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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oval of phosphorus (P) in the wastewater is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eutrophication in the 
river and stream.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various heavy metals on the growth 
and P removal capacity of Pseudomonas sp., which was well known as 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
ganism(PAO's) in the EBPR(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process. The five heavy metals 
used in the study were Cu, As, Zn, Ni, and Cd. The growth rate of Pseudomonas sp. was the greatest at 
25℃, but the removal efficiency of P was the highest at 30℃. The IC50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 
values of Pseudomonas sp. for the Cu, As, Zn, Ni, and Cd were 2.35, 11.04, 1.80, 4.92, and 0.24 mg/L, 
respectively.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sensitivity of the heavy metals to Pseudomonas sp. was in the 
following order: Cd> Zn> Cu> Ni> AS. Also, the P removal efficiencies  by Pseudomonas sp. were 
correspondingly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e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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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정능력을 넘는 대량의 유기물이나 염류가 강, 하천 및 

호소수에 유입되면 수계는 분해산물 또는 이차생성물 등의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수초와 

녹조류가 번창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이 증가하게 

되며 물속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교란 및 파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부영양화(Eutrophication)라 한다. 
인은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계에 과량 유

입되게 되면 질소와 더불어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제한영양소

로서 작용한다(Grady et al., 1999).
하수처리 중 인을 제거하는 수 처리 기술로는 크게 물리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EBPR : 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과 비교하여 단일 시스템 

내에서 운전조건(혐기/호기)을 교차시켜 미생물의 선택적인 

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의 안

정성, 경제성, 신뢰성 등의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 제거를 위해 가장 경제적이며, 폭 넓게 적용되는 방법이지

만 최적관리 기술이 명확하지 않고 bulking, 과부하 충격에 

대한 인 제거 안정성의 문제가 남아있다(Bundgaard and 
Petersen, 1991). 

생물학적 인 제거 (EBPR)공정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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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염 제거능이 있는 인염축적세균군인 PAOs(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뿐만 아니라 1993년에 Cech와 

Hartman에 의해 발견된 비인염축적 세균인 G-bacteria이 

존재한다. 이들 G-bacteria는 PAOs미생물과 경쟁함으로써 

EBPR 공정의 효율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공정의 효율 극대

화는 인 축적 능력이 높은 PAOs 만을 우점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에 관여

하는 미생물군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인 제거 공정의 다양한 환경요인은 생물학적 인 제거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 제거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으로는 수온, 용존산소, pH, 영양염류, 하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류, 슬러지 체류시간등이 있으며 이들 환경요인으로 

인한 인 축적 세균의 활성도의 변화는 인 제거 공정의 효율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수처리에 생물학

적 처리공정이 실용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작에 

의해 인이 제거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까닭에 적당

한 작동 조건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Mino et al., 1998).
최근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한 산업폐수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수자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폐수 중에 함유된 유독성의 크롬, 구리, 납 및 아연 등과 같

은 중금속 이온이 수계에 유출되면 생태계 및 인체에 치명적

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의 제거 

및 처리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o et 
al., 2002; Ryu et al., 2003). 일반적으로 하수 슬러지의 중

금속 함량은 0.5-2.0%이고, 어떤 경우에는 총 금속 함량이 

4.0%에 이르기도 한다(Blais et al., 1993). 그러나 폐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에 의한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의 PAOs
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축적 균으로 알려진 균주 중 Pseudomonas sp.의 인 축적

능력을 평가 및 폐수 내 중금속(Cu, As, Zn, Ni, Cd)이 실

제로 인 축적 세균의 생장 및 인 축적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균주의 분양 및 활성화

본 연구에 사용한 Pseudomonas sp.균주는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타에서 분양받은 KCTC22612 균주를 이

용하였다. 입제 형태의 분양균을 skin milk medium에 백

금이로 적당량을 접종한 후 이틀간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Agar plate에 획선 도말하여 균을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배지는 기초배지(basic medium)에 1000 mg/L의 인산 

용액, 1M의 Tris-HCl 완충용액(pH 7.2), 300 mg/L의 

FeCl3̎6H2O 용액, 200,000 mg/L의 glucose 용액, 그리고 

trace metal 용액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 최종 인산의 농

도가 20 mg/L이 되도록 조제되었다(Zafiri et al., 1999). 

사용된 기초배지용액 (basic medium solution)은 1.91 g의 

NH4Cl, 0.03 g의 CaCl22H2O, 0.2 g의 MgSO47H2O, 
1.25 g의 CH3COONaH2O을 1 L의 deionized water 
(D.I. H2O)에 용해 시켜 제조하였다. 또한 기초배지에 첨가

된 trace metal 용액은 0.03 g의 H3BO3, 0.1 g의 CuSO4
5H2O, 0.2 g의 ZnSO47H2O, 0.2 g의 MnSO4H2O, 0.04 
g의 Na2Mo42H2O을 100 mL의 D.I. H2O에 용해 시켜 제

조하였다. 제조된 실험용 액체 배지에 미리 고체 배양된 

Pseudomonas sp.균을 백금이로 따서 접종한 후 30℃에서 진

탕배양 하여 실험 배지에 적응기간을 두었다. 

Pseudomonas sp.의 생장 및 인 축적능 실험

실험에 사용한 Pseudomonas sp.균의 생장특성을 알아보

기 위한 실험은 두가지로 나뉘어 실험되었다. Pseudomonas 
sp.균을 접종한 후 온도에 따른 생장특성을 알아본 실험과 인

의 제거가 Pseudomonas sp.의 세포표면흡착에 의해 일어나

는지 아니면 세포 내 축적에 의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Pseudomonas sp.을 사멸 시킨후 접종한 처리구(dead cell)
와 살아있는 균을 접종한 처리구(live cell)로 처리한 실험으

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온도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생장

특성 실험은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실험배지 195 mL을 

넣고 미리 액체 배양한 Pseudomonas sp.을 5 mL접종하여 

균이 최대로 생장하여 정지기에 도달 할 때 까지 분광광도계

로 550 nm에서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온도 조건은 2
5℃, 30℃, 35℃로 하였다.

Pseudomonas sp.의 인 제거 특성에 대한 실험은 처리구

를 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구(no cell)와 실험배지에 균을 

접종하여 균의 생장이 최고조일때의 200 ml배양액을 4℃. 
15,000 rpm에서 원심 분리하여 생긴 침전물을 채취하여 실

험용배지에 접종한 후 121℃에서 15분간 고압 멸균시켜 만

든 처리구(dead cell), 실험용 배지에 이틀간 배양한 

Pseudomonas sp.배양액을 5 mL접종하여 처리한 실험 처리

구(live cell)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하였

다. 균의 생장은 3개의 처리구를 균이 최대로 생장하여 정지

기에 도달 할 때 까지 분광광도계로 550 nm에서 2시간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인 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서 초

기 인 농도는 각 각 멸균한 실험 배지에 균을 접종한 후 바로 

0.20 um의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micro tube
에 2 mL씩 담아 채취하였고 총 48시간 동안 균의 생장이 지

체된 시간을 제외하고 균이 생장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4시간 

단위로 배지를 filtering하여 인 농도 측정에 사용할 시료를 

채취하였다.

인의 정량

배양액 중의 인은 아스코르빈산-몰리브덴청법(Callaway 
et al., 1995)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29℃에서 15분간 발색시

켜 분광광도계(UVmini-1240, Japan)로 880 nm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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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하였다. 표준물질로 KH2PO4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

으며 분석범위는 0.1-5 μg/mL이었다.

중금속 처리에 따른 생장 실험 

실험에 사용된 중금속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6대 중금속중 

구리,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총 5종류이며, Pseudomonas 
sp.를 처리하지 않은 Blank와 Pseudomonas sp.만 처리한  

무처리구, Pseudomonas sp.와 중금속을 농도별로 처리한 처

리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처리농도는 각 중금속이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농도로 처리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처리구는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중

금속을 5개의 농도별로 처리한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

하였다. 중금속 처리농도는 구리가 1, 1.5, 2, 2.5, 3 mg/L이

고 비소의 경우 25, 50, 75, 100, 125 mg/L으로 처리하였

다. 아연의 경우 0.1, 0.5, 1, 1.5, 2 mg/L으로 처리하였으며 

니켈의 경우 1, 2, 3, 4, 5 mg/L으로 처리되었다. 마지막으로 

카드뮴의 경우 0.05, 0.1, 0.2, 0.3, 0.4 mg/L으로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중금속의 조성은 CuSO4.5H20, 
As2O3,, ZnSO4.7H20, NiCl2.6H20, Cd(NO3)2.4H20이었다. 
실험은 250 mL 삼각 플라스크안에 실험배지 195 mL을 

넣고 각 각의 중금속 농도를 처리하여 121℃에서 15분간 

고압 멸균하여 준비한 실험배지에 미리 액체 배양시킨 

Pseudomonas sp.를 5 mL 접종한 후 초기 농도를 석영셀을 

이용하여 분광광도계에서 550 nm로 측정하였으며 총 48시

간동안 균의 생장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2시간 단위로 측정하

였다.

중금속 처리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인 축적 능력

중금속 처리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인 축적 능력실

험에 사용된 처리구는 Pseudomonas sp.를 처리하지 않은 

Blank와 중금속은 처리하지 않고 Pseudomonas sp.만 처리한 

무처리구, Pseudomonas sp.와 선택된 중금속을 각 각의 농

도별로 함께 처리한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Pseudo-
monas sp.를 실험에 사용된 5개의 중금속 구리, 비소, 아연, 
니켈 그리고 카드뮴이며 각 중금속 별 생장이 저해될 것이라 

기대되는 농도에 따라 처리한 후 30℃, 120 rpm에서 진탕 

배양 하였으며 배양시간은 총 48시간이었다. 5개의 중금속별

로 각 각의 농도를 처리한 배지에 미생물 5 mL을 접종하여 

바로 0.20 um micro filter로 여과한 후 여액을 micro tube
에 담아 초기농도로 하였다. 시료채취는 12시간 단위로 채취

하였다.

Pseudomonas sp.의 생장 저해 농도 계산

배양액의 생장률은 흡광도값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시

간별로 최소 제곱 추정에 의한 선형 회귀식으로 계산하였다. 
균의 생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초기 값은 제거하였고 균의 

시간별 각 생장비율 값은 상관계수(r)값이 0.95또는 그보다 

높은 값이 될 수 있도록 최소 5개의 data값을 기초로 하였다.

생장저해는 Inhibition(%) = ( μcontrol- μheavy metals)*100/

μcontrol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식에서 μcontrol은 각 

각의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배지에서 자란 균의 시간에 따

른 생장속도를 말하며 μheavy metals은 각 각의 중금속 농도별

로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균의 시간에 따른 생장속도를 의미

한다. 반 생장 농도(IC50)값을 구하기 위한 log gamma분포

는 생장 저해 data를 fitting하여 결정하였으며 log gamma
분포로부터 각 각의 중금속에 대한 균의 생장의 반 생장 농

도(IC50)값을 계산하였다. 

결  과

Pseudomonas sp.의 생장특성 및 인 축적능 

Pseudomonas sp.의 온도에 따른 생장특성 실험결과 균의 

생장은 12시간 후부터 이루어 졌으며 최대 생장까지 걸린 시

간은 48시간 있었으며 그 후로 정지기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 온도에 따라서는 초기 생장은 25℃가 빨

랐으며 30℃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고 35℃에서는 

다른 온도에 비해 약간 생장이 느리게 나타났다. 최고 생장이 

이루어진 후 정지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모든 온도에서 거의 

비슷한 생장을 나타냈으나 그 중 상온 25℃에서 균의 생장이 

다른 온도에 비해 높았다. 온도에 따른 인 축적능 실험은 

Fig. 2에서 나타나듯이 25℃와 35℃가 거의 비슷한 인 제거

율을 보였으며 30℃에서 제일 많은 인 축적율을 보였다. 그 

값은 25℃에서 76.29%, 30℃에서 90.61%, 35℃에서 

74.19%로 나타났다(Fig. 3). 균의 생장곡선에서는 25℃에서 

생장이 가장 빨랐으나 인 축적율에서는 30℃가 약 14% 더 

높았다. 따라서 이후 모든 실험에서는 30℃에서 실험을 실시

하였다.
Pseudomonas sp.의 인 제거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 Pseudomonas sp.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no cell)에서

는 생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균의 사체를 넣은 처리구

(dead cell)에서도 균의 초기에는 생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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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ntration variation of P in the treatments 
(live cell of Pseudomonas sp.) and control(no cell) as a 
function of time.  

Fig. 3. Final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Pseudomonas 
sp.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Fig. 4. The growth curve of Pseudomonas sp. in the 
treatments(live cells and dead cells) and control(no 
cells) as a function of time. 

Fig. 5. Concentration variation of P in the treatments 
(live and dead cells of Pseudomonas sp.) and 
control(no cells) as a function of time.

Fig. 6. Final removal efficiencies of P in the treat-
ments (live and dead cells) and control(no cells). 

으나 실험이 종료되기 전인 36시간 이후부터는 약간의 생장

이 보였다(Fig. 4). 이는 균을 멸균하여 접종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멸균되지 않은 균이 증식하였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살아있는 Pseudomonas sp.를 접종한 처리구

(live cell)에서는 8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생장하다가 24시간 

이후에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니 36시간 이후 다시 생장하

기 시작하여 44시간 이후 최대로 생장하면서 정지기에 도달

하였다. 인 축적 실험 결과는 살아있는 균을 처리한 처리구

(live cell)에서는 배양 12시간 이후부터 급속도로 생육하여 

36시간 후에 정지기에 도달하였으며 인의 흡수율은 이와 비

례적으로 증가하여 98%로서 최고 수준을 나타낸 다음 배양 

48시간까지 흡수한 인의 방출을 보이지 않고 같은 양을 유지

하였다. 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no cell)에서는 배지 내 

인의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Pseudomonas sp.의 사체

를 처리한 처리구(dead cell)에서는 인이 17.28%가까이 축

적되었다(Fig. 5, 6). 이는 균 생장에서 나타났듯이 36시간 

이후 약간의 생장을 보인 결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균
이 생장하지 않은 36시간 이전의 인 축적율은 약 8%로 나타

났다.

중금속에 의한 Pseudomonas sp.의 생장 저해 

중금속에 의한 Pseudomonas sp.의 생장곡선은 Fig. 7에

서 나타나듯이 구리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의 균의 

생장은 24시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구

리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그보다 늦은 26시간 이후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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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Zn concentrations.

Fig. 10.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Ni concentrations.

Fig. 11.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Cd concentrations.

Fig. 7.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Cu concentrations.

Table 1. Summary of median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Cu, As, Zn, Ni, and Cd

Toxic 
substance

Median Inhibition 
Concentration(IC50), mg/L

Cu 2.35
As 11.04
Zn 1.80
Ni 4.92
Cd 0.24

Fig. 8. Growth of Pseudomona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As concentrations.

장하기 시작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최고 농도인 3 mg/L에서

는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은 5가지의 중금속 별 

IC50값을 요약한 표이다. 구리를 처리한 처리구의 반 생장 농

도인 IC50값은 2.04 mg/L로 나타났다. 비소는 비소를 처리

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생장은 22시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

작하였으나 비소를 처리한 5개의 처리구에서는 30시간 이후

부터 생장하기 시작하였다(Fig. 8). 반 생장 농도인 IC50값은 

11.04 mg/L로 실험에 사용된 중금속 중 실험균 생장에 가

장 덜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경우는 

아연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 비해 아연을 0.1과 0.5 
mg/L처리한 처리구에서 초기생장이 더 빨랐으나 시간이 지

날수록 생장속도는 무처리구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Fig. 9). 
실험에서 적용된 아연의 최대 농도 값인 2 mg/L에서는 18
시간 만에 균이 생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연의 IC50값이 1.79 
mg/L로 계산되었다. 니켈의 경우  Fig. 10에서 볼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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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moval efficiency of P by Pseudomonas sp. at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selected heavy metals.

Cu As Zn Ni Cd

conc. 
mg/L

P removal 
rate, %

conc. 
mg/L

P removal 
rate, %

conc. 
mg/L

P removal 
rate, %

conc. 
mg/L

P removal 
rate, %

conc. 
mg/L

P removal 
rate, %

blank -1.25 blank -2.31 blank -2.94 blank -30.55 blank 0.42

0 92.78 0 83.11 0 99.62 0 90.59 0 99.74

1 76.18 25 21.75 0.1 98.34 1 96.13 0.05 89.95

1.5 58.34 50 8.83 0.5 94.89 2 89.23 0.1 80.46

2 36.24 75 5.76 1 88.68 3 89.67 0.2 77.93

2.5 44.64 100 7.35 1.5 83.46 4 83.93 0.3 74.28

3 17.82 125 4.23 2 83.85 5 76.82 0.4 47.98

(†in the blank, neither live nor dead cells of inoculation)

이 니켈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와 니켈 1-3 mg/L을 처

리한 처리구의 생장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4 
mg/L을 처리한 처리구부터 생장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

다. 니켈의 IC50값은 4.92 mg/L로 나타났다. 카드뮴의 경우 

카드뮴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 실험 시작 후 8시간 

후부터 균이 생장하기 시작하였다(Fig. 11). 다른 실험에 비

해 생장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다른 중금속 실험에서는 48시

간 배양된 균을 사용한 것과 달리 카드뮴 실험에서는 균이 

생장하기 시작한 12시간 된 배양액을 접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카드뮴의 반 생장 농도인 IC50값 0.24 mg/L로 다

른 중금속보다도 실험균 생장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처리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인 축적 능력

중금속처리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인 축적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결과는 Table 2에 정리되었다. 구
리는 Pseudomonas sp.와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blank에

서는 배지 내 인 농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Pseudomonas sp.
는 처리하였으나 구리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 

92.78%의 인 축적능이 나타났으며 무처리구 대비 인 축적능

이 50%이하로 떨이진 농도는 1.5-2 mg/L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반 생장 농도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의 경

우는 blank에서는 인 농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비소를 처리

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인 축적능이 83.11%로 나타났으며 비

소 25 mg/L에서 현저하게 인 축적능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균의 생장이 약간 이루어진 75 mg/L과 전

혀 생장이 나타나지 않은 100, 125 mg/L의 인 축적능은 

8%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균의 사체를 처리한 처리(dead 
cell)에서의 결과 값보다 작은 값으로 생장과는 상관없는 실

험적 오차로 보여 진다. 아연의 경우는 blank에서는 인 농도

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아연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

서 99.62%로 거의 100%의 가까운 인 축적능을 보였으며 실

험에 처리된 아연의 최고 농도 2 mg/L수준에서는 거의 

83.85%가까이 인축적을 보였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아연 농

도에서 초기 균의 생장이 느리게 나타났지만 실험이 종료된 

48시간에서의 생장이 최대가 되어 정지기에 이르렀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인의 생장은 최대가 되었으나 아연이 초기생

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아연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

의 인 축적능보다는 15%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니켈의 경우는 blank에서는 인 농도의 변화가 없었

으며 니켈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 90.59%의 인축적

능을 나타냈으며 니켈 역시 아연과 비슷한 양상으로 실험에 

사용된 가장 높은 농도처리구인 5 mg/L에서 76.82%의 인 

축적능을 보였다. 카드뮴의 경우는 blank에서는 다른 중금속

과 마찬가지로 인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카드뮴을 처

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인축적률이 99.74%로 배지 내 존재

하는 거의 모든 인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균의 인축

적능이 절반가까이 떨어진 농도는 0.3-0.4 mg/L사이였으며 

이는 반 저해농도인 0.24 mg/L보다는 약간 높은 농도였다. 
실제 카드뮴 처리량은 다른 중금속 처리량의 10배이상 낮은 

농도로써 실험에 사용된 균주의 생장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에 관여하는 인축적 미생물(PAOs: 
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의 제안된 인 제거 

대사과정은 혐기성 상태에서 활성화된 PAOs이 수중에 함유

된 유기물을 세포 내에 PHB(Poly-β-hydroxybutyrate)형
태로 저장하며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polyphosphate를 가

수분해하여 이용하게 된다. 혐기성 과정을 거친 미생물은 호

기성 조건을 거치면서 세포내에 저장된 PHB를 분해하여 얻

어진 에너지로 혐기조건에서 내놓은 인의 양보다 과잉의 인

을 섭취하여 poly-P granules형태로 세포 내에 축적 하게 

되는데 이것을 Luxury uptake라고 한다(Grady et al., 
1999).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폐수 내 인을 효율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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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 축적 미생물이라고 알

려진 Pseudomonas sp.의 인 축적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생장 및 인 

축적능력의 변화는 25℃에서 가장 빠른 생장을 보였으나 인 

축적능력은 30℃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나타냈다. 35℃의 

경우 생장 속도나 인 축적 능력이 다른 두 온도 보다 떨어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Shim et al.(1999)이 보고한 

Acinetobactor CW3이 20℃에서 가장 높은 생육을 보이고 

인 축적 능력도 가장 높아 생육속도가 빠를수록 인 축적능력

도 증가한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미생물을 처

리하지 않은 대조구(no cell)와 미생물을 처리한 처리구(live 
cell), 그리고 미생물 사체를 처리한 처리구(dead cell)의 인 

축적실험결과에서의 인 축적능력은 Pseudomonas sp.를 처리

한 처리구(live cell)에서 거의 90%가까운 인축적율이 나타

났고 대조구(no cell)에서는 배지내의 인의 농도의 아무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생물처리에 의한 배지 내 인제거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생체흡착(biosorption)이란 수용

액 중에 선택된 다른 분자들이나 이온들을 표면에 붙잡아두

거나 집결시킬 수 있는 특정 생물분자의 고유특성으로

(Bohumil, 2007), 배지 내 인 농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미생

물 처리를 통한 생체흡착(biosorption)에 의해서인지 학인하

기 위해 Pseudomonas sp.사체를 처리한 처리구(dead cell)
를 실험한 결과에서 미생물이 생장하지 않았던 36시간 이전 

인 농도의 변화는 약 8%로 나타났다. 이는 배지 내 인이 미

생물의 표면에 흡착되어 줄어든 양으로 사료된다. 실제 Ahn 
and Suh.(1995)이 보고한 살아있는 Saccharomyces uvarum
과 죽어있는 Saccharomyces uvarum의 중금속에 대한 생체

흡착량 비교를 수행하였을 때 죽어있는 세포보다 살아있는 

세포내에서 흡착능력이 더 크다는 보고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죽어있는 균 사체를 넣고 실험한 실험결과 값이 실제 살아있

는 세포를 주입하였을 때의 균 흡착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Pseudomonas sp.의 중금속 독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금속에 의한 생장 저해율을 알아 볼 

수 있는 반 생장 농도인 IC50값을 이용하였다. 이번 실험

에서 선택된 5가지 중금속(Cu, As, Zn, Ni, Cd)에 대한 

Pseudomonas sp.의 생장저해효과 확인 실험 결과  Pseudomonas 
sp.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 중금속은 카드뮴> 아연> 구
리> 니켈> 비소순으로 나타났다. Eisler.(2000)에 따르면 담

수 생물체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중금속이 카드뮴

이라는 보고와 일치한다. 본 연구진이 이전 연구에서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에 인 축적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Acinetobacter 
sp.를 가지고 5가지 중금속에 따라 생장 저해 효과가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 Acinetobacter sp.에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 중금속은 수은>니켈>카드뮴>구리>아연 순 이었다

(Chung et al., 2006). 이는 아연보다 카드뮴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나 이에 반해 니

켈의 경우 Acinetobactor sp.에서는 카드뮴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카드뮴이 니켈

보다 약 10배나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리 역시 이전 

연구에서는 아연보다 더 민감하다고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에

서는 아연이 구리보다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금속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사망 혹은 행동양상의 차

이 등)은 생물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도 특이적으로 나타난

다고 한 보고(Milani et al., 2003)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Pseudomonas sp.의 인 축적능력이 5가지 중금

속에 의해 저해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에서

는 비소의 경우 실험에 사용한 농도가 실제 Pseudomonas 
sp.의 반 생장 농도에 근접한 농도 보다 고농도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된 가장 낮은 농도인 25 mg/L에서 

50%보다 훨씬 낮은 21.8%까지 줄어들었다. 카드뮴은 카드

뮴의 반 생장 농도보다 약간 높은 농도에서 인축적율이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구리는 IC50값과 비슷한 농도에서 50%이

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장이 저해되면 인을 축적하는 능

력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연과 니켈의 경

우 실험에 사용된 농도에서는 인축적율이 50%이하로 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중금속 노출시간에 따라 중금속 종류에 

따라 적응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보고(Cho et al., 2004)를 

통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아연, 니켈이 초기 Pseudomonas 
sp.의 생장에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금속에 

적응하여 최고 생장농도가 중금속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

와 비슷한 농도까지 생장하였기 때문에 인축적율이 무처리구

에 비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금속

으로 인해 무처리구 대비 처리구에서 약 15-17% 가까이 인 

축적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연구에서는 Pseudomonas sp.가 생체내의 인을 축

적하여 인을 제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균 표면에 흡착하여 인

을 제거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로 

하수 처리장에서 균의 활용을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되며 실제 실험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내

의 일정농도의 중금속을 처리한 후 Pseudomonas sp.의 활성 

및 인 축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고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에 인 축적 미생물에 속하는 다른 세균들의 중금속 

독성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인 제거 공정의 효율

적인 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  론

Pseudomonas sp.의 인 축적률은 30℃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 에서는 인 농도의 변화가 없

었고 미생물을 접종하였을 때는 약 90%가까이 인 농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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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가지 중금속에 따른 
Pseudomonas sp.의 생장은 중금속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되었다. IC50값은 구리,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이 각 각  

2.35, 11.04, 1.80, 4.92, 0.24로 이 데이터를 기초로 

Pseudomonas sp.의 생장에 가장 민감한 중금속은 카드뮴> 
아연> 구리> 니켈> 비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속에 따

른 인 축적능력은 중금속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에 유입되

는 폐수의 중금속 농도의 범위를 결정짓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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