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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cite forming bacteria (CFB) have been recei-

ved increasing attention as a novel and environmental friendly

strategy for the healing of concrete crack. Among the CFB,

spore forming bacteria were proposed to overcome concrete

condition (high pH, hydration heat, deicer). In this study,

Lysinibaclillus sphaericus WJ-8 (WJ-8) isolated from con-

crete pavement was characterized. The WJ-8 was able to pre-

cipitate calcite at 10 mg/mL. When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J-8 showed spore formation and max-

imum spore yield was approximately 97.9%. Also response

of spores against various environment stresses was exam-

ined. Approximately 83~97% of spores maintained their sur-

vivability at each three conditions (60oC, 3 M NaCl and pH

12).

Keywords: Calcite forming bacteria, Lysinibacillus sphaeri-

cus, Calcite, Spore, Stress test

1. INTRODUCTION

콘크리트는 널리 사용되는 건설재료 중 하나이지만, 잦은 미

세균열과 수분 및 기타 화학물질의 침투로 인한 균열 확장으

로 구조물의 내구도 및 수명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

다 [1,2]. 이와 같은 콘크리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혼화

제, 에폭시 등을 사용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고 환경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

한 방안으로 최근 탄산칼슘형성 미생물을 콘크리트에 적용

하여 균열보수, 압축강도증진, 투수성 감소 등의 효과를 보

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 그러나 콘크리트의 고알칼

리 환경 (pH 12), 수화열 (50~60oC), 삼투압 (제설제) 등으로

탄산칼슘형성 미생물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산칼슘형성 미생물 중 포자 형성 능력을 보

유한 미생물이 연구되고 있다 [6].

포자 형성 미생물은 그람 양성 미생물에서 그람 음성 미생

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7] 이들이 형성한 포자는

열, 방사선, 화학물질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보

여 [8] 생물 분해, 복합 소화 효소, 비료제, 길항적 살균제 및

살충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기후에 맞는 콘크리트 적용을 위해

국내 지역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탄산칼슘형성 미생물을 분

리하였다. 그 후 정성 및 정량적으로 탄산칼슘형성을 확인하

였고 90% 이상의 포자 형성률을 유도하여 다양한 환경 스트

레스에 대한 생존률 확인을 통해 분리 미생물의 콘크리트 적

용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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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

2.1. 배지,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완충 및 희석 용액으로 Phosphate buffer (NaH2

PO4: 0.10 g/L, Na2HPO4: 26.61 g/L, 1 mM EDTA; pH 9.0)가

사용되었다. 탄산칼슘형성 미생물의 선별을 위해 BPU 배지

(Beef extract: 3 g/L, Peptone: 5 g/L, Urea: 20 g/L; pH 9.0) [10]

가 사용되었으며 배양 배지로는 변형된 YA 배지 (Yeast: 20

g/L, Ammonium sulfate: 9.9 g/L; pH 9.0) [11]가 사용되었다.

또한 Sasaki 등의 배지 [12]를 일부 변형한 modified sporula-

ting (MS) 배지 (MnSO4·5H2O: 0.02 g/L, CaCl2·2H2O: 0.2 g/L,

MgCl2: 1.02 g/L, KH2PO4: 0.5 g/L, Yeast extract: 10 g/L; pH

7.0)가 포자형성 배지로 사용하였다. 침전된 탄산칼슘 및 미

생물 수거를 위해 원심분리기 (VS-550,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가 사용되었고, 미생물의 초기 균체 수

설정을 위해 분광광도계 (Utrospec 2000,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2. 미생물 분리

강원도 원주 내 만종분기점 부근 제7지구대 전방의 광장영

업소 콘크리트 도로 현장에서 도로 중앙, 방벽, 배수구 등 도

로와 도로 주변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미생물을 분

리하였다. 분리 미생물을 BPU 액체 배지에 접종하였으며

28oC, 200 rpm, 48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1 mL에 100 µL의 100 mM CaCl2

를 첨가하여 탄산칼슘의 침전반응을 통해 1차 선별하였다.

선별된 미생물은 25% glycerol stock으로 만들어 -70oC에서

보관하였으며 16S rRNA gene sequencing으로 미생물을 동정

하였다. 동정 및 sequence 결과를 토대로 PHYDIT (http://plaza/

snu.ac.kr/~jchun/phyd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통수를 작성

하였다.

2.3. 탄산칼슘 형성 확인

선별된 미생물이 탄산칼슘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

리 미생물들을 BPU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28oC, 200 rpm, 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

과액 500 µL와 500 µL의 여과 멸균된 350 mM CaCl2 수용액

을 반응시켜 백색 침전 형성을 확인한 후 원심 분리 (16179

×g, 5 min)를 통해 침전물을 얻었다. 침전물을 50oC,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X-선 회절 분석기 (DMAX-2500, Rigak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0~90o에서 2θ 간격으로 측정하였

다. 탄산칼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선별된 미생물을

BPU액체 배지에 28oC, 200 rpm으로 배양하였다. 0시간부터

24시간까지는 3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채취하였으며 그 이후

로는 48, 72, 96시간에 각각 배양액을 채취하였다. 그 후 채취

한 배양액을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500

µL에 500 µL의 여과 멸균된 350 mM CaCl2 수용액을 첨가하

여 침전반응을 유도하였으며 원심 분리 (16179×g, 5 min)를

통해 침전물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침전물을 50oC,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중량을 측정하였다.

2.4. 포자 형성 확인

분리된 탄산칼슘형성 미생물을 5 mL YA 배지에 접종하여

28oC, 200 rpm, 24시간 동안 전 배양하였으며, 전배양이 완료

된 후 배양액을 5 mL YA 배지에 10% 접종하여 8시간 본 배

양하였다. 본배양액 500 µL를 50 mL의 MS 액체 배지에 접

종하여 28oC, 200 rpm, 9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중 24

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채취하여 YA 한천 배지에 도말 후 총

균체 수 (영양세포+포자)를 확인하였고, 채취한 배양액을 포

자 계수를 위해 80oC, 15분 동안 열처리하여 영양세포를 제거

한 후 YA 한천 배지에 도말하였다. 도말된 YA 한천 배지를

28oC, 24시간 배양하여 CFU (Colony Forming Unit)를 측정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포자형성률을 계산하였다 (포자형성

률 (%)=열처리 후 CFU/열처리 전 CFU × 100 (%)). 또한 수

집한 포자를 1% glutaraldehyde (Sigma-Aldrich, Saint Louis,

USA) 용액에 4oC, 24시간 동안 고정화 과정을 거친 후, 에탄

올에 탈수시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300, Hitach,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포자를 관찰하였다 (15 kV × 6.00 K, 5.0 µm

scale).

2.5 포자의 환경 스트레스 (온도, pH , NaCl)에 대한 생존

률 실험

포자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분석하기 위해 온도 (40oC, 50oC,

60oC), pH (9, 10, 11, 12, 13), NaCl (1, 2, 3 M)의 조건에 대한

생존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48시간 동안 MS액체 배지에 배

양된 미생물을 원심분리 (4045×g, 5 min) 후 Phosphate buffer

로 세척하여 OD600=1.0이 되도록 현탁하였다. 그 후 80oC, 15

분 동안 열을 가하여 YA 한천 배지에 도말한 후 초기 포자를

계수하였다. pH 와 염분 스트레스 실험을 위해, 선별된 포자

를 해당 스트레스 조건의 Phosphate buffer에 10% 접종하여

28oC, 48시간 동안 정치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양액 200 µL

를 YA 고체 배지에 분산 도말하였으며, 도말된 YA고체 배지

를 28oC,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CFU (Colony Forming Unit)

를 측정하여 포자의 생존률을 계산하였다. 온도 스트레스 실

험을 위해, 선별된 포자를 Phosphate buffer에 10% 접종하여

40oC, 50oC, 60oC에서 각각 48시간 동안 정치배양하였다. 48

시간 배양 후, 배양액 200 µL를 YA 고체 배지에 분산 도말하

였으며, 도말된 YA 고체 배지를 28oC,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CFU (Colony Forming Unit) 측정으로 생존률을 계산하였다.

포자생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포자생존률 (%) = 접

종 후 CFU/접종 전 CFU × 100 (%)). 대조군으로서 MS 액체

배지에 24시간 동안 배양된 영양 세포가 사용되었으며,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OD600=1.0이 되도록 현탁하였고 열처리

(80oC, 15분) 없이 스트레스 조건들을 가하였다. 대조군인 영

양 세포의 생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영양 세포 생

존률 (%) = 접종 후 CFU/접종 전 CFU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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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미생물 분리 및 탄산칼슘 형성 확인

도로의 중앙부, 방벽, 중앙 분리대 등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20여 개의 단일 콜로니를 얻었고, 이 중 1개의 콜로

니로부터 탄산칼슘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산칼슘

을 형성하는 콜로니의16S rRNA gene sequencing 결과, Lysi-

nibacillus sphaericus로 동정 (Fig. 1)되어 Lysinibacillus spha-

ericus WJ-8 (WJ-8)로 명명하였고 National Center of Biotech-

nology Information으로부터 accession number KC211298을

부여받았다. De Muynck 등의 연구 [4]에서L. sphaericus는 탄

산칼슘을 형성하며, 콘크리트 표면 적용을 통해 투수성 감소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있다.

3.2. 탄산칼슘 형성 확인

WJ-8이 BPU에서 배양된 후 탄산칼슘을 형성하는지 정성, 정

량적으로 확인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통한 탄산칼슘의 정

성적 확인 결과를 통하여 Fig. 2a와 같이 탄산칼슘과 그 이성

질체인 미량의 바테라이트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Gorospe

등의 연구 [13]를 통해 본 실험에서 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탄

산 칼슘이 기존의 탄산 칼슘 형성 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탄산

칼슘과  동일한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콘크리트

적용을 위해, WJ-8이 배양 기간에 따라 생성하는 탄산 칼슘

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배양 초기에는 생성되지 않았던

탄산칼슘이 6시간에는 2.3 mg/mL의 탄산칼슘이 생성되었으

며, 48시간 이후에는 탄산칼슘이 최대 10.0 mg/mL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b).

3.3. 포자 형성 확인

WJ-8을 MS 배지에 배양하여 포자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4시간에는 총 균체 (영양 세포 + 포자) 수가 5.13×108 CFU/

mL로 관찰된 반면 포자 수는 관찰되지 않아 24시간에는 영

양세포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시간에는 총 균체

수와 포자 수는 각각 4.80×108 CFU/mL와 4.79×108 CFU/mL으

로 97.9%의 포자형성률을 보였다 (Fig. 3a). 그리고 24시간에

비해 3.3×107 CFU/mL만큼 균체 수가 감소한 것은 포자가 되

지 않은 대부분의 영양 세포가 사멸되어 감소된 총 균체 수를

Fig. 1. Neighbor-joining tree based on bacterial 16S rRNA gene se-

quence. WJ-8, isolated strain was compared with sequences avail-

able from the GenBank database (EU880531, Lysinibacillus spaeri-

cus; GU204967, Lysinibacillus spaericus; HQ676600, Sporosarcina

pasteurii; NR_041782, Sporosarcina ureae).

Fig. 2. X-ray diffraction of the calcite produced by L. sphaericus

WJ-8 (C: calcite, V: vaterite) (a), Rate of calcite formation by L.

sphaericus WJ-8 (b). Error bars show standard deviation (n=3).

Fig. 3. Time course of total cell number (-○-) and spore number (-■-)
(a),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of L. sphaericus

WJ-8 cultured in sporulating media broth at 28oC for 2 day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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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Kim 등의 포자 형성미생물의 장

기 배양 [14]과 Sasaki 등의 포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배지 조

건 [12]에 관련된 연구에서 배지 조성과 배양 기간이 포자 형

성뿐만 아니라 포자 형성률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형성된 포자를 형태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관찰하였다. Fig. 3b에서 매끈한 표면의 구형 포자가 대

부분 존재하며 중간에 부속기와 외막이 나타나있음을 보아

WJ-8이 MS 배지에 의해 대부분 포자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

다.

3.4. 포자의 환경 스트레스 (온도, pH, 염분)에 대한 생존

률 실험

분리한 미생물을 콘크리트에 적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관련

환경 스트레스인 열, pH, 염분에 대한 생존률을 실험하였다.

50oC와 60oC에서 포자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생존률이 84~

97%로 매우 높은 생존률을 보였다 (Fig. 4a). 이 결과는 형성

된 포자가 콘크리트의 수화열 (50~60oC)을 견딜 수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에 포자의 콘크리트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영양 세포인 경우 50oC와 60oC에서 대부분 사멸함을 보여 영

양 세포의 콘크리트 적용이 부적절함을 보였다. 해양환경 적

용 및 NaCl 계열 제설제 노출 [15]과 같이 높은 삼투압조건에

서의 적용을 위해 삼투압 스트레스 조건 (1~3 M NaCl)에 미

생물을 노출시켰다. 그 결과 포자는 모든 조건에서 87~95%

로 매우 높은 생존률을 보였으나, 영양세포인 경우, 2 M과 3

M NaCl의 조건에서 생존률이 급감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b). 이 결과는 콘크리트 적용 시 포자가 해양환경이나 NaCl

계열 제설제에 노출되어도 높은 생존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Fig. 4c에서 염기 조건 (pH 9~12)에 대한 생존률을

확인한 결과 영양 세포와 포자 모두 각각 82~91%와 84~97%

의 생존률을 보였다. 이는 분리원이 고알칼리성인 콘크리트

이기 때문에 영양 세포 자체가 pH 12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

함을 알 수 있으며, 영양 세포와 포자 모두 시멘트의 최저 염

기성인 pH 12에서 생존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pH 13에서

는 영양 세포는 대부분 사멸하였고, 포자인 경우 30~40%의

생존률을 보였다 (Fig. 4c). 이는 포자를 형성한 미생물이 강

염기 조건인 콘크리트 (pH 12~13)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이

며 완벽한 적용을 위해 sol-gel과 같은 미생물을 보호하는 방

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포자의 콘크리트 환

경 조건에 대한 생존률은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16]에서 분리된 미생물들이 24

시간만에 55oC, pH 11, 1.5 M NaCl에서 모두 사멸한 반면 본

연구에서 분리 미생물로부터 생성된 포자는 더 긴 스트레스

처리시간인 48시간에서도 60oC, pH 12, 3 M NaCl에서 83~

97% 생존함을 알 수 있어 콘크리트에 대한 포자의 적용이 필

수적이라 볼 수 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 내 미생물 적용을 위해, 콘크리트에서

미생물을 분리하여 탄산칼슘과 포자 형성을 확인하였고, 포

자에 대한 환경 stress에 대한 생존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Spore survivability of L. sphaericus WJ-8 exposed to a range of temperature (a), salt (b) and pH concentration (c). Filled bars and

open bars represent spores and vegetative cells, respectively. Error bars show 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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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로부터 20여 개의 단일콜로니를 분리하였고, 이

중 1개의 콜로니로부터 탄산칼슘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16S rRNA gene sequencing 결과 L. sphaericus WJ-8로 동정되

었다. 또한 WJ-8이 약 10 mg/mL의 탄산칼슘을 형성하였고,

포자 형성 배지를 이용하여 포자 형성률이 97.9% 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형태학적으로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환경 스트레스 실험 결과, 형성된

포자가 기본적인 콘크리트 조건에서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열에 해당되는 60oC, 제설제 조건에 해당

되는 3 M NaCl, 콘크리트의 최저 pH 12와 같은 조건에서 83

~97%의 생존률을 보여 콘크리트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반

면 강알칼리성 (pH 13) 조건에서 포자만이 30~40%의 부분

적인 생존률을 보여 sol-gel과 같은 미생물의 보호 기법이 필

요할 것을 보였다. 추후, 분리 미생물의 포자를 sol-gel화시켜

생존능력을 최대화 할 것이며, 콘크리트 적용을 통해 강도 증

진과 같은 효과를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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