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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s (PAOs) are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heavy 
metal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elected heavy metals on the growth and 
phosphorus removal capacity of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nogisa, and Bacillus Subtilis, well 
known as PAOs. The heavy metal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Cu, Cd, As, and Zn. The IC50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 values of Bacillus sp. 3434 BRRJ for the Cu, Cd, As, and Zn were 8.07 mg L-1, 0.18 mg L-1, 
73.62 mg L-1 and 0.25 mg L-1, respectively. The IC50 values of Pseudomonas aerunogisa for the Cu, Cd, As, 
and Zn were 4.45 mg L-1, 0.16 mg L-1, 18.51 mg L-1 and 2.34 mg L-1, respectively. The IC50 values of Bacillus 
Subtilis for the Cu, Cd, As, and Zn were 3.81 mg L-1, 0.18 mg L-1, 11.31 mg L-1 and 0.47 mg L-1, respectively. 
The phosphorus removal efficiencies of the three bacteria,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nogisa, 
and Bacillus subtilis were 93.12%, 71.81%, and 65.31%,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 PAOs 
obtained from the study, it appears that Bacillus sp. 3434BRRJ may have the best results in terms of their 
growth rate and P removal efficiencies.

Key words: Bacillus sp. 3434BRRJ, Pseudomonas aerunogisa, Bacillus subtilis PAOs, Growth,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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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hosphorus removal efficiencies by three bactera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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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물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천연의 

자연수역에 인위적으로 배출되면 수질오염이 일어난다. 수

질오염물질에는 중금속류와 그 화합물, 유기물질, 부유물

질, 세제, 산 및 알칼리류 등이 있는데, 특히 하수와 폐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은 조류와 수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제한 영양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오염원이 된다. 

조류와 수서 식물이 모두 호흡하는 야간이 되면 높은 산소 

요구를 나타내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어류와 

다른 수서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식수원 등의 유용

한 목적으로의 사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abriel 

Bitton, 1999). 특히 인은 지표수 부영양화의 주요인이므로 

지표수로 방류수를 내보내기 전에 폐수 처리 공정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폐수 내의 총인의 농도는 평균 10~20 

mg L
-1
이다. 대부분 합성세제의 인산염으로부터 나오며, 정

인산염, 다중인산염, 유기인의 형태로 존재하며 대부분이 

정인산염 (PO4
3-
) 형태이다 (Meganck and Faup, 1988). 

또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수 중에는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금속은 인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며, 생물 농축의 과정을 거쳐 먹이 사슬

에 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독성물질이 생물학적 하폐수처리장에 유입되면 박테리아를 

비롯한 미생물의 활성도를 저해하여 유기물 및 영양염류처

리 효율과 침전효율이 저하되며 농축특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구리, 수은, 납, 니켈, 카드뮴, 비소는 생물체에 

유해한 대표적인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다. 폐수 내의 중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Hammaini et al. 2007; Choi et al. 2009).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의 PAOs에 대한 중금속의 독성효과를 평가하

기위해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Boswell et al. 

1999; Chung et al. 2006; Wang et al. 2011).

이런 수질 오염 물질 중 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물리·화학

적 침전법, 미생물 중개 화학적 침전법, 폐수 미생물에 의한 

인 동화, 미생물에 의한 다중인산염 축적 등 다양한 기작들

이 이용되고 있다 (Arbin, 1985). 물리·화학적 침전법은 안

정적이기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슬러지가 과다 생산되

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U.S. EPS, 1987). 한편 미생물

을 이용한 생물학적 인 제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인 제거 

방법은 PAOs (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s)에 

속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PAOs에 속하는 미생

물은 혐기성 조건에서 다중인산염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에

너지로 탄소기질을 흡수하여 PHB (poly-β-hydrobutyrate) 

로 저장하며 그 과정에서 무기인을 방출한다. 반면 호기성 

조건에서는 외부 탄소원을 대사에 이용하며 대사로부터 나

온 에너지가 세포내의 다중인산염 축적에 이용된다. 단일 

공정내에서 혐기성 환경과 호기성 환경을 교차시키면 미생

물에 인염 과다 축적이 유발되어 인을 제거 할 수 있게 된다 

(Comeau et al., 1986). 그러나 어떤 기작에 의해 인이 제거 

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적 환경 조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ino et al,, 1988). 

본 연구는 PAOs에 속하는 폐수분리 미생물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하여 인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에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호기성 조건

하에서 미생물의 인 축적 능력의 평가 및 대표적인 유해 중

금속 (Cu, As, Cd, Zn)에 대한 독성효과를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cillus 

sp. 3434 BRRJ 균주는 대전에 위치한 폐수처리장에서 채수

한 폐수에서 미생물을 분리하여 이용하였다. 폐수처리장에

서 채수한 폐수 5 mL를 0.22 μm pore size의 membrance 

filter로 감압 여과하고 멸균된 증류수로 씻어낸 후 여액은 

버리고 filter에 남은 균체에 멸균 증류수 5 mL을 넣고 균체

를 모은 후 그 액을 200 mL의 실험배지가 들어 있는 250ml 

삼각플라스크에 2 mL 접종하여 48시간 동안 진탕배양(30℃, 

150 rpm)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3가지 종의 미생물 중 인 

제거능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종을 선별하여 동정하였다. 

Bacillus subtilis, Pseudomonas aeruginosa 미생물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미생물을 이용

하였다. 동결 건조된 분양 미생물을 medium에 백금이로 적

당량을 접종한 후 이틀간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Agar 

plate에 미생물을 배양하였다. 

생장 및 인 제거에 대한 환경인자의 영향   미생물의 

생장 및 인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인자를 

모의 실험을 통하여 환경조건을 온도 30℃, pH 7로 고정하

였다. 그리고 탄소원으로 Glucose를 사용하여 하였다. 

미생물의 배양 및 생육도 측정   변형한 Zafiri 배지를 

사용하여 미생물을 배양하였다 (Zafiri, 1995). 실험배지에 

사용된 Solution은 Basic medium solution에 phosphate solution 

1,000 mg L
-1
, 1M Tris buffer solution (pH 7.0±0.2), Trace 

metal solution (D.W. H20 100 mL에 H3BO3 0.03 g, CuSO4․
5H2O 0.1 g, ZnSO4․7H20 0.2 g, MnSO4․H2O 0.2 g, Na2Mo4․
2H2O 0.04 g 용해), Glucose solution 200,000 mg L

-1
을 혼

합하여 제조하였다 (Zafiri et al., 1999). 혼합된 Solution의 

최종 인산의 농도가 20 mg L
-1
이 되도록 조제한 후 Agar 

Plate에 배양된 균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접종하여 진탕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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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of Bacillus sp. 3434 BRRJ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heavy metal concentrations : (A) Copper; (B) 
Cadmium; (C) Arsenic; (D) Zinc.

한다. 배양액을 채취하여 분광광도계 (SHIMADZU, UV mini- 

1240)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48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였다. 

인의 정량   배양액 중의 인 농도는 Ascorbic acid-몰리

브덴청법 (Callaway et al. 1995)에 따라 측정하였다. 배양

액을 채취하여 Membrance filter (0.20 μm pore size)로 여

과한 후 Test Tube에 여과액 1 mL, 증류수 7 mL, Ascorbic 

acid-molybdate 시약 2 mL을 넣은 후 30℃에서 20분간 발

색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8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비교하

였다. 

중금속 처리에 따른 생장 및 인 제거 실험   실험에 

사용된 중금속은 구리, 카드뮴, 비소, 아연이며, 중금속과 

미생물을 모두 처리하지 않은 Blank, 미생물 만을 처리한 

무처리구, 중금속 만을 처리한 비교구, 미생물과 중금속을 

5개 단계별 농도로 처리한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중

금속 처리농도는 삼각플라스크에 실험배지 195 mL을 넣고 

미리 액체 배양된 미생물을 처리하였을 때의 최종농도가 

Bacillus sp. 3434 BRRJ는 구리 2, 4, 6, 8, 10 mg L
-1
, 카드

뮴 0.05, 0.1, 0.2, 0.3, 0.4 mg L
-1
, 아연 0.1, 0.5, 1, 1.5, 

2 mg L
-1
, 비소 20, 40, 60, 80, 100 mg L

-1
, Pseudomonas 

aeruginosa와 Bacillus subtilis는 구리 1, 2, 3, 4, 5 mg L
-1
, 

카드뮴 0.05, 0.1, 0.2, 0.3, 0.4 mg L
-1
, 아연 0.1, 0.5, 1, 

1.5, 2 mg L
-1
, 비소 5, 10, 15, 20, 25 mg L

-1
으로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생장은 분광광도계에서 550 nm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총 48시간동안 균의 생장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6시

간 단위로 측정하였다. 

생장 저해 농도 계산   배양액의 생장률은 흡광도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측정 시간별로 최소 제곱 추정에 의

한 선형 회귀식으로 계산하였다. 균의 생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초기 값은 제거하였고 균의 시간별 각 생장비율 값은 

상관계수(r)값이 0.95이상 값이 될 수 있도록 최소 5개의 

data 값을 기초로 하였다. 생장저해는 Inhibition (%) = (μ
control-μheavy metals) × 100 /μcontrol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μcontrol은 각각의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배

지에서 자란 균의 시간에 따른 생장속도를 말하며, μheavy 

metals은 각각의 중금속 농도별로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균

의 시간에 따른 생장속도를 의미한다. 반 생장 농도 (IC50)값

을 구하기 위한 log gamma분포는 생장 저해 data를 fitting

하여 결정하였으며 log gamma분포로부터 각각의 중금속에 

대한 균의 IC50값을 계산하였다.

Results

중금속에 의한 Bacillus sp. 3434 BRRJ의 생장 저해  

중금속에 의한 Bacillus sp. 3434 BRRJ의 생장은 처리한 중

금속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q보인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구리 처리시, 무처리구와 2 mg L
-1
 처리구

는 12시간 이후에 생장이 시작되었고, 4, 6 mg L
-1
 처리구는 배

양 24시간 이후에 생장이 시작한 반면 8 mg L
-1 

과 10 mg L
-1
에

서는 미생물의 생장이 거의 없었다 (Fig. 1(A)). 카드뮴의 경

우,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 24시간 경과 후 활발한 미생물 

생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0.1 mg L
-1
과 0.2 mg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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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of Pseudomonas aeruginosa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heavy metal concentrations : (A) Copper; (B) 
Cadmium; (C) Arsenic; (D) Zinc.

처리구는 급격한 생장이 이루어졌다 (Fig. 1(B)). 비소는 무

처리구와 최저농도 중금속 처리구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앞의 두 중금속들에 비해 무처리구와 최저농도 처리구에서 

생장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60 mg L
-1
 이상의 비소 처리구

는 미생물의 생장이 매우 적었다 (Fig. 1(C)). 아연의 경우, 

미생물 생장이 무처리구와 0.1 mg L
-1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0.1 mg L
-1
와 0.5 mg L

-1
, 1.0 mg L

-1
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Fig. 1(D)). 

중금속에 의한 Pseudomonas aeruginosa의 생장 저해  

중금속에 의한 Pseudomonas aeruginosa의 생장은 대체로 

처리한 중금속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크게 저해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구리의 경우 처리 농도 차이에 대한 미생물 

생장 저해가 뚜렷하였으며, 처리구와 무처리구 모두 12시간 

이전에 처리구 간 미생물 생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Fig. 2(A)). 카드뮴 처리구에서는 12시간이 되기 전부터 생

장곡선이 급격하게 변하였고, 처리구들간의 생장 차이가 다

른 중금속 처리에 비해 적었다 (Fig. 2(B)). 비소 처리구에

서는 최고농도로 처리한 25 mg L
-1
에서도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처리구들 역시 무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생장곡선이 모여있는 형태를 띠었

다 (Fig. 2(C)). 아연의 경우, 2.5 mg L
-1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 24 시간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미

생물의 생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2.5 mg L
-1
의 경우에는 

생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Fig. 2(D)).

중금속에 의한 Bacillus subtilis의 생장 저해   중금속

에 의한 Bacillus subtilis의 생장 또한 앞의 두 미생물과 마

찬가지로 중금속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장이 저해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리 (Fig. 3(A))는 배양 후 24시간을 기점

으로, 24시간 이전에는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생장이 

빠르게 일어났으나, 24시간 이후부터는 무처리구의 생장이 

처리구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뮴 (Fig. 3(B))

의 경우, 무처리구와 최저 농도인 0.05 mg L
-1
과의 미생물 

생장 비교 시, 36시간 이전까지는 무처리구와 최저농도 처

리구 간 생장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36시간 이후부터 

최저농도 처리구의 미생물 생장이 무처리구의 미생물 생장

에 비해 둔화된 것을 통해 중금속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미생물 생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소 

(Fig. 3(C))의 경우, 무처리구와 5 mg L
-1
 처리구의 미생물 

생장이 거의 같았고, 중간 농도인 10 mg L
-1
과 15 mg L

-1
 처

리구의 미생물 생장은 앞의 처리구들에 비해 감소하였다. 

고농도인 20 mg L
-1
과 25 mg L

-1
 처리구 간 미생물 생장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24시간 이후에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

다. 아연 (Fig. 3(D))의 경우, 무처리구와 처리구간 미생물 생

장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으며, 가장 고농도인 2.5 mg L
-1

에서는 약간의 생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처리구 간 생장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체로 처리구의 중금속 농도가 증가

할수록 생장이 저해되었다.

미생물에 대한 중금속 처리시 반 생장농도   아래의 

표는 각 미생물들에 대한 4가지 중금속의 IC50값을 정리한 

표로 각 중금속이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 에 미치는 독성효과를 나타낸

다. 먼저, Bacillus sp. 3434 BRRJ 의 생장에 가장 큰 독성

효과를 나타낸 중금속은 카드뮴이며 가장 작은 독성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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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wth of Bacillus subtilis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heavy metals concentrations : (A) Copper; (B) Cadmium; (C) 
Arsenic; (D) Zinc.

Table 1. Summary of median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PAOs.

Toxic
subastance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of 

Bacillus sp. 3434 BRRJ (mg L-1)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of 

Pseudomonas aeruginosa (mg L-1)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of 

Bacillus subtilis (mg L-1)
Cu 8.07 4.45 3.81
Cd 0.18 0.16 0.18
As 73.62 18.51 11.31
Zn 0.25 2.34 0.47

Table 2.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Bacillus sp. 3434 BRRJ in relation to heavy metals

Cu Cd As Zn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blank 2.53 blank 2.71 blank 1.32 blank 2.74
0 71.81 0 71.81 0 71.81 0 71.81
2 61.78 0.05 61.34 0.1 51.21 5 48.95
4 52.31 0.1 48.31 0.5 41.31 10 36.74
6 37.62 0.2 30.78 1 27.83 15 25.31
8 18.74 0.3 15.31 1.5 22.32 20 21.74
10 9.84 0.4 6.41 2 8.97 25 10.37

보인 중금속은 비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금속으

로 인한 Bacillus sp. 3434 BRRJ 의 IC50은 Cu 8.07 mg L
-1
, 

Cd 0.18 mg L
-1
, As 73.62 mg L

-1
, Zn 0.25 mg L

-1
 이다. 

다음으로, Pseudomonas aeruginosa에 대한 독성효과가 가

장 큰 중금속은 카드뮴이며 가장 적은 중금속은 비소인 것

을 확인하였으며, 중금속으로 인한 Pseudomonas aeruginosa

의 IC50은 Cu 4.45 mg L
-1
, Cd 0.16 mg L

-1
, As 18.51 mg L

-1
, 

Zn 2.34 mg L
-1
이다. 마지막으로, Bacillus subtilis에 대한 

독성효과가 가장 큰 중금속은 앞의 두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카드뮴이고 가장 적은 중금속은 비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중금속으로 인한 Bacillus subtilis의 IC50은 Cu 3.81 mg 

L
-1
, Cd 0.18 mg L

-1
, As 11.31 mg L

-1
, Zn 0.47 mg L

-1
 이다. 

중금속처리에 따른 Bacillus sp. 3434 BRRJ의 인 제

거율   중금속 처리에 따른 Bacillus sp. 3434 BRRJ 의 인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Table 2) 모든 중금속 농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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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Pseudomonas aeruginosa in relation to heavy metals

Cu Cd As Zn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blank 2.53 blank 2.71 blank 1.32 blank 2.74
0 93.12 0 93.12 0 93.12 0 93.12
2 91.83 0.05 90.94 20 84.88 0.1 62.23
4 86.31 0.1 85.71 40 53.65 0.5 37.91
6 36.65 0.2 61.60 60 21.62 1 30.46
8 31.67 0.3 39.41 80 14.60 1.5 24.05
10 30.69 0.4 30.48 100 14.01 2 16.20

Table 4.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Bacillus subtilis in relation to heavy metals

Cu Cd As Zn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conc. (mg L-1) P removal rate, %

blank 2.41 blank 2.84 blank 1.67 blank 3.07
0 65.31 0 65.31 0 65.31 0 65.31
2 62.09 0.05 56.58 0.1 59.01 5 58.85
4 51.01 0.1 47.36 0.5 50.29 10 50.11
6 37.21 0.2 28.54 1 32.52 15 32.18
8 25.20 0.3 14.02 1.5 18.82 20 18.54
10 19.26 0.4 7.63 2 12.78 25 12.47

수록 인 제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의 경우 

구리를 2 mg L
-1
로 처리한 배지에서는 91.9%의 제거율을 보

여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배지의 인 제거율 93.1%와 거의 

같았다. 미생물 생장이 가장 크게 감소한 처리구인 8 mg L
-1

과 10 mg L
-1
에서는 인 제거율이 30% 부근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blank에서 인 농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최저농도

의 카드뮴을 처리한 0.05 mg L
-1
에서 인 제거율이 무처리구

에 비해 인 제거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은 반면, 0.2 mg L
-1
 

이상의 카드뮴을 처리한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해 인 제거

율이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아연의 경우 최저농도의 처리

구인 0.1 mg L
-1
에서도 62.2 %로 인 제거율이 감소하였다. 

중금속 아연 처리 시 대체로 무처리구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인 제거율을 보였으며 무처리구에 비하여 인 제거율이 50% 

로 감소된 농도는 0.1-0.5 mg L
-1
 사이로 IC50값과 유사한 

값을 가졌다. 비소의 경우 역시 중금속 처리 농도가 증가할

수록 인 제거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0 

mg L
-1
 이상으로 처리하였을 때 인 제거율이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금속처리에 따른 Pseudomonas aeruginosa의 인 제

거율   중금속 처리에 따른 Pseudomonas aeruginosa의 인 

제거율 측정 결과 (Table 3), 처리한 중금속 농도가 증가할

수록 인 제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리의 농도에 

따른 인제거율 확인 결과, 최저농도로 처리한 2 mg L
-1
에서 

61.8%로 나타났고, 최고농도로 처리한 10 mg L
-1
에서는 9.9%

로 매우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뮴의 경우

는 0.2 mg L
-1
에서 무처리구의 절반 정도의 인 제거율을 보

였다. 또한 가장 고농도인 0.4 mg L
-1
에서 6.4%로 인 제거

율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아연 또한 마찬가지로 최저농

도인 0.1 mg L
-1
에서 인제거율이 49.0%로 무처리구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최고농도인 2 mg L
-1
에서는 10.4%의 

인 제거율을 보였다. 비소의 경우 5-20 mg L
-1
 처리구는 무

처리구에 비해 인 제거율 감소량이 적었으나, 최고농도인 

25 mg L
-1
 처리구에서 인 제거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금속 처리에 따른 Bacillus subtilis의 인 제거율   

중금속 처리에 따른 Bacillus subtilis의 인 제거율 측정 결

과 (Table 4), 앞의 두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처리한 중금속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인 제거율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 구리의 경우 Bacillus subtilis와 구리를 모두 처리하지 

않은 배지 내의 인 농도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구리를 1 mg L
-1
로 처리한 배지에서는 62.9%의 제거율을 보

여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배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

생물의 생장이 적게 이루어진 처리구인 4 mg L
-1
과 5 mg L

-1

에서는 인 제거율이 각각 25.2%, 19.3%로 나타났다. 카드뮴

의 경우, 무처리구에서 65%, 0.05 mg L
-1
에서 무처리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 56.6%의 인 제거율을 보였으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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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
-1
 처리구에서 7.6%의 가장 낮은 인 제거율을 보였다. 

비소는 다른 중금속들에 비해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높

은 농도에서 실험이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 앞의 두 중금속

들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가장 낮은 인 제거율을 보인 것은 

가장 높은 농도인 100 mg L
-1
의 비소 처리구의 12.8%이다. 

아연 역시 앞의 중금속들과 마찬가지로 아연 농도가 높아짐

에 따라 인 제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낮은 인 

제거율을 보인 것은 0.4 mg L
-1
의 가장 높은 농도의 아연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보인 12.5%이다.

Discussion

중금속 농도에 따른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의 생장과 인 제거율에 대한 중

금속의 독성평가 실시 결과,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ginosa 및 Bacillus subtilis와 같은 PAOs에 속하는 미

생물의 생장 및 인 제거율은 첨가된 중금속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pH가 7.0, 

30℃, 호기조건, 탄소원으로 glucose를 공급한 조건에서 진

행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조성은 Kim et al.(2012)의 연구결

과 중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에 쓰이는 PAOs의 인 제거율은 

20℃-37℃의 비교적 높은 온도, 6.5-8.0 사이의 pH 조건

에서 인 제거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실험은 세가지 종류의 미생물인 Bacillus sp. 3434 BRRJ

와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에 대한 4가

지 중금속 (Cu, As, Zn, Cd)의 독성에 따른 미생물 생장 저

해효과 비교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중금속간의 독성 

비교는 반 생장 농도인 IC50값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비교 

결과, Bacillus sp. 3434 BRRJ, Pseudomonas aeruginosa 

모두 카드뮴> 아연> 구리> 비소 순으로 강한 독성효과를 보

였으며, 이는 Kim et al. (2010)의 연구결과인 Pseudomonas 

sp. 에 대한 중금속의 독성효과 비교 결과와 유사하다. 실험

에 이용한 3종의 미생물들은 공통적으로 비소의 독성에 가

장 강한 내성을 보였으며, 카드뮴과 아연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민감한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cillus 

sp. 3434 BRRJ와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 

모두 카드뮴의 독성에 가장 민감한 반면, 비소의 독성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내성을 보였다. 이는 Yoo et al.(2011)

의 중금속이 미생물에 미치는 독성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본 실험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Bacillus 

sp. 3434 BRRJ의 비소 독성에 대한 내성이 다른 실험 미생

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점이다. Pseudomonas aeruginosa

의 비소에 대한 IC50은 18.51 mg L
-1
, Bacillus subtilis의 

IC50은 11.31 mg L
-1
인 반면 Bacillus sp 3434 BRRJ는 73.62 

mg L
-1
로 앞의 두 미생물들에 비해 약 4-6배 정도 강한 내

성을 가졌다. 실험 결과, 미생물에 첨가되는 중금속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인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Kim et al.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성

을 보인다. 각 미생물의 중금속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인

제거율은 Bacillus sp. 3434 BRRJ (93.12%) > Pseudomonas 

aeruginosa (71.81%) > Bacillus subtilis (65.31%)의 순 이었다.

Conclusions

본 실험 결과를 통해 미생물의 생장과 인 제거에 단일 중

금속 농도에 따른 중금속의 독성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폐수와 같은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존

재하는 환경에서의 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실제 폐수에서 실시될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연구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실시될 연구는 실제 폐수 환

경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중금속 또한 

단일 중금속의 처리보다는 여러 종류의 중금속들을 혼합 처

리한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 결과, Bacillus sp. 3434 BRRJ는 다른 2종의 미생

물들에 비해 뛰어난 인 제거율과 비소 독성 내성을 확인하

였으므로, 이에 대한 프로테오믹스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

이라 사료된다. 단백질 분석을 통해 Bacillus sp. 3434 BRRJ 

인 제거 작용기작 규명과 다른 PAOs들에 비해 강한 비소 독

성 내성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실시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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