극객으로 이후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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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합성 생률은 매우 다양합 뿔 아니라 지구상에 팡범위하게

분포되어 었다. 고풍식물과 조휴(algae)가 팡합성 생롤의 대후환융

차지하고 있어 박태리아가 차지하는 버융은 상대척으로 아주 척다. 그러나

팡합성 세균류는 그률 팡합성 기구의 구죠·기능객 혹이성 i과 물질대사의

동객 륙성으로 인해 연구 대상생홉로서의 관심접충용 물롤 그 충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

미생물의 biomass훌 이용한 연구에는 대량 배양 품쩨가 션철 과제로

풍장하고 있으며 혹히 biomass수획의 청제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검에서 활때 팡합성 세균은 성창융 위해 팡(light)율 일차척

에너지훤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유기물질 요구량 및 종류가 극히

단순하여 배양의 경쩨객 효융야 매우 높다. 한편， 픽광합성 세균은 수서

환경에 널리 서식 분포하는 자연 세균으로서 다양한 환청변확에 대한

적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척 배양이 용이하다. !£환 비병훤성

세균으로 사용후 쳐분이 용이하고 환청 오염문제와 연관된 이용 혹면에서

이차적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동 연구 대상쟁률로서의 다양한 장챔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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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21) •. '

본 연구는 우라늄 변환 공청에서 발생되는 때수에 존째하는 우라늄파

산업폐수충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제거 및 수질오염 종합관리 기술

개발과 관련펀 연구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수서 광합성

흥색 비 황세균(purple nonsulfur photosynthetic bacteria)인 .Hhodo!Jacrer

'capsu1ata와 ·.Hhodospir i 11UOJ ru!JrlJllJ，의 두 총을 이용하여 빽액중의 중금속

이온틀의 r 홉확.제거에 관한 연구롤 수행하였다. 이미 제 1차년도 연구의

시도로서 팡합성세균 (free cell)율 이용하여 수용액중의 우라늄율 제거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환경요인이 주는 영향융 검토하였고 각 환경요인의 최객

조건하에서 미생물 biomass가 나타내는 최대 홉확 쩨거융율 구하였다.

또한 선정된’ ，광합성 세균이 다론 종휴의 미쟁물애 비해 배양 및 수획의

경쳐l 성‘은 물론 우라늄 제거농력에 있어서도 우수한지 여부륨 지금까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톨과의 비교.검토롤 흉해 업충하였으며 쩨 2차년도에서는

，성장→ μ환경요인 측 때지의 조성차이나 미량훨소의 농도변화 둥 인위쩍인

방’법으로 홉확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율·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홉확륨의

변화 유무와 홉.탈확 반북시 재활용에 판하여 검토하였다 (22 ,23).

2. 세포 고정화
“ ", ’ l

, .고청화되지않은 셰포 (freely suspended' cells)롤 사용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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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최쩍초천하에서는 금속의 홉확 및 활확이 효율객이‘고 신속하게

얼어나며 션택쩍으로 얼어날 수 있다는 장챔융 지니나 환청변화에 대한

작용범위가 좁고 빼수로후터 쩨포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쩨사용 풍

실쩨 환청에 척용시 많은 문제캠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철챔들이

보완된 고도의 기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단캠율 극북하기위환

일환으로 calcium alginate , agar , cellulose , polyacrylamide 풍파 갈온

polymer matrics에 미생물 자체훌 고정화 시키면 다양한 환청변화 (pH,

용도 둥)에 대한 반용범위가 넓어지고 채사용이 가농하며 혜수로부터

세포분리가 용이하고 batch system 또는 packed-bed colu삐1에 척용시

초작이 용여하기때문에 유리한 장점융 지니고 었다 (24 , 25).

미생물고갱화 방법에는 포활법 (entrapment)， 공유철합법， 용칩법，

담체홉확법(adsorption)， microencapsulation 둥이 있으며 이충 포활법이

가장 보편척으뚱. 사용되고 있다. 포콸법은 미생물 균체의 훌리쩍인 컬합에

근거륨 둔 고청화법으로써 담체로는 calcium alginate , k-carageenan ,

agar , polyacrylamide , cellulose , chitosan, pectic acid 퉁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담체는 각종 미생물에 쉽게 척용할 수 있는 장검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었다 (26 , 27).

Alginic acid는 D-mannuronic acid 및 L-guluronic acid의 block

polymer로서 Phaeophyceae class에 속하는 모든 총휴의 초휴(alga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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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tobacter 빛 Pseudomonas 종의 세칸들에 의빼 합성되나 Lamlnarla 종의

algae로부터 얻어지는 alginic acid7} 상업객으로 가장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lginic acid 자체가 약한 gel율 형성하지만 calcium , barium ,

stro t1um 및 aluminum 풍 2 - 37} 이온분위 기 하에 서 L-guluronic acid

단위가 이들 이온과 cross-linking하여 강한 gel율 행생하게 된다. Gel의

강도는 사용되는 Na-alginate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alginate의 청도와

기철분자들의 크기에 따라 변확시킬 수 있다 (28 , 29).

셰균파 Na-alginate륨 섞은 suspension융 주사기률 이용하여 염화칼숨

용액에 떨어뜨리면 첨천과 동시에 cross-linking이 얼어나며 구형 형태률

취하게 된다. 세균은 배양액 내 free cell로 자랄 때보다 bead 내에서

안청된 상태롤 오래 유치시키며 활성도 새로훈 기질이 계속 공급되면

충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및 중금촉 홉확능이 우수한 Rhodobacter capsulata

와 RhodospirillUJJJ rubrUID융 선청하여 비교척 안쟁되고 값싹제 대규모로

쉽게 쩨조 할 수 었는 calcium alginate 고정확겨법에 의해 이들 픽광합성

세균율 고정확시킴으로서 우라늄 및 충금속에 대환 홉확농력의 재선 뿔

아니라 free cell로 부터오는 문제검율 해컬하고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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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혼

제 I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며생물 균주

Rhodospirillales 목 (order) 에 속하는 흥색 및 녹잭 세균 (purple ， green

bacteria)은 지금까지 50여총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그 분휴체계는 Table

1 에서 보는바와 칼다 (30).

버 황홈잭 셔l 균 (nonsulfur purple bacteria)인 Rhodospirillaceae과에

촉하는 푸 총휴외 균주률 성균판대학고 이과대학 미쟁훌학 -연구실에서

훈주받아 실험에 이용하였다. 두종의 짤주는 다읍과 같다.

Hhodobacter capsulata DSM 1710,

HhodospirillU1J1 rubrUlJ1 DSM 467.

팎 두균주중 Hb. capsulata는 거의 타훤애 가까훈 깐상균이며 Hs.

rubrlJ1J}은 나선형의 세포형태를 갖는 간상균으로 배지에서 얼청 =?l 간 이상

성장하였올 때 두 균주 모두 짙은 홈〈자)색용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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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ystematics of purple and green bacteria

Systematics Remarks

‘ v ‘Order Rhodo~pirillales

Suborder , Rhodospirillineae
Family Rhodospirillaceae nonsulfur purple

Genus Hhodoeyc]us
HhodOllJlerobiulIJ

HhodopseudollJooas
Hhodobacter
HhodospJrillμm

Family Chromatiaceae purple sulfur
Genus ιIJromatJUIJJ

ThJoeapsa
1η'JopedJa

£allJproeystJs
ThJoζrstls

Thlosareioa
1깨'lodle깐’'00

Suborder Chlorobiineae
Family Chlorobiaceae green SUll“ ”“
F‘amily Chlorflexaceae nonsulfur green

2. 배지 조성 및 배양 조건

DSM 27 medium(Table 2 및 3)용 기본배치로 사용하였으며 실험목척에

따라 세포벅 구성성분중 우라늄홉확에 관여하는 phosphate group의 증가를

위해 DSM 27 배져에 4 mM의 CoC1 2를 챙가하여 배양하였다 (10,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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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배지에서 팡훨 (텅스텐 백열풍; 배양용기 표면조도 5,000 lUx)의

존재하에 30土 1° C의 온도에서 협 71 조건 (anaerobic condition) 하예서

팡합성척으로 배양하였다. 72시간 이상 배양하여 생장의

청자기 (stationary phase) 에 도랄하여 배치 색깔이 철은 홍(자)책율 며면

15 ， 000G로 10분간 훨심분리하여 란체륨 수획하였다. 수획균쩨롤 충휴수로

Table 2. DSM 27 medium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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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or volume

NH4 Cl

CaC1 2 .2Hz O

SL-6 solution

Distilled water

Constituents

Yeast extract

Ethanol

Disodium succinate

Ferric citrate soln. (0.1 %)

KHZ P04

MgS04 0 7HzO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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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세척하여 배치의 잔여물철융 완천히 쩨거하고 2 % Formaldehyde로 고청

시킨후 충휴수로 셰척하여 세포고청화률 위환 cell biomass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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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ents weight or volume

ZnSO•• 7H2 0 0.1 g

MnC1 2 .4H2 0 0.03 g

HsBOs 0.3 g

CoC1 2 .6H2 0 0.2 g

CuC1 2 .2H2 0 0.01 g

NiC1 2 .6H2 0 0.02 g

Na2 MoO. 0.03 g

Distilled water 1,000 ml

3. 세포 고갱화

Sodium alginate훌 찰 녹인 후 그용액에 위의 과갱 2에서 얻은

Rhoφ'bacter capsulata 또는 llhodospillum ru/)rlJlJJ.의 셰균을 가하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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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환다. 교반환 slurry륨 주사기롤 이용하여 영화칼융 용액 (0.1 M 

0.5 M)에 떨어뜨리면 챔천파 동시에 cross-linking이 일어나며 구행 행태훌

휘하께 된다 (Table 4). 협화칼숭 용액에 2시간 청도 방치한 후 충분한

cross-linking에 의한 gelling이 셔서히 일어나도륙 .t °C에서 20 - 30 시간

보판한다 (29,32,33). Gelling이 모푸 끝난 상태에서 bead훌 모두 수거혜

총휴수로 충분히 씻옴 후 홉확 빛 탑확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4. Method of preparing calcium alginate beads

Sod!빼 alginate Volume of calcium Beads obtained
Wet weight solution chloride solution
of cell (g) (ml)

Vol (111) " (wt/vol) "Alginate Wet wt (g)

3.6 250 2 700 2.0 151.7
(R.rubrum)

6.S 250 2 700 2.0 . 157.1
(R.capsulata)

4. 우라늄 및 중금속 홉착

Calcium alginate로 고청화시킨 팡합성셰균에 의한 우라늄 및 중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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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확파갱에 미치는 영향율 초사하기 위해 충급속 놓도가 얼갱한 초건하에서

pH 변화에 따를 홉확갱도훌 판활하였다. 또한 최객 pH에서 고갱화 시킨

.Nhodobacter capsu1ata와 .NhodospJ11UI8 rubrUII/ 간의 홉확효율융

비교하였으며， 또한 충금촉 농도별 시간에따를 홉확효융융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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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융 홉확실험에 사용하였고，용액의 pH는 NaOH와 뻐03로 조철하였다.

우라늄 및 중금속에 대한 홉확실험은 모두 batch 행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실험 목척에 따라 농도륨 t 달리한 각각의 우라늄 또는 충금속 용액에

일청양의 bead률 가하여 100 RPM으로 교반된 상태에서 반용시킨 후

단계별로 상충액융 취하여 우라늄 또는 충금촉의 농도훌륭 혹청하였다.

우라늄의 농도는 우라늄과 Arsenazo III와의 발잭 반용율 이용하여

상동액에 잔존하는 우라늄의 농도훌 분팡분석기로 비색 청량하였다 (34) •

Arsenazo III (1 , 8-dihydroxy-naphthalene-3 , 6-disulfonic acid-2 , 7-bis
,-, ‘'••

(azo-2)-phenyl- arsonic acid])률 함유한 발썩 반융시료 용액 (Table 5)의

홉팡도롤 655 nm의 파장에서 흑청， 표춘곡선융 작성하고 이률 이용하여

세균 홉착에 의해 용액으로부터 제거된 우라늄약 양융 산정하였다. Cu ,

Pb , Cd의 농도는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ry)에 의 해
‘.r:’

,‘‘.‘
.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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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mple preparation for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with arsenazo III

Constituents Volume %

Arsenazo III (0.05% w/v) 10

Supernatant (sample) 1

O.OIN-HNOs 9

Na-monochloroacetate buffer 80

Total 100

h
&0

”
샤
내
새”

피}
<

히
장1

다
학C쾌때

Z
}0램떼깨

Fk
1U

홉확된 우라늄 및 중금속은 활확용액 (desorption agent)으로 처리시

bead로부터 쩨거훨 수 있으며 다서 재홉착될 수가 었다. Calcium alginate

bead로 고청화 시킨 세끌율 연속객으로 우라늄 또는 충금속용액으로

홉확.탈확과청율 반복하였율 경우 각 bead의 중금속 홉확능력에 대한 활성

유지， 안청성 및 재사용의 가능성융 조사하였다.

고정화 시킨 HhodolJater capsulata bead애 우략늄용액율 1 시간 처리 후

탈확용액 (0.1 M sodium bicarbonate 또는 0.1 Msodium acetate)에 따를

재생효율 (regeneration efficiency)율 비교하였고 째홉확시 우라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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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확농력에 대한 활성유지， bead의 안청성융 검토하였다. 카드륨의 경우

고청화 시킨 HhodospJr j 11u8l rubrUIIJ 에 카드륨융 처리후 0.1 M sodium

acetate로 탈확시키는 과청율 3 회 반북하여 홉확능력 빛 재사용 가눔성율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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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결과 빛 고찰

1. 고갱화세포에 의한 우랴늄 홉착.제거

우라늄융 합유한 왜액 쳐리의 실용척 혹멸융 고려합 때 빽빽획 pH 및

온도 퉁이 홉착과갱에 명향융 마치는 요인으로 툴 수 있다. 또한 미쟁톨율

이용한 홉확쳐리에 있어서 셰끌 및 균주에 따를 우라늄 최대 홉확농혁이

주요한 판건이 되며， 수획 세포에 대한 쳐리 형태 (free cell 포는

immobilized cell)도 우라늄 홉확농혁에 영향융 미치는 충요한 요인이 홉

수 었다.

용액의 산도가 고쟁화세포에 의한 우라늄 홉확파청애 미치는 명향율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와 우라늄 농도가 얼청환 조건하에서 calcium

alginate로 고갱화 시킨 Hhodobacter capsulata에 의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홉확쩨거율의 변화률 관활하였다. 그렴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라늄 농도 250 ppm.으l 초건하에서 용액의 pH에 따라 홉착융에 차이를

보였다. pH 3.5 , 4.5 , 및 5.5에서는 모두 80% 이상의 홉확.쩨거융융 보인

반면， pH 2.5에서는 처리 7 시간 정과 후에도 홉확제거융이 63%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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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여 그 처리효융이 비교객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쩨로 pH

4.5에서의 , 홉확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지만 pH 3.5 , 5.5의

조건에서도 높은 홉확효율을 유지하고 었어 free cell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pH여Ii셔 홉확됨율 알 수 있었다.

고청화시권 광합성셰균의 종류에 따른 우라늄홉확 제거옳에 미치는 영향올

보가 위해서 최객 pH(4.5)에서 각각의’ 홉확.제거훌율‘비교하였다. 그립

.~2ι와 3~에서씬보는 t!~와 같이 H. capsula ta 및 H.rubrUIJJ은 각각 89% , 93%

로서 R.rubrUJJJ.의 우라늄 홉확놓(15 mg-U/g-wet beads)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농도에 따흩 고갱화제포의 획대 홉확놓력융 초사한 결과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ppm 과 100 ppm외 우라늄 용액융 쳐리한 청우애는

모두 96% 이상의 우라늄이 쩨거되었으나， 250 ppm의 우라늄 쳐리시에논

‘ 8~% .:.‘로‘삼감소하여 우라늄의 초기농도가 중가혈수륙 고청확세포의

홉확홉f율은λ낯아지는 청향율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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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정화셰포에，의한 충금속 제거과청에 있어서도 팩액의 pH 빛 온도 풍이

홉확과청에 영향율 미치는 일차객 환청 요언이 된다고 불 수 있다.

용액의 산도가 고청화세포에 의한 충금속 홉확과쟁에 미치는 명향융

알아보기 위하여 용도와 중금혹 농도가 얼청한 조건하에서 calcium

alginate로 고청화 시킨 HhodospirillUlJJ r，ι'brUlJJ어l 의한 pH 변화에 따른

충금속 홉착제거율의 변화훌 판활하였다. Pb의 청우 그렴 5 에서 보는

바와 칼이 pH 5.0에서 、 가장 높은 효융융 보였지만 용액의 pH에 따라

홉확융에 큰 차이률 보이지 않었다. Cu 와 Cd의 청우 각기 pH 5.0,

7.0에셔 최대 홉확농혁율 보였으나 pH 3.5에서는 각각 54 ", 18"로서

쳐리효율이 크게 감소 되었다 (Fig. 6 , 7).

고청확시킨 광합성셰균의 총휴에 따를 충금속홉확 제거융에 미치는 영향융

보기 위빼서 최척 pH(Cu와 Pb는 pH 5.0 , Cd는 pH 7.0) 에서 각각의

홉확.체거율을 비교한 결과 그림 8 -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 , Cu, Cd의

청우 모두 R. capsu]ata 빛 R.rubruJJi간의 큰 차이률 보씩지 않았으며

R.rubrum의 홉확효옳여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중금속 농도에 따른 고정화세포의 최대 홉확눔혁올 초사한 .결과?그렴 14 ,

15 ,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갱우와 마찬가지로 납， 구리，

카드륨의 초기농도가 충가할수록 고청화세포의 홉확효율은 낮아지는 ;생향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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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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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훌의 biomass륨 이용한 수용성 충금속 제거에 있어서의 주된 파갱이

홉확기착얼 때는 객철한 처리툴 룡하여 세포표면애 결합된

충금속(우라늄)이용의 쩨거가 가능하기 때분에 여미 사용된 biomass롤

충금속 홉확쩨로서 재생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빼수쳐리의 효율성과

청제성율 고려할 빼 반드시 시도되어야 합 연구 훌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고갱화 세포의 재사용 가놓성융 파악하기 위하여

우라늄융 홉확한 calcium alginate에 고갱화시킨 H. capsulata 툴 sodium

bicarbonate 또는 sodium acetate로 30분간 우라늄율 탈확시킨 후 다시

우라늄 용액을 처리하여 우라늄의 재홉확 능력율 조사하였다. 단 일회의

sodium bicarbonate 처리로 bead에 홉확된 우라늄의 90%이상이

탈확되었으나 시간야 청과함에따라 빽색 emulsion이 형성되고 단단한 gel

상태에서 느슨한 상태로 바뀌어 bead의 강도가 저하훨 뿔 아니라 우라늄의

홉확능력이 상실됩이 관찰되었다.

Calcium alginate gel은 여 러 장청율 지 니 고 있으나 Ca-alginate bead 내

cross-linking에 관여하고있는 칼숨이온들이 보다 강한 천화혁율 지니는

phosphate, citrate, lactate 풍과 촬용 complex ion과 첩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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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inate로부터 용훌되어 칼숨과 결합함으로서 고청화된 세포들이 장당량

밖으로 빠져나와 bead의 강도가 저하훨 뿔 아니라 gel의 활안정성이

야기된다 (28).

Carbonate ion 역시 위와같은 현상이 관찰되는 것요로 보아

탈확용액으로서는 척합하지 옷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환환 sodium

acetate의 청우 일희 처리로 bead에 홉확된 우라늄의 75% 이상 (2회

쳐리시에는 90%)이 활확되었으며 우라늄의 채홉확융도 90% 이상 일어 ~율

뿔 아니라 째홈확시에늪 초기홉확의 청우보다 더 빠를 혹도로 홉확휩이

업충되었다 (Table 6).

이와갈이 고갱화된 bead가 탈확용액 쳐려 후 더 빼르게 흩확획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탈확용액 쳐리로 효과객인 다공성의 유지 (effective

porosity) 또는 biomass의 세포구조 변형에 의해 bead의 홉확놓력이

개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

카드융의 경우 역시 0.1 M sodium acetate 일회 쳐리로 홉확된 카드륨의

90 %이상이 탈확되었으며 채홉확융도 78 %이상으로서 홉확.탈확파청율

반복시에도 계속 활생율 유지하고 있어 째사용이 가능한 것으흘 판명되었다

(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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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sorption-Desorption of uranium by R. capsulata i[빼obilized

in calcium alginate beads

Series

2

3‘

Totals

μg U
bound

8,077

9,376

9,415

26,868

% U
bound

65.0

91.9

91.3

-35-

μg U
desorbed

6,053

7,728

7,677

21 ,458

μg U
not desorbed

2,024

1,648

1,738

5,410



제 3장 캘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우라늄 및 충금혹 홉확에 판한 연구에 사용된 팡합성 세균

(Rhodobacter capsulata. RhodospJrillUlJJ rubrUJJJ) 은 팡합생 과갱융

이용하여 유기물율 합생함으로쩌 성장하기 때문에 명양 요구생이 매우 쩍고

또한 배양초건융 다르게 합요로써 홉확효율율 충가시킬 수 있어 쟁훌확쩍

빼수 쳐리과갱에 효융쩍으로 이용휠 수 있는 유망환 수단이 휠 수 있다.

륙헤 이률 세윤융 이용한 biosorption 과청은 세균의 쟁종여후와 무판하게

세포벅융 구성하고 있는 작용기 (functional group)와 금혹이온이

상호작용하여 홉착이 이루어지는 과갱으로써 축용 셰포의 사용온 둑생이

었는 환청에 의해 명향율 받지 않는다는 첨에셔 빼수쳐리시 더 큰 잇갱융

지나고 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및 충금속 홉확능이 우수한 팡합성째균융 배양하여

비활성화(inactivation) 시 킨 후 calcium alginate 고청화기법 에 의 해 이들

팡합성세균율 고청화시킴으로서 우라늄 및 중금속에 대한 홉착능력의 재선

뿐 아니라 free cell로 부터오는 문제청율 해결하였다.

Calcium alginate로 고청화시킨 두팡합성 세균 Rhodobacter capsulat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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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dospirillU18 rubrum 에 의한 우라늄 빛 충금속 홉착.쩨거에 판환 실험객

연구롤 흥해서 밟핵친 결룡은 다옵과 같다.

1) 고청화셰포에 의환 홉확.쩨거융은 우라늄， 남， 구리， 카드륨의 순으로

쩨거되었으며 륙히， 우라늄 과 냥의 청우 놓은 홉착효율융 보였다.

우라늄 빛 충금속의 청우 모두 두 황합성세균의 종류에 따를 큰 차이는

없었으나 HhodospirillU18 rubrUIJJ.의 홉확효융이 더 놓은 것으로

나타빠다.

2) U, Cu , Pb , Cd의 갱우 각기 pH 4.5 , 5.0 , 5.0 , 7.0에서 최대

홉확능력율 보였으나 free cell의 갱우와는 달리 pH' 01 용범위가

넓어졌고 온도와는 거의 무관하였다.

3) 우라늄 과 충금혹의 쳐리 농도가 놓율수륙 고갱확셰포의 홉확효율은

감소하였다.

4) 우라늄의 경우 홉확/활확 과갱율 반북시에도 활성융 휴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홉확시애는 초기홉확의 청우보다 더 빼를 속도로 홉확됩에

따라 고정화세포의 채사용이 가농하였다.

Biomass륨 이용한 쩨수처리는 쩌놓도얘서 빼수처리의 효융성율 향상시킬

뿔 아니라 이차오염융 유발하지않기 때푼에 최근 많은 판심융 갖께 되었다.

그러나 이들율 실쩨 환청에 객용시에는 해결되어야 합 · 많은 문쩨청이

남겨져 었어 많은 연구에 비해 질째객씬 젤용화는 제환되고 있는 실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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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애서는 이러환 푼쩨챔툴융 혜결하기휘한 일환으로 금속에

대한 홉확능력이 뛰어난 팡합성세균율 가격이 져렴하고 고갱확초천여

용이하며 비교쩍 안정된 alginate에 고갱화하여 우라늄 및 충금촉융

효율객으로 제거 할 수 있올 뻗 아니라 빼수로부터 세포의 환리가 용이하며

채사용이 가농케함으로서 종래의 우라늄 및 중금속 쳐리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농성융 쩨시하고 있다. 또한 ’우라늄 및 충금속이 홉확된

alginate bead는 소각이 가능하며 자연건초시 부피외 감량으로

매렵지난으로 인한 품쩨훌 해소 활 수 있융 뿔 아니라 매립쳐분후 벌생합

수 있는 산화 및 생화학쩍 반용으로환터의 안갱화로 이차오영의 훌쩨훌

유발하지 않기때몸에 실쩨 환청에의 쩍용(륙히 상수쳐리)이 가능하리략

생각된다.

붙으로 제품의 가능성만융 충요시한 생산공정의 개발율 추구하여온 결과로

세계는 현재 각종 유해 빼기물쳐리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혜수쳐리의

가장 큰 어려용은 어느 특청물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해물질이 혼합 (mixed waste)되었기 때분에 어느 공갱도 이틀 문쩨첨율

완벽하재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처리공청틀은 혜수의 젤과 양에 따라

또는 처리청도에 따라 채택되는데 이들 쳐리후애도 이차오염융 ·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처리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많은 경벼가 소요되므로

이로인한 환경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두훨 것이다. 따라셔 이틀

혐안문쩨활 혜결활 수 있는 빼수의 척갱쳐리 가술과’ 나아가서 이들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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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할 수 있는 저공해.무공해 공청기술의 개발이 객극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훤파 관심이 요망된다.

-39-



REFERENCES

1. Beveridge,T. J. 1978. The response of cell walls of Bac111us

subt111s to metals and to electron-microscopic stains. Can. J.

Jl1crob101. 24:89-104

2. Beveridge, T. J. , and R.G. E. Murray, 1980. Site of metal

deposition in the cell wall of Bac111us subtJl1s. J. Bacter101.

141:876-887

3. Galun, M. , and P. Keller, D. Malki , H. Feldstein, E. Galun, S.

Siegel , and B. Siegel. 1984. Removal of uranium(VI) from

solution by fungal biomass: inhibition by iron. 'ateη air, s011

P011ut. 21:411-414

4. Galun, M. , P. Keller , H. Feldstein, E. Galun, S. Siegel and B.

Siegel , 1983. Recovery of uranium(VI) from solution using fungi

II. Release from uranium-loaded Penicillium biomass. 'ater, air,

s011 P011ut. 20:277-285

-40-



5. Horikoshi , T. , A. Nakajima, and T. Sakaguchi , 1981.

Accumulation of uranium by Chlorella cells grown under

autotrophic, heterotrophic and mixotrophic culture conditions.

Agr.ic. Bio1. (，깨el1J. 45:7810783

6. Kauffman, J. W. , W.C. Laughlin, 1986. Microbiological treatment

of uranium mine waters. Environ. Sci. Techno1. 20:243-248

7. Strandberg, G. W. , S.E. Shumate II , and J. R. Parrott Jr. ,

1981. Microbial cells as biosorbents for heavy metals:

Accumulation of uranium by SaccharOll1yces cervjsiae and PseudollJonas

aer，μvinosa. App1. EnvironJJI. Jlicrobio1. 41 :237-245

8. Tsezos , M. , and B. Volesky, 1982. The mechanism of uranium

biosorption by Nhizopus arrhizus. Biotech. Bioe.찌v. 24:385-401

9. tsezos , M. , and B. volesky, 1982. The mechanism of thorium

biosorption by Nhizopus arrhizus. Biotech. Bioe.찌v. 24:955-969

10. Venkateswerlu, G. , and G. Stotzky. 1989. Binding of metals by

cell walls of Cunni~hal1Je11a b1akes1eeana grown in the presence of

-41-



copper or cobalt. Appl. Jlicrobial. B.iotechno1. 31:619-625'

11. Harris , P. O. and Gerald 1. Ramelow. 1990. Binding of metal

ions by particulate biomass derived from Ch1ore1la v,ulgaris and

Scenedes/l1us quardr.icauda. .EnY.iron. Sci. Techno1. 24:220-228

12. Darnall , D. W. et a1. , 1986. Selective recovery of gold· and

other metal ions from an algal biomass. .EnYiron. Sci. Techno1.

20:206-208

13. Hoyee, B. D. and T.

peptidoglycan sacculus

Jlicrobio1. 30: 204-211

J. Beveridge. 1984. Metal binding by the

of Escherichia coli K-12. Can. J.

14. Crist , R. H. et aI., 1992. ’ Interaction of metals and protons

with algae. 3. Marine algae , with emphasis on lead and aluminum •

.Environ. Sci. Techno1.26:496-502

15. Beveridge, T. J. 1989.

metal accumulation

JfJcrobio1.43:147-171‘

Role of cellular design in bacterial

and mineralization. ‘ Annu. ’ Hev.

-42-



16. Macaskie, L. -E. -et a1.; 1992. Uranium bioaccumulation by a

Citrobacter sp. as a result of enzymatically mediated growth of

polycrystalline HU02 PO.. Science 257:782-784

17. Recep Iler! , Ferda -Mavitunaι， Mary Parkinson and Mustafa Turker ,

1990. Repeated use of immobilized dead Hhizopus arrhizus for the

’ removal ’ of heavy metal contaminants from waste water. In Proc.

APBioαl.EC· ’ 90 Kyungju, Korea pp 564-567

'18. Volesky, B. , 1987. Biosorbents for metal recovery. TIBT£CJVVol.

5 :96-'101

19. Huel-Yang D. Ke and G. D. Rayson. 1992. Characterization of

Cd binding sites on Datura innoxia using 113Cd NMR spectrometry.

I ’ ‘ .Environ. Sci. Techno}. 26: 1202-1205

20. Samuilov, V.D. , 1984. The bacterial photosynthetic apparatus as a

photoelectric transducer , Soviet scientific revie,s supplement

series, In Physicochemical biology vol. 2, pp 133, OPA, Amsterdam

• ‘ J

.,.삐얀.eSV
R

‘‘‘•,
a‘a

v
’L.이

“ 1990. ‘ ’Adsorption of ’ uranium by

-43-



photosynthetic bacterium Rhodobact"er capsulata. Kor. J. .li lJ1Dol.

23: 1-12

22. Lee, K. S. et al. , 1990. Microbial treatment of aqueous wastes.

KAERI/RR-945/90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3. Lee, K. S. et al. , 1991. Microbial treatment of aqueous wastes.

KAERI/RR-I054/91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4. Trujillo, E. D. , T. H. Jeffers , C. Ferguson‘ and H. Q.

Stevenson. 1991. Mathematically modeling the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a wastewater using immobilized biomass. Environ.

Sci. 강ehDol. 25:1559-1565

25. Garnham, G. w. , G. A. COdd, and G. M. Gadd. 1992.

Accumulation of cobalt , zink and manganese by estuarine green

microalga Chlorella salina immobilized in alginate microbeads •

.Environ. Sci. Technol. 26:1764-1770

26. Klein, J. and K. D. Vorlop. 1985. I빼Dobl1 ization

techniques-cell , In Comprehesive biotechnology, Murray Mooyoung,

-44-



•.

때
•
갔

n
v--

않
P
l

n
뼈생

nr•,

”‘--‘
굉

i
‘
1

%mw
n
r
i이

V
!.,.때

27. Colowick, S. P. and N. O. Kaplan. 1976. I빼obilized enzymes ,

In Methods in enzymology, K. Mosbach, Ed. , Vol. 44 , Academic

Press

28. Cheetham, P.S.I. and C. Bucke. 1984. II빼ob i1 ization of

microbial cells and their use in waste water treatment , In

Microbiological methods for environmental biotechnology, I. M.

Grainger and I. M. Lynch, Eds. , pp 219-233 , The Society for

Applied Bacteriology, Academic Press

29. Martisen, A. , G. Skjak-Braek and O. Smidsroed.

as immobilization material:Correlation between

1989. Alginat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alginate gel beads. Biotech. Bioe~.

33:79-89

30. Trueper, H. G. ,and N. Pfennig, 1978. Taxonomy of the

Rhodospirillales , In The Photosynthetic Bacteria, Clayton R. K.

and Sistrom W. R. , Eds. , PP. 857-872, Plenum, New York

-45-



31. Venkatesweru, G. , M. J. Yoder, and G. Stotzky. 1989.

Morphological , ultrastructural , and chemical changes induced in

Cunni.끽~hamella blakesleeana by copper and cobalt.

Jlicrobial. Biotechnol. 31 :204-210

Appl.

32. Yun, J. W. et al. , 1992. Continuous production of

fructo-oligosaccharides by immobilized cells of Aureobasidium

pullulans. J.' Kicrobiol. Biotech. 2:98-101

33. Champagne, C. ‘ P. , C. Gaudy, D. Poncelet , and R. J. Neufeld.

1992. lactococcus lactis. release from calcium alginate beads.

Appl. Environ. Jlicrobiol. 58: 1429-1434

34. Savvin, S. B. , 1961. Analytical use of arsenazo III:

Determination of thorium, zirconium, uranium and rare earth

elements. ialanta. 8:673-685

-46-



1∞

，ι

7F

1
잊
t
p원
〈

를
8
*
*
ι

4
pH

/:

FIg. “ -"1. 、 -. Effect of ‘ pH on uranium binding by A»odobacter capsulata
fmmob'l‘lized in calcium alginate beads: A 2-g ’bead of immobilized R.
capsulata was suspended in 100 mL of 250 mg/L U at the indicated pH
values. After a 7-hr reaction time the supernatant was analyzed for 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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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inetics of uranium binding by immobilized A까oι'bacter

capsulata. A 3-g bead of immobilized H. capsulata was suspended in
190 mL of 250 mg/L U at 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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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inetics of uranium binding by immobilized ~odospjrjll~

ru!Jr.μfIl. A 3-g bead of lmmobU ized K. r.νδrμ. was suspended in 190 mL
of 250 mg/L U at 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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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ime and concentration , on binding of uranium.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90 mL of uranium"solution each at pH
4.5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R. caps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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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 5•. - Ef.fect of pH on lead binding by' imob i1 ized HhodosplrillU1O

rubrUlO.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100 mg/L Pb at the
indicated ‘ pH values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H. rubr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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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pH on copper binding by immobilized ~odospirJllum

rubrum.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100 mg/L Cu at the
indicated pH values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R. rub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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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pH on cadmium binding by immobilized
RhodospirillUJ11 ru/)r，μ~.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50
mg/L Cd at the indicated pH values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R.
ru/)rU1lJ.

-53-



100

혼
긍
m

펌
퍼

룹
협
힘

α

4 10 12
Tme (hours)

Fig. 8. Adsorption of lead by immobilized A꺼odobacter capsulata in
100 mL of a 200 mg/L Pb solution at 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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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dsorption of lead by immobilized Bhodospjrjll~ rubr~ in
100 mL of a 200 mg/L Pb solution at 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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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dsorption of copper by in뼈obilized Rhodobacter capsuJata
in 100 mL of a 100 mg/L eu solution at pH 5.0.

-56-



100

힐
-
쁨
。
m
톨
욱
양
O
릅
힐
윌
힐A

74
Tme (t뼈Jrs)

Fig. 11. Adsorption of copper by immobilized Rhodospjrjl1~rubrum
in 100 mL of a 100 mg/L Cu solution at 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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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dsorption of cadmium by immobilized Rhodobacter cap~ν'.lata

in 100 mL of a 50 mg/L Cd so~utlon at pH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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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dsorption of cadmium by immobilized Rhodospi.rillU1J1 rubrU8J

in 100 mL of a 50 mg/L Cd solution at pH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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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time and concentration on binding of lead.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lead solution each at pH 5.0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R. ruhr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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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time and concentration on binding of copper.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copper solution each at pH 5.0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R. rubrUJ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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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time and concentration on ·binding of cadmium.
Reactions were carried out in 100 mL of cadmium solution each at pH
7.0 using a 3-g bead of immobilized .H. rubrU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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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dsorption-desorption of cadmium by immobilized R. rubruw.
In each series Cd was bound to the beads by mixing a 3-g bead of
i[빼obilized R. ru.β'ruw with 100 mL of 25 mg/L Cd at pH 7.0. The beads
were stripped of Cd by 50 mL of 0.1 M sodium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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