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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52 ureolytic bacterial strains were

newly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From these, 2

strains (TB-15 and TB-22)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high

urease activity.  XRD spectra clearly showed presence of vari-

ous sequestration products such as calcite and strontianite in

samples. TB-22 showed 20~30% higher survivability upon Sr

concentration (20 mM) than Sporosarcina pasteurii KCTC

3558. TB-15 and TB-22 showed 80~90% higher survivabil-

ity at pH 6 than S. pasteurii.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2 isolates colud be good candidates for the bioremediation of

Sr contaminated sites.

Keywords: MICP, Strontium, Sequestration, Calcite, Coprecipi-

tation

1. 서론

원자력의 이용은 높은 에너지원으로 유용하지만 그 의존도

가 높아지면서 방사성 폐기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세계 원전 10대 국가들 가운데 단위 면적

당 핵 발전의 비중이 세계 1위이며 핵폐기물의 양 또한 높은

수준이다 [1]. 방사성 폐기물 중 스트론튬 (90Sr)의 경우 29년

의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토양, 대기 및 수중에서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체에 들어오면 뼈에서 칼슘 대신에

흡수되어 골육종과 백혈병을 일으키며 갑상선 기능 저하, 태

아기형, 골수 말초혈관 및 흉선과 지라의 핵산대사 저해 등

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이다 [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사용

되고 있으나, 물리·화학적 방법은 적용 방법 및 추가적인 오

염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생물학적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요소 (urea) 분해 능력이 있는 미생물이 대사물질로 생성하

는 탄산칼슘 (CaCO3)과 방사성 물질과의 공침전을 통해 다

양한 격리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국외의 경우 micro-

bially induced calcite precipitation (MICP)의 대표적인 미생

물로 탄산칼슘 형성 능력이 우수한 Sporosarcina pasteurii가

주로 연구 되어 왔으나,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5-7].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탄산칼슘 형성 균주

를 선별하여 MICP를 통해 방사능 물질 격리를 위한 기초연

구로 강원도 태백 내 탄광촌, 석회암 지대의 환경에서 균주

를 분리·동정하여 대조군인 S. pasteurii KCTC 3558과 요소

분해 활성, 탄산칼슘과 SrCO3의 정성 및 정량 측정, 스트론튬

에 대한 내성과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비교·분석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배지 및 시약

요소 분해 활성 측정은 phosphate buffer (PB; NaH2PO4 0.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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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a2HPO4 26.61 g/L, pH 9.0, 1 mM EDTA), urea solution (3

M urea), phenol-nitroprusside solution (C6H5OH 43.90 mL/L,

Na2[Fe(CN)5NO]·2H2O 60 mg/L), hydrochlorite solution (NaOH

20 g/L, 8 % NaOCl 46.875 g/L), Bradford reagent (SIGMA,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탄산칼슘 형성 미생물의 선

택 배지는 BPU 배지 (beef extract 3 g/L, peptone 5 g/L, urea

20 g/L, pH 9.0)를 사용하였으며 배양 후 탄산칼슘형성을 유

도하기 위해 0.2 µm 여과 처리한 CaCl2 solution (100 mM) 을

첨가하여 침전반응을 확인하였다. 배양 배지로는 YE 배지

(yeast 20 g/L, (NH4)2SO4 9.9 g/L, pH 9.0)가 사용되었다. 환경

스트레스 실험을 위해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론튬 스트레스의 경우 생장 배지

(peptone 10 g/L, beef extract 1.5 g/L, yeast extract 1.5 g/L,

NaCl 5 g/L, pH 7.5)를 121oC 15분간 멸균한 후 2% (v/w) urea

가 함유된 농도별 SrCl2·6H2O solution을 0.2 µm 여과 처리하

여 사용하였다 [8].

2.2. 균주의 분리

시료의 채취는 강원도 태백 내 탄광촌, 석회암 지대의 토양

을 채취하였고, 멸균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로 운반하였다.

채취한 토양 시료는 PB에 10배 희석한 후 하루 동안 28oC,

200 rpm에서 배양하였다. 단일 콜로니를 얻기 위해 배양액

을 다시 PB에 10배 희석 후 100 µL를 취해 BPU 한천배지에

분산 도말하여 28oC,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분리된 미생

물은 탄산칼슘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BPU 액체 배지에

28oC, 200 rpm으로 하루 배양한 후, 이를 0.2 µm 여과 처리하

여 미생물을 제거하였다. 미생물이 제거된 여과액 1 mL에

100 µL의 CaCl2 (100 mM)를 첨가하여 광물질의 침전 반응을

통해 1차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미생물들은 25% glycerol

stock으로 70oC에서 보존하였다.

2.3. 요소 분해 활성 측정

요소 분해 활성 측정은 Natarajan [9]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5 mL YE 액체 배지에 대조군 S.

pasteurii KCTC 3558과 1차 선별된 미생물들을 28oC, 200

rpm으로 18시간 동안 전배양 한 후, 다시 5 mL YE 액체 배지

에 10% (v/v) 접종하여 같은 조건으로 8시간 본배양 하였다.

본배양이 끝난 균주를 원심분리기 (VS-550, Vision Scientific

Co.,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6000 rpm, 10분간 원심 분

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준비한 PB를 이용하여 3회 세척

한 후, 분광광도계 (Ultrospec 2000, Pharmacia Biotech, Upp-

sala, Sweden)를 이용하여 OD600=0.1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한 균주 250 µL와 500 µL의 urea solution (3 M), 250 µL

의 PB 용액을 넣고 37oC,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phenol-

nitroprusside solution과 hydrochlorite solution을 각 2 mL씩

첨가하여 60oC, 10분간 반응 시킨 후 OD626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0.1 mM~1 M의 NH4Cl로 설정된

standard curve를 통해 암모늄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산출된

암모늄의 농도와 Bradford [10]의 단백질 정량법을 통해 얻

어진 단백질량을 계산하여 요소 분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후 요소 분해 활성이 좋은 2종의 균주를 선택하여 16S rDNA

sequencing을 통하여 분자 동정하였다.

2.4. X-선 회절 분석

탄산칼슘과 SrCO3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5 mL BPU

액체배지에 탄산칼슘 형성 미생물을 접종하여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0.2 µm 여과 처리하여 1 mL의 여과액을 얻었다.

탄산칼슘의 분석에서는 100 µL의 CaCl2 (350 mM)을 처리하

고, SrCO3의 분석에서는 100 µL SrCl2·6H2O (350 mM)를 각각

넣어 준 뒤 원심분리 (13000×g, 5 min)하여 침전물을 획득하

였다. 100 µL 멸균 증류수를 첨가한 후 진탕 혼합을 수행하였

고, cover glass에 각각의 50 µL 혼합액을 떨어뜨려 60oC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X-선 회절 분석기 (DMAX-2500, Riga-

k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90o에서 2θ 간격으로 탄산칼

슘과 SrCO3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4].

2.5. 탄산칼슘과 SrCO3 정량 측정

탄산칼슘의 정량 측정을 위해 대조군 및 분리한 균주를 5 mL

BPU 액체배지에 28oC, 200 rpm으로 18시간 배양한 뒤, 0.2 µm

여과를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였다. 여과액 500 µL와 500

µL CaCl2 (0.039 mg/mL) 를 반응시킨 뒤 원심분리 (13000×g,

5 min)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침전물을 얻었다. 침전물을 60oC

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건조 중량을 측정하였다. SrCO3의 정

량 측정을 위해 CaCl2를 대신하여 SrCl2·6H2O (0.093 mg/mL)

실험하였다.

2.6. 스트레스 (pH, 스트론튬, 기아)에 대한 생장율 비교

스트론튬 (0~100 mM), pH (5.0~9.0), 기아 (0~7 day)의 조건

에서 균주의 스트레스 내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농도 별 생

장 및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각 스트레스 조건으로 실험하기

위해 미생물들을 28oC, 200 rpm으로 18시간 배양한 뒤 0.1 M

sodium phosphate로 2회 세척 후에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00=1.0으로 균체수를 설정하였다. 스트론튬의 경우 배양

배지에 2% urea (v/w)와 농도별 스트론튬 용액을 0.2 µm 여과

처리하여 5 mL 액체배지를 만든 후 OD600=1.0으로 설정된 미

생물들을 1% (v/v) 접종하였다. 18시간 후 희석하여 YE 한천

배지에 도말한 후, CFU (colony forming unit)를 측정하였으

며 스트론튬을 처리하지 않은 비처리군과 해당 농도별 스트

론튬 처리군을 비교하여 생장율을 계산하였다. pH의 경우 해

당 stress 조건이 처리된 YE 액체 배지에 미생물을 1% (v/v)

접종한 뒤 OD60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pH 9에서 배

양한 미생물의 흡광도를 기준으로 생장률을 계산하였다. 기

아 스트레스의 경우 OD600=1.0으로 설정된 미생물을 7일 동

안 매일 채취하여 희석한 뒤 YE 한천 배지에 도말하여 CFU

를 측정하였다. 0 day CFU와 각 날짜 별 CFU를 비교 계산하

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Survivability (%) = (Sample/Control)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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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미생물 분리

탄광 지대는 중금속 및 석탄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 토양의

영양 결핍, 산성화로 인하여 극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11]. 방사성 물질의 노출 또한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탄광 지대인 강원도 태백을 중

심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선택 배지인 BPU 배지를

통하여 총 52종의 단일 콜로니를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균주

중 16종이 광물질을 형성하여 25% glycerol stock 처리하여

-70oC 상태로 보관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2. 요소 분해 활성 측정

미생물학적 탄산칼슘 형성량은 미생물의 요소분해 효소

(urease)의 활성 정도에 따라 그 양도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는 요소의 가수분해 시 발생하는 탄산염 이온

(CO3

2-)과 칼슘 이온 (Ca2+)이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형성하는

데 요소 분해 효소의 활성이 높을 경우 보다 더 많은 탄산염

이온 (CO3

2-)이 형성되어 반응하기 때문이다 [12]. 따라서 미

생물의 탄산칼슘 형성에 있어서 요소 분해 효소 활성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탄산칼슘 형성

균주는 총 16종 이였다. Fig. 1을 보면 분리 미생물의 요소 분

해 활성은 0.20~5.00 U/µg 범위로 나타났으며, 그중 TB-15

(3.54 U/µg)와 TB-22 (5.09 U/µg)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

어 실험균주로 선별하였다. 분리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

결과, Lysinibacillus fusiformis (TB-15), L. sphaericus (TB-22)

로 동정되었다. Ahmed 등 [13]의 연구에 의하면 Lysinibacillus

spp.는 그람 양성 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고 운동성이 있으

며 중금속 중 하나인 붕소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3.3. 탄산칼슘과 SrCO3의 결정 확인 

Fujita 등 [14]의 연구에 따르면, 요소 분해 활성을 통한 탄산

칼슘의 형성과정에서 스트론튬 이온의 존재 시 SrCO3가 생

성되어 암석 등에 고착화 되어 스트론튬 억제 및 비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탄산칼슘에 의한

스트론튬의 공침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소 분해 시 생성되는

탄산염 이온 (CO3

2-)이 칼슘 이온 (Ca2+) 또는 스트론튬 이온

(Sr2+)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calcite (CaCO3)와 strontia-

nite (SrCO3)를 X-선 회절 분석으로 측정하였으며, 대조군 및

분리균주 (TB-15, TB-22) 모두 탄산칼슘과 SrCO3의 peaks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3.4. 탄산칼슘과 SrCO3 정량 측정 

대조군 및 분리 균주가 생성하는 탄산칼슘과 SrCO3의 양을

측정한 결과, 탄산칼슘의 경우 대조군은 19.0 mg/mL, 분리

균주인 TB-15와 TB-22는 각각 7.8, 10.3 mg/mL을 생성하였

으며 (Fig. 3(a)), SrCO3의 경우 대조군은 22.5 mg/mL, TB-15

와 TB-22는 각각 13.5, 15.4 mg/mL을 생성하였다 (Fig. 3(b)).

TB-15와 TB-22의 요소 분해 활성도는 대조군에 비해 각각

21.5%, 30.8%의 요소 분해 활성도를 보였지만, 탄산칼슘과

SrCO3의 정량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탄산칼슘은 각각

40.5%, 54.4%, SrCO3는 각각 60.21%, 68.49%의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탄산칼슘과 SrCO3 형성에 있어서 정

량적인 측면에서는 요소 분해 활성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생물이

MICP에 의해 생성하는 탄산칼슘은 요소 분해 효소뿐 아니

라 미생물의 CA (carbonic anhydrase) 및 첨가 해준 calcium

source의 부분적인 과포화 [15]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3.5. 스트레스에 대한 생장율 비교

추후 적용하게 될 국내의 토양이나 지하수 환경에 맞추어 다

양한 환경 스트레스 실험을 하였다. 국내 지하수의 연평균

pH의 범위는 약 6~8의 약산성 및 중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하

Fig. 1. Specific urease activity of isolated strains. Specific urease

activity was expressed as µmol ammonia/min/mg protein.

Fig. 2. XRD spectra confirming biomineralization products induced

by TB-15, TB-22 and S. pasteurii (C, calcite; S, strontianite).

Fig. 3. Quantitative analysis of CaCO3 (a) and SrCO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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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양요소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16].

따라서 토양과 지하수 범위의 pH를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열악한 영양상태의 환경조건에 대비하여 기아 조건에

서의 생존율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오염원인

스트론튬의 농도가 각 미생물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다. Fig. 4(a)를 보면, 20 mM 스트론튬 농도에

서 대조군과 분리 균주 모두 생장 저해를 받지만, 생존율이

10%인 대조군에 비해 TB-22의 경우 대조군보다 20%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분리균주가 스트론튬에 대한 내

성이 높다는 확인할 수 있다. pH 별 생존율의 경우 대조군은

pH 8.0 이하에서부터 저해를 받기 시작했지만, TB-15, TB-

22의 경우 pH 6.0 범위에서도 생존율의 변화가 없었다 (Fig.

4(b)). 기아 조건에서는 대조군은 3일 후에 모두 사멸하였지

만 TB-15, TB-22의 경우 7일 후에도 4~8%의 생존율을 보여

영양 조건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4(c)).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을 격리화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요소 분해 활성 미생물들을 분리·동정

한 후, 요소 분해 활성과 탄산칼슘, SrCO3의 정성·정량 측정,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의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분

리한 TB-15와 TB-22 균주 모두 요소를 분해하여 탄산칼슘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분리 균주에 비해 높은 요

소 분해 활성과 탄산칼슘과 SrCO3의 형성량을 보여주었다.

대조군인 S. pasteurii KCTC 3558의 경우 높은 요소 분해 능

력을 보이지만 분리 균주에 비해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

해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우선 스트론튬의 농도 20 mM 이

상에서 TB-22는 대조군보다 20%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pH 6 범위에서도 대조군은 사멸하였으나, 분리 균주는 모두

생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TB-15, TB-22는 기아 조건에서

도 대조군이 사멸한 3일 이후에도 생존하였으며, 7일 후에도

약 4~9%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적용하게

될 국내의 토양이나 지하수 환경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분리한

균주 (TB-15, TB-22)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추후 TB-

15, TB-22를 이용하여 다양한 컬럼 및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하여 스트론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격

리화 연구와 현장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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