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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calcite-forming bacteria (CFB) in crack remediation and durability improvements in con-
struction materials creates a permanent and environmentally-friendly material. Therefore, research into 
this type of application is stimulating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microbiology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However, the mechanisms giving rise to these materials are dependent on calcite precip-
itation by the metabolism of the CFB, which raises concerns about possible hazards to cement-based 
construction due to microbial metabolic acid produc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ar-
get microorganisms that possibly can have bio-corrosive effects on cement mortar and to assess mul-
ti-functional CFBs for their safe application to cement structures. The chalky test was first used to 
evaluate the CaCO3 solubilization feature of construction sites by fungi, yeast, bacterial strains. Not 
all bacterial strains are able to solubilize CaCO3, but C. sphaerospermum KNUC253 or P. prolifica 
KNUC263 showed CaCO3 solubilization activity. Therefore, these two strains were identified as target 
microorganisms that require control in cement structures. The registered patented strains Bacillus ar-
yabhatti KNUC205, Arthrobacter nicotianae KNUC2100, B. thuringiensis KNUC2103 and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KNUC2106, reported as multifunctional CFB (fungal growth inhibition, crack remediation, 
and water permeability reduction of cement surfaces) and isolated from Dokdo or construction site 
were unable to solubilize CaCO3. Notably, B. aryabhatti KNUC205 and A. nicotianae KNUC2100 could 
not hydrolyze cellulose or protein, which can be the major constituent macromolecules of internal ma-
terials for buildings. These results show that several reported multi-functional CFB can be applied to 
cement structures or diverse building environments without corrosive or bio-deteriorativ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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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까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탄산칼슘형성작용(MICP, 

microbially induced CaCO3 precipitation) 기작이 밝혀져 왔

으며, 탄산칼슘형성세균(CFB, calcite-forming bacteria)을 콘

크리트 건축물에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1, 3, 5, 8, 9, 11, 12, 15, 18-21, 27-28, 

30, 33, 34]. 이러한 CFB를 시멘트 모르타르 양생 시 혼입하였

을 때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

고[8, 19, 20], 표면균열(surface crack)이 진행 중인 노화 건축

물에 접종했을 때 그들의 생장 및 calcite crystal 형성으로 인해 

균열이 복구되는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

외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능성 단일 균주

를 칼슘이온이 포함된 최적배지와 함께 건축물에 접종했을 

때 우점적으로 증식하여 그들의 대사로 인한 calcite crystal 

형성으로 균열 심부로부터 완전히 수복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19, 21, 33, 34]. 이와 별개로 미생물의 

대사 및 생장에 의한 건축물 생물열화를 막기 위해 azole, car-

bamate, zeolite, zeolite carbon, silver 및 copper 등 유․무기 

항 미생물 재제를 시멘트 양생 시 혼입하는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4, 7, 26]. 

이처럼 시멘트 내구성 증진을 위해 표면균열 복구 및 생물

열화성(microbiological deterioration) 진균의 증식 억제에 관

한 연구는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국내에서 시

멘트 표면에서 균열 보수(crack remediation), 수분 침투력 감

소(water permeability reduction) 및 생물열화 유발 진균의 

증식억제 효과(fungal growth inhibition on cement surface)

를 동시에 가진 다기능성 탄산칼슘 형성세균이 보고되었으며, 

건축공학적 시험법을 통해 그 효능이 검증되었다[17, 21]. 

그러나 이들 연구에 따르면, 방제대상으로 사용된 건축물 

유래 공시진균들이 그들의 색소형성으로 인해 건축물 표면의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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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 문제만 야기한다고만 보고되었을 뿐, 시멘트 모르타르

(cement mortar) 성분에 대한 부식유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진균 균사의 말단생장에 의한 물리적 스트레스

(Physical distortion) 및 산 형성은 인공 건축물 표면이나 건축

소재 부식 및 퇴화의 원인이 된다[2, 6, 10, 32]. 또한 이들 진균

에 대해 시멘트 구조물 표면에서 증식억제 효능을 가진 것으

로 보고된 CFB들이 그들의 대사 시 산 형성으로 건설 및 건축

에 널리 사용되는 시멘트 조성에 미칠 수 있는 부식성은 조사

된 바가 없다. 일부 세균은 대사의 결과로써 bacillic acid, ni-

trous acids, nitric acid, sulfuric acid 등 시멘트 혹은 자연암석

을 부식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산 및 무기산을 형성

할 수 있다[6]. 그와 같은 이유로 CFB를 시멘트 건축물의 표면

에 적용했을 시 진균생장 억제, 균열복구 및 내구성 증진 보다

는 오히려 이들의 증식으로 인해 산을 형성하여 시멘트 모르

타르 주성분인 CaCO3를 용해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구

성(endurance)을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인 시멘트 자체 강 알

칼리성을 이들이 중화시켜 건축물 수명단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측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험적 증명은 현재 해외의 문화재 보존

과학(conservative science) 분야에서만 연구되었을 뿐, CFB의 

건축공학적 응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재 등 해외 보존과학분야 에서 널리 사

용되는 실험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 분리 미생

물 및 다기능성 CFB의 시멘트 성분에 대한 부식능 유무를 고

찰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탄산칼슘(CaCO3, calcium carbo-

nate)이 주요 성분인 시멘트 모르타르 기반 콘크리트 건축물

(concrete structure)에서 분리 보고된 다양한 곰팡이, 세균, 효

모에 대하여 산 형성으로 인한 CaCO3 가용화능 시험인 chalky 

test를 실시하여 장기간 배양시 어떠한 미생물이 생물열화 유

발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하였다[32]. 이를 통해 시멘트 구조물

의 생물열화를 막기 위한 방제대상 미생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었다. 둘째, 최근까지 시멘트 균열보수 및 건축물 표면 

곰팡이 증식 억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자연계 및 인

공건축물 유래 CFB들에 대해 동일 시험을 실시하여 산 형성에 

의한 시멘트 조성에 대한 열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

불어, 건축내장재를 구성하는 일부 주성분 고분자 물질에 대

해 CFB의 생물학적 효소활성을 확인하여 시멘트 이외 여타 

건축내장재에 대해서도 부식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균주  재료

실험에 사용된 균주들은 다음과 같다. 양성 대조군으로 산

의 형성으로 시멘트 모르타르의 주 성분인 CaCO3를 용해시키

는 것으로 보고된 Aspergillus niger KCTC6906을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건축물에서 순수분리 되

었다고 보고된 건축물 정주 미생물(normal microflora) 균주

들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건축물 정주 세균으로는 Rhodococcus 

erythropolis KNUC201, R. erythropolis KNUC202, Burkholderia 

glathei KNUC203, R. erythropolis KNUC204, Bacillus aryabhatti 

KNUC205 를 사용하였다[17]. 또한 정주 진균으로는 이들과 

동일 건축물에서 분리된 효모 2개 균주 Pseudozyma prolifica 

KNUC263, Aureobasidium pullulans KNUC264 및 균사형 진균 

12개 균주 Tritirachium sp. KNUC251, Cladosporium cladospor-

ioides KNUC252, C. sphaerospermum KNUC253, C. cladospor-

ioides KNUC254, Cladosporium sp. KNUC255, Alternaria ten-

uissima KNUC256, A. tenuissima KNUC257, Cladosporium sp. 

KNUC258, Penicillium sp. KNUC259, Penicillium sp. KNUC 

260, Pestalotipsis cocculi KNUC261, Elsinoaceae sp. KNUC262

를 실험군으로 하였다[17].

건축물 분리 미생물의 배양  CaCO3 solubilization

건축물 분리 세균, 곰팡이 및 효모 균주들의 CaCO3 가용화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chalky test를 실시하였다. 미생물이 배

지상의 탄소원을 이용해 대사를 할 경우 대사의 결과로 인한 

산의 형성 및 한천배지 상 축적을 통해 콜로니 주변부의 

CaCO3를 용해시켜 그 활성대(clear zone)로 시멘트 조성에 대

한 부식여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정성시험을 통해 

가용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환경 적용 시 

부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32].

이를 위해 CaCO3 및 탄소원이 풍부하게 함유된 배지인 

CaCO3 solubilization test agar  (glucose 10.0 g, purified cal-

cium carbonate 5.0 g, agar powder 15.0 g, distilled water 

1 l) 배지를 사용하였다[32]. 고온가압멸균 후 제조된 배지를 

70℃까지 냉각시키고, petri-dish 분주 시 CaCO3의 침강을 막

기 위해 잘 흔들어 주었다.

실험에 사용될 건축물 분리 효모들은 전배양을 위해 YMB 

(yeast malt broth, Difco, USA) 한천배지 상에 도말하여 25℃ 

암실에서 계대배양한 후, 집락을 취하여 5 ml YMB 액체배지

에 접종하고 25℃에서 180 rpm으로 24시간 동안 진탕배양을 

실시하였다[18, 22]. 분리된 건축물 정주 세균의 경우 전배양을 

위해 TSB (tryptic soy broth, Difco, USA) 한천배지 상에 획선

도말하여 30℃에서 계대배양한 후, 집락을 취하여 5 ml TSB 

(tryptic soy broth, Difco, USA)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0℃에

서 180 rpm으로 16시간 동안 진탕배양을 실시하였다. 전배양

(pre-culture)된 효모 및 세균들은 화염멸균된 백금이를 배양

액에 담구어 일부를 취한 후 chalky test를 위한 CaCO3 solubi-

lization test agar에 천자하여 접종하였다. 건축물 분리 균사형 

진균(filamentous fungi)들 및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 ni-

ger KCTC6906은 PDB (potato dextrose broth, Difco, USA)  

한천배지상에서 계대배양 하여 25℃ 암소에서 2~3주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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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콜로니 가장자리의 fresh한 agar block을 균일한 크기

(0.5×0.5 mm)로 취하여 CaCO3 solubilization test agar 상에 

접종하였다. 접종된 세균들의 경우 30℃ 암실에서, 효모 및 

곰팡이 균주들은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호일을 씌워 25℃에서 

30일간 배양하였으며, 각각의 시험은 3회씩 실시되었다. 배양 

후 배지상의 CaCO3가 용해되어 콜로니 주변부에 clear zone

이 형성되면 CaCO3 가용화능이 있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으

면 가용화능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판단하였다[32]. 대사에 의한 

CaCO3 가용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배양시 세균 및 

진균의 생존여부를 주기적 계대배양을 실시하면서 확인하였다. 

항진균 활성 가진 CFB의 CaCO3 solubilization

시멘트 구조물 표면에서 미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진균의 

생장 및 발아를 억제하며, 균열을 보수할 수 있다고 보고된 

CFB가 산의 형성으로 시멘트 조성을 열화 시킬 수 있는지 위

와 동일한 방법으로 탄산칼슘 가용화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17, 22-25]. 시험 균주들로는 대한민국 독도의 자생식물 근권 

토양에서 분리되었으며, 시멘트 모르타르 표면상에서 정상적

으로 calcite crystal formation 및 생장을 통해 균열을 보수하

고, 건축물 유래 진균 생장 억제능이 검증된 특허균주Arthro-

bacter nicotinae KNUC2100, Bacillus thuringiensis KNUC2103, 

Stenotrophomonas maltophila KNUC2106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동일한 활성을 가진 균주로 건축물에서 분리된 특허균주

Bacillus aryabhatti KNUC205은 위의 단계에서 시험이 실시되

었다.

다기능성 CFB의 생물열화  효소 시험

시멘트 구조물에 CFB를 적용시켰을 때 여타의 건축 내부소

재에 악영향 없이 건축물 기본 뼈대인 시멘트 내구성 만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보존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험법인 

cellulase 및 protease activity 를 biodegradative plate assays

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4, 16, 29]. 일반적으로 산업

응용 목적으로 고분자물질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을 분리하고

자 할 경우 plate assay에서 정성적 활성이 확인된 균주에 대해 

정량적 활성도를 평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건

축내장재 구성물질 분해능이 없는 균주를 탐색하고자 하였으

므로 plate assay만을 실시하여 활성이 없는 균주를 결정하고

자 하였다. 건축환경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성적 시험에서 

고분자물질 분해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정성평가 방식은 해외 보존과학 연구분야에서 건축물에 정주

하는 미생물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고분자 물질에 대한 

생물열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9, 

32]. 이러한 plate assay를 통해 건축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에 대해 CFB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다. 건축물에서 분리

한 세균의 cellulase 활성시험을 위해 고온․가압멸균된 1/ 10 

TSB 한천배지를 기본배지로 한 carboxyl-methyl cellulose 

(CM-cellulose 2.50 g, tryptic soy broth 1.5 g, agar powder 

5.0 g, distilled water 0.5 l) 고체배지를 사용하였다. 시험 대상 

CFB들의 전배양을 위해 TSB (tryptic soy broth, Difco, USA) 

한천배지 상에 획선도말하여 30℃에서 계대배양한 후, 집락을 

취하여 5 ml TSB (tryptic soy broth, Difco, USA)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0℃에서 180 rpm으로 16시간 동안 진탕배양을 실

시하였다. 화염멸균된 백금이를 이용해 대상 균주들의 전배양

액을 취한 후 CM-cellulose 배지 상에 천자하여 30℃ 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Cellulase 활성을 확인하기 위

해 0.22 μm filter (Millipore, Ireland)로 멸균된 0.2% con-

go-red solution (Sigma-Aldrich Co., USA) 및 0.5M NaCl을 

사용하여 pour-plate assay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배양 후 

Q-tip을 이용해 세균 집락을 배지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0.2% congo-red solution 10 ml를 plate 상에 분주하여 밀봉 

후 30분간 10 rpm으로 교반하였다. 배지에 흡수되고 남은 

congo-red solution을 버리고 다시 0.5 M NaCl 용액 10 ml 

를 분주한 후 세척하였으며, 동일 과정을 3~4회 반복하였다

[31]. 콜로니 주변부 clear zone이 형성되는 것을 cellulase 활성

을 가진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활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

로 각각 판정하였다. 그와 별개로 균주의 protease 활성시험을 

위해 탈지유 고체배지(skim milk 5.0 g, bacto tryptone 10.0 

g, yeast extract 5.0 g, NaCl 5.0 g, Bacto agar 15.0 g, distilled 

water 1 l)를 사용하였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배양을 거친 

균주들을 skim milk 배지에 접종 후 30℃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 주변으로 clear zone이 형성되는 경우 pro-

tease 활성을 가진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활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각각 판정하였다[13].

결과  고찰

건축물 분리 미생물의 배양  CaCO3 solubilization

분리 보고된 건축물 정주 세균인 KNUC201, KNUC202, 

KNUC203, KNUC204, KNUC205등 5종 모두 clear zone이 형

성되지 않아 시멘트 주요 성분인 CaCO3 에 대한 가용화 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건축물에서 분리된 균사성 진균 

중 중 주요 균주인 C. sphaerospermum KNUC253의 경우 콜로

니 주변부에서 CaCO3 를 용해하여 clear zone이 관찰되었다

(Table 1). 이들은 분리원인 도시 터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진균으로 보고되었고, 미학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알

려졌다[17]. 동시에 터널에서 광범위하게 정주하는 효모인 P. 

prolifica KNUC263가 CaCO3를 용해하여 clear zone을 형성하

였으며, A. pullulans KNUC264의 경우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건축물의 각 미생물 별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효모 속이라고 하더라도 분류학적 위치에 따라 시멘트 조성에 

대한 위해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위해성은 곰팡이, 

효모, 세균별로 상이 하다. 실제로 이들 진균이 CaCO3를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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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CO3 solubilization and Biodegradative plate assays of microorganisms or multifunctional CFB

Isolation sites Microorganisms Strain name
CaCO3 

solubilization
1)

Cellulase 

activity
2)

Protease

activity
3)

City Tunnel 

Fungal

isolates

Tritirachium. sp KNUC251

Cladosporium cladosporioides KNUC252

Cladosporium sphaerospermum KNUC253

Cladosporium cladosporioides KNUC254

Cladosporium sp. KNUC255

Alternaria tenuissima KNUC256

Alternaria tenuissima KNUC257

Cladosporium sp. KNUC258

Penicillium sp.KNUC259

Penicillium sp.KNUC260

Pestalotiopsis cocculi KNUC261

Elsinoaceae sp. KNUC262

-

-

+

-

+

-

-

-

-

-

-

-

ND ND

Yeast

isolates

Pseudozyma prolifica KNUC263

Aureobasidium pullulans KNUC264

+

-
ND ND

Bacterial

isolates

Rhodococcus erythropolis KNUC201

Rhodococcus erythropolis KNUC202

Burkholderia glathei KNUC203

Rhodococcus erythropolis KNUC204

Bacillus aryabhatti KNUC205

-

-

-

-

-

ND

-

ND

-

Dokdo

islands

Bacterial

isolates

Arthrobacter nicotianae KNUC2100

Bacillus thuringiensis KNUC2103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KNUC2106

-

-

-

-

+

-

-

+

+

1)Symbols: +, Positive (Solubilize CaCO3); –, Negative (Cannot Solubilize CaCO3).
2)Symbols: +, Positive (show cellulase activity); –, Negative (no cellulase activity); ND, no data.
3)Symbols: +, Positive (show protease activity); –, Negative (no protease activity); ND, no data.

화하는 것을 볼 때 세균보다는 곰팡이 및 효모와 같은 진균이 

시멘트 모르타르 기반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증식하며 생물열

화 유발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미학적, 생물

열화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위해성을 가진 균사형 진

균 C. sphaerospermum KNUC253 및 효모 균주 P. prolifica 

KNUC263을 방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CFB의 항곰팡이 활성 및 시멘트 표면 곰팡이 생장 

억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었으나 효모에 대한 항진균 활성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별개로, 질소원이 부족한 배지인 nitrogen free 

broth, 빈영양/저삼투압성 배지인 R2A media에서 배양할 경

우 혹은 고영양 효모 배지인 yeast malt broth 등 에서 장기간 

배양할 경우 위균사(pseudo-hyphae)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진 P. prolifica KNUC263의 경우 질소원이 결핍된 CaCO3 sol-

ubilization test agar상에서도 균사형의 생장을 보였다(data 

not shown) [17]. 분열(dividing) 혹은 출아(budding)로서 증

식하는 효모는 영양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위균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 prolifica KNUC263가 위균

사의 생활환을 보이는 것은 분리장소인 건축물의 열악한 환경

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alky test agar에서 산의 

형성 만이 CaCO3를 가용화 시킴을 감안할 때, 효모 위균사 

또한 곰팡이 균사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시멘트 구조물표면 

CaCO3를 가용화 하여 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항진균 활성 가진 CFB의 CaCO3 solubilization

건축물에서 분리된 다기능성 CFB인 B. aryabhatti KNUC 

205가 CaCO3 가용화에 의한 clear zone이 형성되지 않아 시멘

트 모르타르 기반 건축환경에 적용했을 때 산 형성으로 인한 

시멘트 모르타르 성분에 대한 열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Table 1). 또한 자연계에서 분리되어 시멘트 표면 오염

진균의 생장억제효과를 가지면서 표면균열을 수복한다고 보

고된 특허균주 A. nicotianae KNUC2100, B. thuringiensis 

KNUC2103, S. maltophilia KNUC210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CaCO3 solubilization assay를 실시한 결과 세 균주 

모두 clear zone이 형성되지 않아 CaCO3가용화능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위의 실험 균주들을 시멘트 건축환경에 적용

할 경우 산의 형성으로 인한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Table 1). 또한 선행연구에서 

방제대상 균주로 설정된 C. sphaerospermum KNUC253에 대해 

시멘트 표면에서 증식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므로, 실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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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적용 시 시멘트 조성에 대한 열화없이 성공적으로 방

제대상 미생물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축소재의 

퇴색(discoloration)을 유발한다고 널리 알려졌으며, 본 연구에

서도 방제대상 균주로 밝혀진 P. prolifica KNUC263에 대한 

CFB의 증식억제효과는 연구된 사례가 없어 후행 연구가 필요

하다.

항진균 활성가진 CFB의 생물열화  효소 시험

시멘트 모르타르 기반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곰팡이 증식억

제 및 균열보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CFB 들 중 특히 

B. aryabhatti KNUC205, A. nicotianae KNUC2100의 경우 두 

균주 모두 bio-degradative assay 상 clear zone을 형성하지 

않아 cellulase와 protease 활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시멘트 표면에서 균열을 복구하고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이들 항진균 CFB가 CaCO3를 가용화 시키지 않으며, 

건축소재를 구성하는 몇가지 고분자 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열화시험에 활성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 다양한 건축소재로 

구성된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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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기능 탄산칼슘 형성세균의 시멘트 건축물 용 한 부식능 평가  건축물 정주미생물  방제

상 결정

박종명․박성진․김사열*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경북대학교 미생물연구소․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연구소)

탄산칼슘 형성세균에 의한 건축물 균열보수 및 그들의 내구성 증진은 기존 화학제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영구

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응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균열복구 기전이 세균의 

대사에 의한 calcite crystal 형성과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대사과정 중 산 형성으로 시멘트 기반 콘크리트 건축

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생물학적 부식능이 

있는 방제대상 미생물을 결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에의 안전한 적용을 위한 다기능성 탄산칼슘 형성세균

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건축물에서 분리된 균사형 진균, 효모, 세균 균주들을 대상으로 

chalky test를 실시하여 CaCO3에 대한 가용화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에서 분리된 세균 균주의 경우 가용

화 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 sphaerospermum KNUC253 및 P. prolifica KNUC263 균주가 CaCO3에 대한 

가용화 활성을 보여, 시멘트 기반 건축물 표면에서 방제되어야 균주로 판단된다. 둘째, 독도 토양 및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시멘트 표면 진균생장 억제효과, 시멘트 표면균열을 수복 및 수분 침투력 감소효과가 보고된 특허등록

균주 A. nicotianae KNUC2100, B. thuringiensis KNUC2103, S. maltophilia KNUC2100 및 B. aryabhatti KNUC205들

이 CaCO3을 가용화하지 않음을 볼 때 산 형성으로 인한 시멘트 모르타르 주성분인 CaCO3에 대한 위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그들 중 B. aryabhatti KNUC205, A. nicotianae KNUC2100의 경우 건축소재 열화가

능성의 판단근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io-degradative assay 에서 다양한 고분자물질 구성요소에 대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아 다양한 건축환경에 대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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