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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지난 년동안 수소생산은전세계적으로연구되어왔다 이는수10 , .

소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된 수소생산 기술은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므로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물의 생물학적 광분.

해 농업작물이나폐기물의 광분해 암발효등을 통해생성되는 생물, ⋅

학적 수소 생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적이다 암발효에서는[1-4]. ,

혐기성 혹은 통성혐기성 미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기질을 빛과 산소,

가부족한상황에서분해함으로써수소를생산한다 물의광분해[5-7].

와 비교해보면 암발효는 빛 에너지 공급이 필요치 않고 높은 수소, ,

발생속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생물학적 광분해에 비해 낮은 수소 생.

산 수율을 보인다 최근에는 광분해와 암발효를 함께 사용하는 하[8].

이브리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5].

대장균과 Enterobacter aerogenes는암발효를수행할수있다고가

장잘알려진균주이다 예를들어이들의성장에필요한탄소와에너.

지를 제공하는 포도당의 경우 대부분은, Embden Meyerhof Parnas

를 통해 피루브산으로 산화되고 일부는pathway [9,10], pentose p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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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산화된다 후자의 경로는 와phate pathway [11]. NADPH pen-

의 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혐기성 상태에서는tose phosphates source .

피루브산이 다양한 유기산초산 젖산 개미산이나 에탄올로 전환된( , , )

다 대장균과. E. aerogenes 모두포메이트의 을통해서decarboxylation

수소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이. formate hydro-

genlyase (FHLII 효소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 [12-15]:

HCOOH CO→ 2 + H2 (1)

FHLII는 formate dehydrogenase (FDHII 와 로 이루어진) hydrogenase

다중효소시스템이다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은[16]. , , FDHII의

보조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15]. E. aerogenes는 다음과 같이

의 산화를 통해 수소를 생산한다NADH [17,18]:

NADH + H
+

NAD→
+
+ H2 (2)

이론적으로 포메이트 탈카복시반응을 통해서는 포도당 몰 당 몰1 2

의 수소만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의 산화에 의해서는 몰의NADH 12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다 따라서. E. aerogenes를 통한 수소 생산에 있

어서이두가지경로의발생순서와비율에대해지식이매우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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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이 결여되어 있는 최소배지는, , Escherichia coli 의 혐기성 배양에서의 수소생산MC4100

을 억제하였다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은 대장균과. , , Enterobacter 모두의 formate dehydrogenase (FDHII 효소의)

보조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량성분들이 최소배지에 결여되어 있을 때는. FDHII를 통한 수소생산이

대장균 뿐만 아니라 E. aerogenes에서도 저해될 것이다 이러한 성분들이 부족할 때. E. aerogenes 에 의한 수소 생산413

은 지연되었다 그러므로. , E. aerogenes에 의한 수소 생산은 의 재산화가 아닌 포메이트 탈카복시 반응에 의해서NADH

시작된다고 사료된다.

The absence of Fe, Se, and Mo in a minimal medium prevented the production of hydrogen from the anaerobic culture of

Escherichia coli MC4100. Fe, Se, and Mo are known to be cofactors of formate dehydrogenase (FDHII) of both E. coli and

Enterobacter aerogenes. Hence when these trace elements are absent in the minimal medium, hydrogen production through

formate dehydrogenation would be inhibited not only in E. coli but also in E. aerogenes. Hydrogen production by E. aero-

genes 413 was delayed when lacking these trace elemen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hydrogen production of E. aerogenes

is initiated not by the reoxidation of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but by formate decarbox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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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 셀레늄 그리고몰리브데늄이. , , FDHII의보조인자이므로 이러한

미량성분들을 배지 특히 최소배지에 첨가함으로써 전자의 경로포메, (

이트의 탈카복시반응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연구의 목적은 E. aerogenes를 사용한 수소 생산에서 위의 두

가지 의순서를 결정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 달성하기위pathway .

해서 우리는우선대장균을통한수소생산을철 셀레늄 그리고몰리, , ,

브데늄의 결핍을 통해서 억제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가 이러한 미량성분들의 결핍이 대장균에서의 수소 생산을 억제함을

보여 주였으므로 우리는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의 존재 유무, , ,

에 따른 E. aerogenes의 수소생산의 을 조사하였다time profile .

2. 실 험

2.1. 미생물 균주 및 배양 배지

수소생산 균주로서 본 연구에서는, E. coli MC4100 (ATCC 35695)

와 E. aerogenes 를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은 최413 (ATCC 35028) . M9

소배지 에배지 당 의[19] 1 L 0.25 g MgSO4 H⋅ 2 와 의O 0.01 g CaCl2를

보충한배지에서수행하였다 포도당은탄소원으로서 의농도로. 10 g/L

가입하였다 필요한경우에. FeSO4 H⋅ 2O, Na2SeO4 그리고 Na2MoO4⋅

H2 를각각 그리고 로가입하였다 혐기성배O 50 µM, 5 µM 5 µM [20].

양을 위한 접종원은 호기 배양에서 준비하였다 수확한 세포들은. M9

최소배지에 번세척후3 , O.D.600 값이 이되도록조정하였다 본연1.0 .

구에서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들은 분석 등급을 사용하였다.

2.2. 수소 생산을 위한 발효

의배양플라스크에 의배지를넣었다 의접250 mL 100 mL . 1.0 mL

종물을 더한 후 플라스크는 로 봉하였다, teflon stopper . 1 N NaOH

용액이 담겨있는 다른 플라스크를 배양플라스크에150 mL 250 mL

연결하여 CO2를흡수하였다 순수질소가스에의해산소를제[21,22].

거한후 플라스크들은 에서 으로흔들어주면서배양되, 37 100 rpm℃

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양 플라스크와 이산화탄소 흡수 플라스.

크는 생산된 수소의 부피 세포 성장 그리고 포도당 염화암모늄, pH, , ,

질소원 유기산과 에탄올 같은 부산물을 측정하기 위해 희생되었다( ), .

2.3. 분석 방법

이산화탄소 흡수 플라스크의 에 있는 수소는 열전도 검head space

출기주입온도 컬럼온도 검출온도 를사용하여( 80 , 35 , 80 )℃ ℃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해 분석하였다(Younglin M600D, Korea) .

분리는 stainless 60/80 molecular sieve 5 A column (Supelco. Inc., [6ft,

에의해수행하였다 유속 의아르곤을운송가스로1/8 in.]) . 20 mL/min

사용하였다.

세포성장은 를 사용하여Shimadzu UV160U Spectrophotometer 600

에서흡광도측정으로모니터되었다 포도당분석은 를nm . RI detector

사용하여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ewlett Packard

로 측정하였다1100) . carbohydrate cartridge column (Waters, [4.6 ×

과유속 의 아세톤니트릴수용액을각각분250 mm]) 1.0 mL/min 80%

리 칼럼과 로 사용하였다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mobile phase . ammo-

로측정하였다 유기산과에탄올은nium electrode (Orion model 95-12) .

를 사용하여 로 분석하였다 분리는UV detector (210 nm) HPLC .

에서 수행하였Aminex HPX-87H column (Bio-Rad, [7.8 × 300 mm])

다 시료들은 에서유속 의. 60 0.6 mL/min 0.01 N H℃ 2SO4용액으로등

용매 조건에서 용리되었다.

Figure 1. Effect of Fe, Se, and Mo on hydrogen production by E. coli

MC4100.

Figure 2. Effect of Fe, Se, and Mo on cell concentrations of E. coli

MC4100 denoted by optical densities at 600 nm.

3. 결과 및 고찰

3.1.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이, , E. coli MC4100에 의한 수

소생산에 미치는 영향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은 대장균에 의한 수소 생산의 유일, ,

한경로인포메이트의탈카르복시반응을촉진시키는 FDHII의조효소

이다 따라서이미량원소들을배양배지에가입하지않으면수소생.

산은억제된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수소생산과세포농도가이.

미량 원소들의 가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 에 각각 나타나Figure 1 2

있다 이러한 원소들의 첨가 없이는 수소생산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았고 미생물의 성장도 지연되었다 미생물 배양 동안 의 감소는. pH

미량 원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포도(Figure 3).

당농도측정으로부터 수소생산수율계수를계산하여 에최, Table 1

대수소생산량과함께나타내었다 그러므로. , FDHII에의해촉진되는

포메이트의 탈카르복시 반응을 통한 수소 생산은 철 셀레늄 그리고, ,

몰리브데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3.2. E. aerogenes 413에 의한 수소 생산

같은 FDHII가 대장균과 E. aerogenes 모두의 포메이트 탈카르복시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E. aerogenes에 의한 수소 생산이 철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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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Coefficient for H2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Trace

Elements to the Culture of E. coli MC4100

Element Max. H2 (mL)
a

YP/S (mol H2/mol glucose)

none 0.65 0.023

Fe 55.9 0.58

Se 39.7 0.43

Mo 42.6 0.50

a
maximum volume (mL) of H2 produced per 100 mL culture volume

Figure 3. pH profile during the culture of E. coli MC4100 for H2

production.

Figure 4. Effect of Fe, Se, and Mo on hydrogen production by E.

aerogenes 413.

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이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면 재산화 과, , NADH

정을 통한 것일 것이다 에 이러한 원소들이. Figure 4 E. aerogenes에

의한 수소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소들 중 어느.

것이라도 첨가된 경우에 비해 이러한 원소들이 배제된 경우 수소 생,

산은 적어도 이상 지연되었다 그러므로 포메이트 탈카르복시화5 h . ,

를통한 수소 생산이 재산화과정을통한수소 생산보다앞서NADH

발생한다고할수있다 미생물성장기중지연기와초기지수성장기.

에서 는세포성장을위해상당량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러, NADH .

므로, E. aerogenes에의한수소생산에서대안경로인 의재산NADH

화는 이 기간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양 중 세포.

Table 2. Yield Coefficient for H2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Trace

Elements to the Culture of E. aerogenes 413

Element Max. H2 (mL)
a

YP/S (mol H2/mol glucose)

none 28.76 0.2311

Fe 87.67 0.7045

Se 56.87 0.4570

Mo 64.69 0.5198

a
maximum volume (mL) of H2 produced per 100 mL culture volume

Figure 5. Effect of Fe, Se, and Mo on cell concentrations of E.

aerogenes 413 denoted by optical densities at 600 nm.

Figure 6. Profile of the glucose concentrations during the culture of E.

aerogenes 413 for H2 production.

농도와 포도당 농도의 변화는 각각 와 에 나타내었다 초기Figure 5 6 .

동안에만 미량원소들이 없는 경우의 세포 농도와 포도당 농도가7 h ,

미량원소들이있는경우보다낮았다 따라서 미량원소들을가입하지. ,

않은경우 첫 동안수소생산이발생하지않는현상을 세포성장, 12 h ,

속도와 포도당 소비속도는 설명할 수 없다.

와 에 나타나 있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수소 수율 계수를Figure 4 6 ,

계산하여 에 최대 수소 생산량과 함께 나타내었다 수소 생산Table 2 .

계수와 최대 수소 생산량은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이 배양액, ,

에 존재할 때가 없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철이 첨가 되었을 때. ,

가그렇지 않을 때보다무려 배의수율을 보였다 이는3 . E. aero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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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수소 생산이 대부분 재산화보다는 포메이트 탈카413 NADH

르복시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

등의 실험결과 와도 일치한다Kurokawa [23] .

4. 결 론

혐기성 미생물인 E. coli 는MC4100 formate dehydrogenase (FDHII)

의 보조인자인 철 셀레늄 그리고 몰리브데늄이 없는 배지에서 수소, ,

를거의생산하지못했다 같은배지에서. E. aerogenes 에의한수413

소생산은 이상지연되었다 대장균과5 h . E. aerogenes 는같은 FDHII

를갖고있으므로, E. aerogenes는이러한미량원소들없이는포메이

트탈수소화반응을일으키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E. aer-

ogenes에 의한 초기 수소 생산은 포메이트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 이

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미량 원소들이 있을 때의 수. ,

소 생산량은 미량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약 배 가량2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수소 생산이 포메이트 탈수소화 반.

응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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