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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토양 중에 존재하는 철환원능력을 갖춘 세균은 철제유물의 부식생성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균의 활동은 부식생성물의 변화를 초래하여 유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부식생성물의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철환원세균이 부식생성물에 일으키는 변화를 조사하여, 철제유물의 부식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실험은 출토철제유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식촉진인자 중에서 가용성염류(염화물이온, 황산이온)를 이용하여 

부식시킨 철편을 준비하였다. 이 부식철편을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42일간 배양하였다. 실험 후, 부식철편의 

부식생성물은 SEM, EDS, XRD를 이용하여 관찰,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결과, 부식철편이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 

녹색으로 변화하였으며 부식철편에 판상 결정과 마름모꼴 결정이 새롭게 생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심어: 출토철제유물, 철환원세균, 가용성염류, 부식생성물

ABSTRACT     Bacteria with ability for iron reduction in the soil can use corrosion products of iron remains as energy source. 
The activities of this bacteria cause the change of corrosion products. As a result, it can be difficult to identify corrosion 
products promoting corrosion of iron remai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corrosion products 
that bacteria causes and to improve understanding about the corrosion of iron remains. To simulate corroded condition 
of excavated iron remains, carbon steel corroded by solution of NaCl and Na2SO4 was prepared. Then the prepared carbon 
steel was immersed in a liquid medium with bacteria. The incubation period was 42days. After experiment, the carbon 
steel was analyzed by SEM-EDS, X-ray diffraction method. The result is that the carbon was changed to green because 
of activity of bacteria and that the plate crystal and lozenge crystal were generated on the corrosion specimen. Also, we 
confirmed that the activities of bacteria differenciated colors and forms of corrosion products.

Key Words: Excavated iron remains, Iron reducing bacteria, Soluble salts, Corro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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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 중에서 금속 철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가용

성염류, pH, 세균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세균의 

활동은 미생물 생태학을 비롯하여 농업, 공업 등과 같은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금속공학 분야에서는 

철, 스테인레스, 동 등과 같은 순수한 금속재료가 세균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3,4,5. 이러한 연구 성과로 금속 철에 있어서 세균이 

발생시키는 부식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편 문화재 보존과학분야에서 철제유물은 수백 년 이상 토

양 속에서 매장되어 부식이 진행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

서 금속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철제유물이 세균의 활

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식현상과 그 원인을 조사하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제유물을 대상으로 세균의 연

구가 필요하다. 
철제유물의 부식생성물은 부식과정에서 생겨난 생성물

이며, 이 생성물은 주위의 부식요인(산소, 수분 등)과 반응

하여 철제유물의 부식을 진행시킨다. 부식생성물이 철제

유물의 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부식생성물의 생성과정과 그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Fe(Ⅲ)부식생성물 중에서 β‐FeOOH
은 생성과정에서 염화물이온이 관여하며 그 이온은 철제

유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염화물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부식생성물의 색상과 형상에 

관한 특징은 유물의 부식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부식생성물이 매장환경에 존재

하는 세균과 같은 다른 부식인자의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색상과 형상의 변화에 관해 조사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유물의 부식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고분에서 철제유물은 매장 되어있는 인골로 인해 

세균의 세포생성에 필요한 유기물(단백질)과 인(P)을 제공

하므로 세균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철제유물이 출토된 

매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철환원세균을 비롯하여 철산화

세균, 황산환원세균의 서식이 확인7 된 바 있다. 특히, 철환

원세균은 Fe(Ⅲ)이온을 Fe(Ⅱ)이온으로 환원시킬 때 생성

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유물의 표면에 

생성된 Fe(Ⅲ)부식생성물, 예를 들어 α-FeOOH, β-FeOOH, 
γ-FeOOH, Fe2O3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부식생성물은 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색상과 형

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철환원세균이 부식생성물에 일으키

는 변화를 조사하여, 철제유물의 부식에 관한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철제유물의 부식촉진인자 

중에서 가용성염류인 염화물이온, 황산이온으로 부식시킨 

철편을 철환원능력을 갖춘 세균(이하 철환원세균으로 칭

함) 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

여 세균이 가용성 염류의 부식생성물의 색상과 형상에 일

으키는 변화를 관찰하고, 철제유물에서 세균의 활동을 파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세균이 생성하는 부식

생성물의 EDS, XRD 분석으로 생성물의 형성과정을 유추

하여 유물이 그 생성물의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을 확인하

고자 한다.

2. 실험내용
 

2.1. 실험시료의 준비

철편의 크기는 20×20×2mm 삼각형의 탄소강이며, 철
편은 연마한 후에 3% NaCl, 3% Na2SO4 용액에 담그고 대

기 중에서 10일간 부식시켰다. 이 철편의 부식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 3% NaCl, 3% Na2SO4 용액에 (pH5) 2시간 담근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Chemical composition Chemical reagent Requirement(ｇ)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K2HPO4 0.84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KH2PO4 0.44
Potassium Chloride KCl 0.08
Magnesium Sulfate MgSO4・7H2O 0.04
Iron(Ⅲ) Citrate n-Hydrate FeC6H5O7・nH2O 0.4

L-Asparagine Monohydrate H2NCOCH2CHNH2
COOH・H2O 0.2

Yeast Extract - 0.02
Sodium Acetate CH3COONa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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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4시간동안 25℃/95% RH 데시케이터에서 방치하는 

작업을 3일간 실시하였다. 실험 중에 철환원세균 이외의 

세균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하는 부식철

편과 액체배지인 철환원세균 배지8 (Table 1), VIAL용기는 

121℃/20분간 멸균 처리하였다. 

2.2. 철환원세균의 준비

일본원자력연구소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여 액체배지인 

철환원세균 배지에서 철환원세균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 10mL에 Bipyri-dine용액 0.1mL
을 첨가하여 Absorption Spectrophoto Meter(540nm) 으로 세
균의 철 환원능력을 확인하였다.  

 

2.3. 실험방법

실험 중에 철환원세균 이외의 세균에 의한 영향을 억제

하기 위해서, 실험 작업은 무균박스 내에서 실시하였다. 실
험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VIAL용기에 철환원세균 

배지 30mL을 넣은 후에 (2-1)의 과정에서 준비한 부식철

편을 넣고, 철환원세균액을 첨가하였다. 배양조건은 30℃

의 항온기에서 42일간이다. 비교시료로서 세균이 존재하

지 않는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VIAL용기에 배지 30mL
을 넣은 후에 부식철편을 첨가하였다. 배양조건은 철환원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의 실험조건과 동일하다. 

2.4. 관찰 및 분석방법

42일 후, VIAL용기에서 부식철편을 꺼내어 증류수, 아
세톤으로 세정하고 건조시켰다. 부식철편을 육안으로 관

찰한 결과,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NaCl 및 Na2SO4

에 의한 부식철편의 전면이 녹색을 나타냈다(Figure 1-a, b). 
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양한 NaCl 및 Na2SO4에 

의한 부식철편의 전면이 갈색을 나타냈다(Figure 1-c, d). 세
균의 활동 유무에 따라서 NaCl 및 Na2SO4에 의한 부식철

편의 색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식철편은 금(Au)으로 증착하고 주사형 전자현미경(SEM; 

KEYENCE, VE-9800) 으로 부식생성물을 관찰했다. 주사

형 전자현미경의 관찰조건은 전압 3kV, WD 5.5mm 이다. 
또한 부식생성물의 원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너지 분산

형 X선 형광 분광기(EDS;(株)明石製作所製 DS-130)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조건은 전압 20kV 이다. X선 회

절 분석기(XRD; (株)リガク製 RINT-2100)로 부식생성

물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시 Target은 Cu를 사용하였고 분

석조건은 전압 40kV, 전류 20mA 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NaCl에 의한 부식철편의 SEM 관찰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을 관찰한 

결과, NaCl에 의한 부식생성물과 그 주변에 새롭게 생겨난 

부식생성물이 확인되었다(Figure 2-a). 배양 후에 생겨난 

부식생성물은 약 40㎛의 장방형의 판상 결정으로, 염화물

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생성되는 원형 부식생성물의 내부

와 그 주변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원형 부식생성물은 판상 

결정의 성장으로 인해서 붕괴되어 있었다(Figure 2-b). 철
제유물이 출토된 후에 염화물에 의한 부식생성물은 대기 

중의 수분, 산소와 결합하여 유물의 부식을 진행시키므로 

보존처리 과정에서 제거된다. 하지만 판상 결정이 염화물

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형상에 변화를 초래하여 보존처리 

과정에서 그 부식생성물의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장방형 판상 결정의 EDS 분석에서, Fe, O 이외에 P, K 

가 검출되었다. 이 결정은 산화철의 부식생성물이며 P, K 
가 결정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Figure 

A corrosion 
specimen by the 

chloride ion

A corrosion 
specimen by the

 sulfate ion
a b

with 
bacteria

c d

without
bacteria

Figure 1. The corrosion specimen after 4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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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fter experiment, plate crystal was generated on the corrosion specimen by NaCl solution with iron reducing
bacteria.

Figure 3. The EDS results of plate crystal. The arrow shows analized area by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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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NaCl에 의한 부식철편에서만 약 70~140㎛의 마

름모꼴 결정이 판상 결정의 위에 방사형으로 모여 있었다. 
그 결정의 EDS 분석에 의해서 Fe, O 이외에 P, Mg 가 검출

되었다(Figure 4). 마름모꼴 결정은 Figure 2의 판상 결정

과 같이 산화철의 부식생성물이지만, 그 결정의 생성에 P, 
Mg 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판상 결정과 마름모꼴 결정의 분석결과에서 결정은 철

환원세균의 활동으로 Fe (Ⅱ) 이온이 풍부한 환경에서 새

롭게 생겨난 부식생성물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정의 관

찰에서 부식철편에 판상 결정이 생겨난 후에 마름모꼴 결

정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마름모꼴 결정은 염화물에 

의한 부식생성물이 생성된 후에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형

(自形)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두 결정의 형상은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

서 철편을 41일간 배양한 후에 생성된 결정의 형상과 매우 

닮아있다(Figure 5). 이 철편의 XRD 분석에 의해서 Vivianite 
(Fe2＋

3(PO4)2・8H2O), Baricite((Mg2+
3(PO4)2・8H2O) 가 

검출되었다.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는 환원된 Fe 
(Ⅱ) 이온과 PO4 이온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온의 결합에 

의해서 Vivianite 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철제유물

에서 관찰된 부식생성물 중에 Vivianite가 발견된 사례9 가 

있으며, 이것은 유물이 철환원세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은 염

화물 이온에 의해서 생성되는 원형의 부식생성물 이외에 

새롭게 생겨난 부식생성물은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6-a, 
b). 부식생성물의 관찰에서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

서 배양한 부식철편에서 보인 판상 결정과 마름모꼴 결정

Figure 4. The EDS results of lozenge crystal. The arrow shows analized area by EDS.

a b

Figure 5. (a) Lozenge crystal in a radial shape (b) plat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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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은 세균의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생성물을 

EDS 분석한 결과, Fe, O 이외에 P, K가 검출되었다(Figure 
7). 이 결과는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

에 생성된 판상 결정과 동일하다. 이제까지 EDS 분석에서 

검출된 P, K, Mg는 Table 1에서 보듯이 배지성분이기 때문

에 부식생성물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서는 장방형의 판상 결

정과 마름모꼴 결정은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P, K, Mg 
는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만 결정의 생성에 이

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3.2. Na2SO4에 의한 부식철편의 SEM 관찰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서는 Na2SO4 

에 의한 부식생성물과 그 주변에 새롭게 생성된 부식생성

물이 관찰되었다. 이 새롭게 생성된 부식생성물은 약 10~ 
20㎛ 판상 결정이었다(Figure 8).

판상 결정의 EDS 분석에 의해서 Fe, O 이외에 P, K가 

검출되어, 이 결정은 산화철의 부식생성물이지만 P, K가 

결정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Figure 9). 
또한 (3-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결정은 Fe (Ⅱ) 이온이 

풍부한 환경에서 새롭게 생성된 부식생성물이며 부식철편

의 전면에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a b

Figure 6. The corrosion products by NaCl solution immersed a liquid medium without iron reducing bacteria.

Figure 7. The arrow shows analized area by EDS. The corrosion  products immersed a liquid medium without iron re-
ducing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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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원세균은 부식촉진인자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에 우선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Fe3O4에서 그 활

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EDS 분석결과에 의하여 판상 

결정과 마름모꼴 결정의 생성에 P이 필요하므로, P은 세균

이 서식하는 환경에서 생성되는 결정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철제유물의 매장환경에서 P의 확인은 세균

의 활동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양한 Na2SO4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SEM 관찰에 의해서, 실험 후에 Figure 9와 같

이 새롭게 생성된 부식생성물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0). 부식생성물의 EDS 분석에 의해서, Fe, O 이외에 P, K가 

검출되었다(Figure 11). EDS 분석결과는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 생성된 판상 결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3-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P, K는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만 새로운 결정의 생성에 이용된다고 생각한다.
철환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NaCl에 의한 

부식철편의 XRD 분석에서 Fe3O4, γ-Fe2O3, MgFe2O4, 
Fe가 검출되었다. 한편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배지에서 배

양한 부식철편에서는 Fe3O4, MgFe2O4, Fe가 검출되었다

(Figure 12).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

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서 γ-Fe2O3 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2의 검정색 사각형). 이러한 결과는 Na2SO4

에 의한 부식철편의 XRD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Figure 13
과 Figure 13의 검정색 사각형). 

a b

Figure 8. After experiment, plate crystal was generated on the corrosion specimen by Na2SO4 solution with iron reducing
bacteria.

Figure 9. The arrow shows analized area by EDS. The corrosion products immersed a liquid medium with iron reducing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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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Fe2O3 는 200℃ 이상의 고온에서 α-FeOOH, γ
-FeOOH 의 구조변화에 의해서 생성 된다9. 또한 상온의  

철 이온 수용액에서는 생성되기 어려운 산화철10 이며, 갈
색을 나타내는 입방체의 결정11 이다. 세균이 존재하는 배

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서는 입방체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XRD 분석에서 γ-Fe2O3 가 검출되었다. 한편, 
세균이 결정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연구사례를 보면, 자성

(磁性)세균이 결정의 형성을 제어하여 각상 (角狀) 이나 탄

환모양(彈丸狀)을 갖는 Fe3O4를 생성한다12. 세균은 금속

철의 부식촉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형성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철환원세균은 부식생성물의 형성에 관여하지만, 그 화합

물의 변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부식생성물의 EDS 분석에서 P, K가 검출되었지만, 이들 

원소가 포함된 부식생성물을 XRD 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었

다. 이것은 Fe3O4, γ-Fe2O3의 피크가 강해서  P, K에 의해서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환원세균이 부식생성물에 일으키는 

변화를 조사하여, 철제유물의 부식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용성 염류로 부식시킨 철편을 철환

원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부식생

a b

Figure 10. The corrosion products by Na2SO4 solution immersed a liquid medium without iron reducing bacteria.

Figure 11. The EDS results of the corrosion products by Na2SO4 solution. The arrow shows analized area by EDS. The
corrosion products immersed a liquid medium without iron reducing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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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bacteria

Without bacteria

■:Fe3O4, ●:γ－Fe2O3, ◆: MgFe2O4, ▲:Fe
Figure 12. The XRD results of the corrosion specimen by immersed NaCl solution. 

With bacteria

Without bacteria

■:Fe3O4, ●:γ－Fe2O3, ◆: MgFe2O4, ▲:Fe
Figure 13. The XRD results of the corrosion specimen by immersed Na2SO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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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의 관찰,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NaCl 및 Na2SO4 

에 의한 부식철편은 전면이 녹색을 나타냈으며, 세균의 활

동이 부식철편의 색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부식철편에는 새

롭게 장방형의 판상 결정과 마름모꼴 결정이 관찰되었다. 
결정의 EDS 분석에서 판상 결정의 생성에는 Fe, O 이외에 

P, K가 관여하며, 마름모꼴 결정의 생성에는 Fe, O 이외에 

P, Mg가 관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생성된 결정의 생성에는 P

이 필요하며, 철제유물의 매장환경에서 P의 확인은 세균의 

활동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염화물에 의한 원

형 부식생성물이 판상 결정의 생성으로 붕괴되어, 보존처

리 과정에서 그 부식생성물의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5. 장방형의 판상 결정이 부식철편의 전면에 생성된 점

에서, 철환원세균은 부식촉진인자에 의해 특징적으로 생

성되는 부식생성물에 우선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Fe3O4에

서 그 활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6. 세균이 존재하는 배지에 배양한 부식철편에서는 γ

-Fe2O3 의 입방체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XRD 분석에

서 γ-Fe2O3 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철환원세균은 

부식생성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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