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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heavy metals on the 
growth and phosphorus removal capacity of Alcaligenes sp., 
which was well known as one of PAOs(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s). METHODS AND 
RESULTS: The environmental factors used in this study 
were temperature, pH and carbon sources, and the heavy 
metals included Cu, Cd, Zn, As, and Ni. The growth and P 
removal efficiency of Alcaligenes sp. was maximal as 
temperature, pH, and carbon source were 25℃, 7, and 
glucose+acetate, respectively. Also, the IC50(median 
inhibitory Concentration) values of Alcaligenes sp. for the 
Cu, Cd, Zn, As, and Ni were 5.03, 0.08, 0.73, 282.20 and 
4.74 mg/L, respectively.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t appears that  the growth and P removal efficiency 
of Alcaligenes sp. wer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factors  
and at the best optimum condition for its growth and P 
removal efficiency, as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ere gradually increased,  its growth was correspondingly 
decreased.

Key Words: Alcaligenes sp., Environmental Factors, 
Heavy metals, 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nisms 
(PAOs),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서  론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및 기타오염원 내의 다량의 

영양염류가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되면 수중에 조류의 과다번

성이 일어나 악취유발, 병원성 세균의 번식하게 되고 수중 용

존산소(DO)가 고갈된다. 그 결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며 

수질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부영양화(Eutrophi-
cation)라하며, 이에 관여하는 제한영양소로는 인과 질소가 

대표적이다(Grady et al., 1999). 따라서 부영양화를 막기 위

해서는 인과 질소가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을 제거하는 공법은 크게 물리화학적 공법과 생물학적 

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화학적 공법은 안정적인 방법이

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생물학적 인 제거 공법

(EBPR : 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은  

단일 공정 내에서 혐기적 조건과 호기적 조건을 교차시켜 선

택적으로 일부 미생물의 인 과다 흡수기전(Luxury uptake)
을 유발하여 폐수중의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혐기 조건에서 
인염축적균(PAOs: Phosphorus accumulating microorga-
nisms)는 저장된 다중인산염(polyphosphate)을 orthophos-
phate로 분해하며 이때 얻어진 에너지를 PHB (polyhdroxy-
butyrate)의 형태로 세포 내에 저장하고 orthophosphat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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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밖으로 방출한다. 호기 조건에서는 저장된 PHB의 물질

대사를 통해 발생된 에너지를 이용 방출한 야보다 더 많은 양

의 orthophosphate를 흡수하여 폐수중의 인을 제거한다

(Levin and Sharpiro, 1965).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EBPR)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의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등의 높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적관리 기술이 명확하지 않

고 bulking과 과부하 충격에 대한 인 제거 안정성의 문제가 

남아있다(Bundgaard and Petersen, 1991).
생물학적 인 제거 공법(EBPR)에 관여하는 인염축적균은 

세포 내에 다중인산염의 형태로 다량의 인을 저장할 수 있다

(Sedlak, 1991). 지금까지 보고된 인 제거 미생물들로는 

Acinetobacter sp., Alcaligenes sp., Aeromonas sp., Pseu-
domonas sp., Microlunatus sp. 등이 보고되었다(Korstee et 
al., 1994).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 제거 공정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용존산소, pH, 영양염류, 하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류, 슬러지 체류시간 등이 있다. 이들 환경요

인으로 인한 인염축적균의 활성도의 변화는 인 제거 공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생물학적 폐수 처리공정

이 실용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작에 의해 인이 제

거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까닭에 최적 작동 조건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ino et al., 1998). 산업화

와 더불어 점증하는 산업폐수는 다량의 유기물 및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독성물질이 생물학적 하․폐수처리장에 유입되면 박테

리아를 비롯한 미생물의 활성도를 저해하여 유기물 및 영양

염류처리 효율과 침전효율이 저하되며 농축특성을 악화시키

기도 한다. 특히 구리, 수은, 납, 니켈, 카드뮴, 비소는 생물체

에 유해한 대표적인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다. 폐수 내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Hammaini et al., 2007; Choi et al., 2009).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 내의 PAOs에 대한 중금속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

구로는 Acinetobacter johnsonii에  대한 환경요인 및 중금속

의 영향에 대한 평가(Boswell et al., 1999), Acinetobacter 
sp.의 성장에 대한 중금속의 효과(Chung et al., 2006), 
Pseudomonas sp.의 성장에 대한 중금속의 효과(Kim et al., 
2010)와 구리 이온이 호기성 및 혐기성 조건에서의 인염축적

균 대사에 미치는 영향(Wang et al., 2011)에 대한 연구 등

이 발표되었다. 
Alcaligenes sp.는 호기성, 호염기성이며 그람 음성 간균으

로 물, 토양 등의 자연에 널리 존재하는 균이다(Madigan et 
al., 2009). 또한 천연고분자 화합물인 poly-β-hydroxy-
butyric acid (PHB)를 축적(Im et al., 1992)하며, 비소에 대

한 저항성이 높은 미생물으로 알려져있다(Bachate et al., 
2008). 하지만 아직까지 Alcaligenes sp.의 인 축적 능력에 대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기성 

조건하에서 인염축적균에 속하는 대표적인 미생물 종인 

Alcaligenes sp.의 환경인자에 따른 인 축적 능력의 평가 및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Cu, As, Ni, Cd, Zn)에 대한 독성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균주의 분양 및 활성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caligenes sp. 균주는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타에서 분양받은 KCTC12036 균주를 이

용하였다. 동결 건조된 분양균을 NaNO3가 첨가된 R2A 
medium에 백금이로 적당량을 접종한 후 이틀간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Agar plate에 균을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Basic medium solution은 1 L의 deionized water(D.I. 
H2O)에 NH4Cl 1.91 g, CaCl2‧2H2O 0.03 g, MgSO4‧
7H2O 0.2 g, CH3COONa‧H2O 1.25 g, yeast extract 0.02 
g, NaNO3 0.085 g을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배지는 Basic medium solution에 1000 mg/L 인산용액, 
1M Tris-HCl 완충용액(pH 7.2), 300 mg/L FeCl3․6H2O, 
200,000 mg/L 용액, trace metal solution(D.I. H20 100 
mL에 H3BO3 0.03 g, CuSO4․5H2O 0.1 g, ZnSO4․7H2O 
0.2 g, MnSO4․H2O 0.2 g, Na2Mo4․2H2O 0.04 g 용해)을 

혼합하여 KH2PO4 용액을 사용하여 최종 인산의 농도가 20 
mg/L가 되도록 조제하였다(Zafiri et al., 1999). 제조된 실

험용 액체 배지에 Agar plate에 배양된 Alcaligenes sp.균을 

백금이로 접종한 후 30℃에서 진탕배양하여 실험배지에 적응

기간을 두었다.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에 대한 환경인자의 영향 

실험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

지 환경인자 중 이번 실험은 온도, pH, 탄소원이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온도에 따른 생장 및 인 제거에 대한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서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실험배지 195 
mL을 넣고 미리 액체 배양한 Alcaligenes sp.균 5 mL을 접

종한 후 온도 조건을 25℃, 30℃, 35℃로 하였다. pH 변화

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배지의 pH를 5, 7, 9로 설정하였다. pH를 조정하기 위

해서 pH 5에서는 acetic acid 완충용액(pH 5)을 사용하였

으며, pH 7, 9에서는 1M Tris-HCl 완충용액(pH 7.2)을 사

용하여 조정하였다. 그리고 탄소원에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된 배지는 CH3COONa‧H2O을 

제외한 Basic medium solution에 glucose, acetate, glu-
cose+acetate를 탄소원으로 첨가하여 최종 탄소원 농도가 

600 mg/L가 되도록 조제하여 실험하였다.

중금속 처리에 따른 생장 및 인 제거 실험

실험에 사용된 중금속은 구리, 카드뮴, 아연, 비소, 니켈이

며, Alcaligenes sp.를 처리하지 않은 Blank, Alcaligenes sp.
만을 처리한 무처리구, Alcaligenes sp.와 중금속을 5개 단계

별 농도로 처리한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중금속의 조성은 CuSO4‧5H2O, Cd(NO3)2‧4H2O, Zn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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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2O, HAsNa2O4‧7H2O, NiCl․6H2O으로, 중금속 처리농

도는 삼각플라스크에 실험배지 195 mL을 넣고 미리 액체 배

양된 Alcaligenes sp. 5 mL을 처리한 후에 예비실험을 통해 

적정농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최종농도는 구리 2, 4, 6, 8, 
10 mg/L, 카드뮴 0.05, 0.1, 0.2, 0.3, 0.4 mg/L, 아연 0.1, 
0.5, 1, 1.5, 2 mg/L, 비소 50, 100, 200, 300, 400 mg/L, 
니켈 1, 2, 3, 4, 5 mg/L으로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초기 중

금속의 농도는 ICP (PerkinElmer, optima 5300 DV)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은 환경인자의 영향에 실험결과 확

인된 최적 생장조건에서 수행되었다.

Alcaligenes sp.의 생장 저해 농도 계산

모든 실험은 48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분광광도계(UV 
mini-1240, Japan)로 550 nm에서 6시간 간격으로 생장을 

측정하였다. 배양액의 생장률은 흡광도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측정 시간별로 최소 제곱 추정에 의한 선형 회귀식으로 

계산하였다. 균의 생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초기 값은 제거하

였고 균의 시간별 각 생장비율 값은 상관계수(r)값이 0.95이

상 값이 될 수 있도록 최소 5개의 data 값을 기초로 하였다. 
생장저해는 Inhibition(%) = (μcontrol-μheavy metals) x 100/μcontrol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μcontrol은 각각의 중금속을 처리하

지 않은 배지에서 자란 균의 시간에 따른 생장속도를 말하며, 
μheavy metals은 각각의 중금속 농도별로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균의 시간에 따른 생장속도를 의미한다. 반 생장 농도(IC50)값
을 구하기 위한 log gamma분포는 생장 저해 data를 fitting
하여 결정하였으며 log gamma분포로부터 각각의 중금속에 

대한 균의 IC50값을 계산하였다.

인의 정량

인 제거율 측정을 위하여 균을 접종한 후 0.20 μm micro 
filter로 여과한 여액을 초기농도로 하였으며, 시료채취는 6시

간 단위로 채취하였다. 배양액 중의 인 농도는 아스코르빈산-
몰리브덴청법(Callaway et al., 1995)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30℃에서 20분간 발색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88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KH2PO4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하였으며, 분석범위는 0-30 mg/L로 하였다.

결  과

Alcaligenes sp.의 환경요인에 따른 생장특성 및 인 제거

Alcaligenes sp.의 온도에 따른 생장특성 실험결과 균의 

생장은 12시간 후부터 이루어졌다. 균의 초기생장은 30℃에

서 가장 빨랐고 35℃가 비슷한 속도로 생장하였고 25℃는 

다른 온도와 비교하여 느린 속도로 생장이 나타났다(Fig. 1). 
그러나 최고 생장이 이루어진 후 정지기에 들어서는 시간이 

25℃에서 가장 늦게 나타났고 30℃와 35℃는 이보다는 빠른 

시간대에 정지기에 들어섰으며 48시간 후에는 25℃에서 가

장 높은 생장을 나타냈다.온도에 따른 인 제거율은 25℃에서 

97.49%, 30℃에서 95.68%, 35℃에서 91.04%로 나타났다

Fig. 1.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temperature.

Fig. 2.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Alcaligenes sp. in 
relation to temperature.

Fig. 3.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pH.

Fig. 4.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Alcaligenes sp. in 
relation to pH.

(Fig. 2). 균의 생장 및 인 축적능 모두 25℃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모든 실험은 25℃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특성 실험결과 균

의 생장은 pH 5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pH 9에서

는 초기 생장이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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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반면에 pH 7에서는 

미생물의 생장이 잘 일어났다. 인 제거율은 pH 7에서 가장 

높은 제거율을 나타냈으며 pH 5에서 가장 낮은 제거율을 나

타냈다(Fig. 4). pH에 따른 인 제거율은 pH 5에서 4.80%, 
pH 7에서 80.10%, pH 9에서 55.33%로 나타났다. 따라서 

pH가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 Alcaligenes sp.의 생장이 지연

되어 인 제거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배지에 첨가되는 탄소원의 변화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결과 생장

은 glucose+acetate를 탄소원으로 제공한 배지에서 가장 잘 

일어났다(Fig. 5). 각각 glucose와 acetate를 넣은 배지에서 

균은 초기에는 비슷한 속도로 생장이 이루어졌지만 acetate
를 넣은 배지의 최고 생장시기와 정지기에 더 빨리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제거율은 glucose+acetate를 첨가하였을 
때 80.10%으로 가장 높았으며 glucose만 첨가하였을 때 

64.35%, acetate만 첨가하였을 때 28.45%로 나타났다(Fig. 6). 
그러므로 탄소원으로 glucose+acetate를 첨가했을 때 생장

이 가장 잘 일어나 인 제거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금속에 의한 Alcaligenes sp.의 생장 저해

중금속에 의한 Alcaligenes sp.의 생장은 모두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의 

무처리구와 2 mg/L로 처리한 경우 24시간 이후 생장이 증

가하기 시작했지만 그 밖에 처리구에서는 생장이 미비하였으

며 최고 농도인 10 mg/L에서는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7). 카드뮴은 카드뮴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생장

Fig. 5.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carbon sources.

Fig. 6. Removal efficiencies of P by Alcaligenes sp. in 
relation to carb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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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Cd concentrations.

Fig. 9.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Zn concentrations.

Fig. 10.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As concentrations.

은 18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처리구에서는 30시

간 이후부터 생장하기 시작하였다(FIg. 8). 아연의 경우 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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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moval efficiency of Alcaligenes sp. at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selected heavy metals

Cu Cd Zn As Ni

conc.
mg/L

P removal 
efficiency, 

%

conc.
mg/L

P removal 
efficiency, 

%

conc.
mg/L

P removal 
efficiency, 

%

conc.
mg/L

P removal 
efficiency, 

%

conc.
mg/L

P removal 
efficiency, 

%

blnak 2.72 blank 0.87 blank 2.54 blank 4.38 blank 4.11

0 82.02 0 86.05 0 93.06 0 80.65 0 80.96

2 56.89 0.05 40.97 0.1 65.82 50 74.32 1 73.56

4 37.86 0.1 15.31 0.5 52.98 100 69.50 2 56.56

6 15.05 0.2 9.36 1 22.50 200 40.04 3 42.55

8 7.81 0.3 3.12 1.5 9.63 300 17.67 4 36.26

10 6.71 0.4 1.95 2 3.02 100 7.32 5 35.11

Fig. 11. Growth of Alcaligenes sp. as a function of time in 
relation to Ni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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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xic
subastance

Median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mg/L

Cu 5.03

Cd 0.08

Zn 0.73

As 282.20

Ni 4.74

리구와 0.1 mg/L로 처리한 처리구가 비슷한 속도로 생장을 

하였으나 30시간이후부터 0.1 mg/L 처리구의 생장속도가 

느려졌다(Fig. 9). 또한 최대 농도 값인 2 mg/L에서는 생장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소의 경우 무처리구와 3개의 처리구 

50 mg/L, 100 mg/L, 200 mg/L는 24시간이후부터 생장

이 일어났지만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36시간이후부터 생장이 

일어났다(Fig. 10). 니켈의 경우 무처리구의 생장속도가 1 

mg/L와 2 mg/L 처리한 처리구의 생장속도 비슷하게 일어

났지만 36시간이후부터 생장속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2 
mg/L 처리구의 경우 최대로 생장하여 정지기에 들어서는 

시간이 더 빨랐다(Fig. 11). Table 1은 5가지 중금속의 IC50

값을 정리한 표로 Alcaligenes sp.에 대한 독성효과가 가장 

큰 중금속은 카드뮴이며 가장 적은 중금속은 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중금속의 IC50값은 구리는 5.03 mg/L, 카
드뮴은 0.08 mg/L, 아연은 0.73 mg/L, 비소는 282.20 
mg/L, 니켈은 4.74 mg/L로 나타났다.

중금속처리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인 제거

중금속처리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인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모든 중금속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 제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구리의 경우 Alcaligenes sp.와 

구리를 모두 처리하지 않은 blank 배지 내의 인 농도의 변화

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Alcaligenes sp.만 처리하고 구리

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82.02%의 인 제거율을 나

타냈다. 균의 생장이 약간 이루어진 처리구인 8 mg/L와 10 
mg/L에서는 인 제거율이 8%미만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의 

경우 blank에서 인 농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카드뮴을 처리하

지 않은 무처리구의 인 제거율은 86.05%로 나타났으며 0.05 
mg/L에서 인 제거율이 무처리구의 비해 반 이상으로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연의 경우 무처리구의 인 제거

율은 93.06%이였으며 무처리구에 비하여 인 제거율이 50%
으로 떨어진 농도는 0.5-1 mg/L 사이로 이는 반 생장 농도

인 IC50값과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다. 비소의 경우 무처리구

의 인 제거율은 80.65%였으며 가장 농도로 처리한 농도가 높

아질수록 인 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300 mg/L 이상으로 처리하였을 때 인 제거율이 급격히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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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의 경우 무처리구에서의 인 제

거율은 80.96%였으며 다른 중금속 처리와 마찬가지로 농도

가 높아짐에 따라 인 제거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고  찰

Alcaligenes sp.의 인 제거율 실험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생장 및 인 제거율을 확인한 결과 초기 생장은 30℃와 35℃
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최고생장과 정지기에 25℃보다 빨

리 들어서 인 제거율은 실험종료 시간까지 생장이 일어난 2
5℃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각 온도에 따른 인 제거율은 2
5℃에서 97.49%, 30℃에서 95.67%, 35℃에서 91.04%이었

다. 이는 20℃-35℃사이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인염축적균이 

흡수하는 인산염의 양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부합한다

(Panswad et al., 2003).
pH 변화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 실험

결과는 pH 5에서는 균의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 제거율 

또한 4.80%였던 반면에 생장이 가장 잘 일어난 pH 7에서는 

인 제거율이 80.10%로 가장 높았다. pH 9에서의 인 제거율

은 55.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인 제거율을 위

한 최적의 pH 범위는 중성인 pH 6.4-7.2라는 것과 일치한다

(Yan et al., 2007).
탄소원 변화에 따른 생장 및 인 제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glucose와 acetate를 각각 첨가했을 때와 

glucose와 acetate를 혼합하여 첨가하였을 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glucose와 acetate를 혼합하여 첨가하였을 때 생장

이 가장 잘 일어났으며 인 제거율도 82.13%로 가장 높았다. 
glucose만을 첨가하였을 때 인 제거율은 64.35%, acetate만

을 첨가하였을 때 인 제거율은 28.45%로 가장 낮았다. 일반

적으로 생물학적 인 제거에 대한 기질의 효과를 보면 acetate
만을 첨가했을 때가 glucose만 첨가했을 때보다 인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물학적 인 제거를 하는 반응조

에 glucose만 주입하는 것이 acetate만을 주입 한 것보다 인

의 방출/과잉섭취 현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Yeo and 
Lee, 2006). 그러나 이번 실험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혐기를 이용한 인의 방출 과정

없이 호기 상태로만 실험을 진행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Alcaligenes sp.의 보다 효과적인 인 제거를 

위해서는 혐기와 호기상태를 교대로 병행하는 실험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Alclaligenes sp.의 5가지 중금속(Cu, Cd, 

Zn, As, Ni)의 독성에 따른 생장저해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 생장 농도인 IC50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Alcaligenes 
sp.에 가장 큰 독성효과를 나타내는 중금속은 카드뮴> 아연> 
니켈> 구리> 비소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진이 인염축적균

에 속하는 Pseudomonas sp.에 대한 5가지 중금속에 따른 생

장 및 인 제거효율을 평가한 결과 Pseudomonas sp.에 가장 

큰 독성효과를 나타내는 중금속은 카드뮴> 아연> 구리> 니

켈> 비소 순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이는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Alcaligenes sp.에 경우 구리보다는 니

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는 Pseudomonas sp.의 비소에 대한 반 생장 농도는 

11.04 mg/L였지만 Alcaligenes sp.의 경우 282.20 mg/L로 

약 25배정도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lcaligenes 
sp.가 비소로 오염된 토양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비소 저항성 

균이기 때문이다(Silver, 1996; Bachate et al., 2008). 중금

속 독성효과에 의한 Alcaligenes sp.의 인 제거능이 저해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 반 생장 농도보다 모두 높

은 농도에서 인 제거율이 50%이하로 떨어졌으므로 생장이 

저해되면 인 제거능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실험에서는 현재 실험된 단일 항목에 대한 실험을 토

대로 여러 항목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실험이 수행 될 필요가 

있으며, 생물학적 인 제거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인 제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영향인자

들인 DO, 설계인자, 양이온, NOx에 대한 실험이 더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 생물학적 인 제거공

정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중금속 처리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 및 인 제거능을 평가하면 인을 제거하는 영양염류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업폐수처

리 시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Alcaligenes sp.의 인 제거에 대한 환경인자로 각각 온도, 
pH, 탄소원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25℃, pH 7, glucose+ 
acetate이 탄소원일 때 인 제거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5가지 중금속의 독성효과에 따른 Alcaligenes 
sp.의 생장은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되었으며, 
IC50값은 구리 5.03 mg/L, 카드뮴 0.08 mg/L, 아연 0.73 
mg/L, 비소 282.20 mg/L, 니켈 4.74 mg/L로 나타났다. 
모든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장이 억제되어 인 제거 

역시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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