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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acterial capability to accumulate phosphorus during  
liquid composting process of pig slurry. Storage liquid compost and pig slurry were analyzed by 
using MALDI-TOF technique, which showed the colonies of Acinetobacter towneri and Bacillus 
licheniformis. In addition, bacterial colonies were isolated under high phosphoric acid conditions 
using X-phosphate MOPS medium with the addition of 2 mM K2HPO4. Microbial growth was 
observed in high and low phosphoric conditions due to the growth of bacterial diversities in the 
liquid fertilizer and slurry. The colonies isolated in the high phosphoric acid medium were 
uncultured bacterium clone and Acinetobacter sp. were identified by analysis of 16S rRNA gene 
sequences. Uncultured bacterium showed higher growth rate and excellent phosphorus ability then 
Acinetobacter sp.. In addition to Paenibacillus sp. AEY-1 isolated from pig slurry performed 
excellent phosphorus utilizing capability.
(Key words : Swine, 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 Liquid fertilizer)

서    론

최근 고도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식생활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량이 증
가로 축산업의 기업화․대형화로 사육두수의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한 축산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과거의 자연적인 자정작
용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축산폐수가 처리되

지 않은 상태로 자연계에 노출되어 수질, 토
양 오염 및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여 축산농
가 주변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축산폐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와 달리 질
소와 인의 농도가 매우 높으며, 축산폐수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인 성분은 다른 오염물질
과 더불어 수질오염의 주 오염원으로 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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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 및 적조현상과 같은 환경문제를 발
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수 처리 기술
로는 크게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처리 방법인 응집 침
전법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처리
효율이 높지만, 약품비용과 고가의 슬러지 
처분비용으로 인하여 비경제적이며, 많은 슬
러리 발생량으로 인한 2차오염원을 발생시킨
다. 이에 반하여 생물학적 처리방법은 단일 
시스템 내에서 혐기․호기조건으로 교차시키
면서, 미생물이 선택적인 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신뢰
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 제거 방법으
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Barnard, 1974). 이
처럼, 혐기․호기조건을 만들어 공정 내에서 
Poly-P을 체내 축적하는 미생물(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 PAM)을 우점화
시켜 슬러지 내에 인 함유량을 증가시킴으로
써 높은 인 제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Kornberg, 1995; Kuroda et. al., 2005; Mino et 
al., 1998; Sedlak, 1991). 이러한 Poly-P 축적
미생물은 X-phosphoric acid(5-bromo-4-chloro- 
3-indolyl phosphate) 분해 시 청색으로 발색되
며, 이를 이용한 X-phosphoric acid 함유배지
에서 청색 콜로니를 쉽게 선별할 수 있다
(Morohoshi et al., 2002). 이밖에도, 지속적으
로 인에 대한 물질수지, 활용 및 회수방법이 
있는데, 회수방법으로는 HAP기법(Hydroxyapatite)
과 MAP기법(Struvite)에 대해 잘 알려져 있
다. 또한, 인산염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이용
하여 흡수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주로 Pseudomonas, Azospirillum, Burkholderia, 
Bacillus, Enterobacter, Rhizobium, Erwinia, 
Serratia, Alcaligenes, Arthrobacter, Acinetobacter, 
Flabo-bacterium 등이 인산염 등의 불용성 인
산을 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driguez 
and Fraga,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
비화 과정 중 인 이용에 적합한 조건의 미생

물을 탐색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균주의 분리 및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 이용 미생물은 국립
축산과학원 시험돈사의 돈분뇨 및 액비저장
액을 분리원으로 하여 균주를 순수 분리하였
다. 균주의 분리동정을 위해 X-phosphoric 
acid medium인 MOPS medium(KisanBio, Korea)
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배양은 25℃에서 48 
hr 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혐기배양의 경
우 AnaeroPack(MITSUBISHI GAS CHEMICAL, 
Tokyo, Japan)을 넣은 Anaerobic jar를 이용하
여 혐기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또한, MOPS 
medium에 2 mM K2HPO4의 첨가유무에 따라
서 고인산․저인산 배지로 분류하여 사용하
였으며 배지의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인 이용미생물 선별 및 동정

  인 이용능이 있는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MOPS medium에 도말하여 배양 후 형성된 
청색 콜로니를 취해 순수분리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순수분리 된 콜로니는 2 mM K2HPO4

이 첨가된 MOPS medium에서 한 차례 더 순
수분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전학적 동정을 
위하여 16S rR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3. MALDI-TOF MS 분석

MALDI-TOF MS(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는 휘발성이 적거나 불용성 시료의 분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질량분석법과 다르게 열 분
해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colum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Krishnamurthy and Ross, 1996). MALDI-TOF 



임정수 등 : 액비화 과정 중 인 이용 우수미생물 분리 및 특성

－ －79

Table 1. The composition of MOPS medium.

Compound Concentration (g/L)
MOPS 8.372
Tricine 0.717

Potassium Phosphate Dibasic 0.23
Ammonium Molybdate 0.0000036

Boric acid 0.0000248
Cobalt Chloride 0.0000072
Cupric Sulfate 0.0000024

Manganese Chloride 0.000016
Zinc Sulfate 0.0000028

Agar 15.0
Added solution* 17.235 ml

†Potassium Phosphate Dibasic 2 mM
†Final pH = 7.2 ± 0.2 at 25℃

*Solution Concentration (ml/L)
0.01M Ferrous Sulfate Heptahydrate 1.0

1.9M Ammonium Chloride 5.0
0.297M Potassium Sulfate 1.0

0.02M Calcium Chloride Dihydrate 0.025
2.5M Magnesium Chloride 0.21

5M Sodium Chloride 10.0
Total volume to 1 L by solution compound

MS를 이용하여 미생물의 질량을 측정한 후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동정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Hsieh et 
al., 2008). MALDI-TOF MS를 이용한 미생물 
동정연구는 Clostridium species(Grosse-Herrenthey 
et al., 2008), Escherichia coli(Parisi et al., 
2008), Listeria species(Barbuddhe et al., 2008), 
Staphylococcus aureus(Brenardo et al., 2002; 
Due et al., 2002; Edward-Jones et al., 2000; 
Walker et al., 2002; Szabados et al., 2010), 
Yersinia enterocolitica(Parisi et al., 2009)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비저장액과 돈분 슬러리용액 내에 존재하
는 미생물을 동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MALDI- 
TOF MS 분석기기(MALDI Biotyper, Bruker 
Daltonik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Hsieh 등(2008)은 병원성 미생물

의 분류와 동정에 MADI-TOF MS의 효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S. aureus, E. coli, 
klebsiella, Salmonella 등을 동정하고, classification 
model을 검증하였는데, 높은 신뢰도와 빠른 
동정이 가능하며, 혼합시료에서 여러 종류의 
세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으며, 낮은 검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zabados 
등(2010)은 S. aureus에 대한 MALDI-TOF MS 
동정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VITEK2 
system, DNA Sequencing와 비교한 결과,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동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
였다. 그 밖에도, MALDI-TOF MS는 단백질 
분석과 검출, 미생물 분석, 생체 재료 표면의 
탄수화물 역할 분석, 항원－항체반응 등 생
체물질의 특이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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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stribution status of bacteria under aeration condition.

Condition
Species

Pig slurry % Liquid manure storage tank

Aerobic

Comamonas kerstersii 40

Bacillus licheniformisAcinetobacter towneri 26.6

Escherichia coli 20

Anaerobic

Escherichia coli 43.8
Bacillus sonorensis

Comamonas kerstersii 25.0

Acinetobacter towneri 12.5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subtilis

4. T-P 분석

고체 배지에서 순수 분리된 인 제거 미생
물 균주를 백금이로 취하여 돈사에서 채취한 
뇨 원액 50 ml에 각 균주 배양액 10 ml를 접
종시킨 후 30℃로 설정된 shaking incubator에
서 배양한 후 시간에 따른 균주별 인 제거능
을 조사하였다. 흡광도는 DR5000 
Spectro-photometer(HACH Co, USA)를 사용하
였으며, 880 nm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액비화 과정에서의 우점미생물의 종류

액비화가 진행되기 전의 돈분 슬러리액 및 
액비화가 끝난 액비저장조의 미생물 분포현
황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 중 돈분 슬러리
용액의 호기․혐기조건에서 순수 분리된 콜
로니를 취하여 MALDI-TOF M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호기조건에서는 Bacillus 
licheniformis가 우점하였으며, 혐기조건에서는 
Bacillus 3종(Bacillus sonorensis,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subtilis)이 우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통성혐기성 미생물 2
종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Acinetobacter towneri 등 대표적인 인 
제거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Bacillus subtilis와 Bacillus licheniformis는 
장류 발효에 있어서 중요한 세균이며, 일부 
균주들은 다양한 종류의 계면 활성제나 항생
물질들을 생산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주위 
균들의 증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rangemard et al., 2001; Ryu et al., 2007; 
Tagg et al., 1976; Yang and Chang, 2007). 또
한, Bacillus subtilis의 bacitracin, surfactin, 
iturins, Bacillus licheniformis의 lichenysin, 
lichenicidine 등은 이와 같은 펩타이드계 물
질로서 항세균 또는 항진균 특성을 나타낸다
(Dischinger et al., 2009; Jung et al., 2009; 
Tagg et al., 1976; Yakimov et al., 1995; Yang 
and Chang, 2007).

2. 인 이용 미생물 동정

  순수 배양된 미생물을 선별하여 염기서열
을 분석하였고, 이후 염기서열을 조합하여 
NCBI(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www.ncbi.nlm.nih.gov)에서 
제공하는 Advanced Blast search(Altschul et 
al., 1997. Gapped BLAST and PSI-BLAST: a 
new generation of protein database search 
programs. Nucleic Acids Research. 25: 
3389-3402)를 이용하여 Genebank의 염기서열
과 비교하였다(Table 3). 주로 Acinetobacter가 
인산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서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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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nucleotide sequence under phosphoric acid concentration.

Conditions
High phosphoric acid Low phosphoric acid

Species Identity
(%) Species Identity

(%)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Acinetobacter sp.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Gamma proteobacterium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Acinetobacter sp.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Acinetobacter sp. 99

Uncultured bacterium partial 99 Gamma proteobacterium 99

Acinetobacter sp. 99 Acinetobacter sp.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Acinetobacter sp. 99

Bacterium H2SBIOF-1 partial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Acinetobacter sp. 99 Uncultured bacterium clone 99

Table 4. Microbial growth with X-phosphoric acid medium concentration. (*Aerobic, 25℃, 48 hr)

Item
High phosphoric acid Low phosphoric acid

White colony Blue colony White colony Blue colony
Pig slurry 8 × 105 1 × 105 2.1 × 106 1.0 × 106

Liquid manure storage tank 1.3 × 106 1 × 105 2.6 × 106 1.1 × 106

었으며, 고인산 조건에서는 Uncultured 
bacterium clone이 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대
표적인 Acinetobacter 외에도 인 이용이 우수한 
미생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cinetobacter는 그람 음성, 구간균으로 비운
동성이며 호기성 균주이고 포자 형성은 하
지 않으며, 토양, 물 등의 자연계에서 광범위
하게 분리된다. Acinetobacter spp. 는 Juni 등
에 의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 꾸준히 연
구되어 왔다(Loubinoux et al., 2003; Misbah 
et al., 2005).
  이처럼, 인 이용능이 있는 미생물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 MOPS Agar 배지에 X-Pi를 첨
가하여 청색의 미생물 콜로니를 취해 순수배
양을 실시하였다(Morohoshi 등, 2003). 

돈분슬러리액과 액비저장액에서는 미생물 
수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인을 이

용하는 미생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3. 분리균주 Paenibacillus sp. AEY-1의 인 

이용능

  돈 분뇨에서 6종의 균주가 순수 분리되었
다(Table 5). 순수 분리되어진 6종의 균주를 
이용하여 배지에 함유된 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균주들은 최초 인을 섭취했다가 
도중에 배출하였고 그 이후 다시 인을 흡수
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였다. 배양 12 hr 이
내에 Staphylococcus sp. AEY-2 (PAM-1)과 
Brachybacterium sp. (PAM-2)를 제외한 균주들
은 배지 내의 모든 인을 흡수하였으며, 배양
이 끝난 120 hr에서는 모든 균주들이 50% 이
상의 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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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ains isolated from pig slurry.

Strain Microbial species

PAM-1 Staphylococcus sp. AEY-2
PAM-2 Brachybacterium sp.

PAM-3 Paenibacillus sp. AEY-1
PAM-4 Micrococcus luteus AEY-1

PAM-5 Bacillus subtilis AEY-1
PAM-6 Leifsonia Kafniensis AEY-1

Fig. 1. Removal of T-P concentration during 
incubation time.

Paenibacillus sp. AEY-1 (PAM-3)의 경우 배양
시간이 지날수록 인 이용 효율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인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결    론

  액비화과정 중 인 제거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해 돈분슬러리액과 액비 등을 채취하여 미
생물의 증식능력 및 인 이용능을 조사하였
다. 돈분슬러리액과 액비저장액을 이용하여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 종류 및 성상을 생균
수 측정과 MALDI-TOF 기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돈분슬러리액에는 Acinetobacter towneri 
등이, 액비저장액에는 Bacillus licheniformis 

등 Bacillus 계열의 미생물들이 스크리닝되었
다. 인 이용균주의 분리동정에는 X-phosphoric 
acid medium인 MOPS medium을 이용하였는
데, 2 mM K2HPO4가 첨가된 고인산 조건에서
의 분리 동정을 하였다. 고인산배지의 미생
물 집락만을 선택하여 순수배양 후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Acinetobacter가 
인산농도와 상관없이 관찰되었으며 인 이용
량과 성장속도에서 Uncultured bacterium clone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액
비화과정 중 최적의 미생물 선발을 통해 인 
제거가 가능하며 Paenibacillus sp. AEY-1가 
가장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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