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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ineralization has been explored for geochemical cycles and microbial tolerance mechanisms to metal toxic-

ity. Here, we are introducing NanoFermentation which enables economic, environmentally friendly, requiring low

input energy, and scalable manufacturing of nano-dimensioned magnetite. We are also focusing on controlling fac-

tors of crystallite size which can determine superparamagnetism and ferrimagnetism. Controlling factors are such as

microbial species, temperature, incubation time, medium composition, substituted elements and their concentration,

precursor type, reaction volume, precursor concentration density and their combinations. Crystallite size distribution

of biomagnetite depends on the balance between nuclei generation and crystal growth. Biomineralization will eluci-

date elemental cycles on earth crust and microbial ecology as well as it will be applied to material sciences and

devices via massive production of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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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의한 광물합성은 지화학적 순환 및 미생물의 독성에 대한 저항기작을 위해 주로 연구되어져 왔으나 본 논

문에서는 NanoFermentation을 통한 경제적, 친환경적, 저에너지, 대량생산이 가능한 나노입자 크기의 자철석 합성연

구를 소개하고 또한 초상자성(Superparamagnetism)과 준강자성(Ferrimagnetism)을 결정짓는 입자크기에 대한 조절

인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NanoFermentation을 통한 자철석의 합성 시 입자 크기의 조절 인자는 선택된 미생물 종 및

배양 온도, 배양액의 화학적 조성, 배양기간, 치환된 원소의 조성 및 함량, 자철석 전조물질(Precursor)의 형태, 반응

부피의 증가 및 자철석 전조물질의 농도와 같은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주로 핵형성 및 결정 성장의 균

형에 의해 조절된다. 생광물화 작용을 통한 무기재료의 합성 연구는 앞서 언급한 지표에서의 원소의 순환 및 미생물

생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최종 산물인 나노입자의 대량 생산을 통해 재료학적 응용 분야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예

상된다.

주요어 : 자철석, NanoFermentation, 나노입자, 크기조절인자

1. 서 론

자철석 (Magnetite, Fe2+Fe3+
2O4)은 AB2O4 (A,

divalent; B, trivalent)의 스피넬(Spinel) 구조를 가지며,

자연에서 산출되는 자철광은 준강자성(Ferrimagnetism)

을 보인다. 자철석 내 2가 또는 3가철의 일부가 흔히

원자가와 이온반경이 유사한 다른 원소들과 치환되어

산출되며, 자철석 내 다른 원소의 치환과 자철석의 크

기에 따라 포화자성 및 큐리온도(순수한 자철석의 경

우 575oC) 등이 다양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자철석은 그 활용도 면에서 어떠한 물질보다도 다양

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

내 특정 내장기관에 대한 화학요법 시 약물의 운반체

(Ziolo et al., 1992), Magnetocaloric 펌프(Lov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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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자성체 기억소자(Billas et al., 1994), Ferrofluid

(Love 2005), 자기공명영상 (Lemke et al., 2004), 레

이더파 흡수물질(Caffarena et al., 2008), 그 외에도

실생활에 직접 이용 가능한 정수 기술(Yavuz et al.,

2006)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철석 재료는 대부분 자철광 등

자연산 시료에서 선별 분리해낸 마이크론 크기 이상의

혼합물질이 주를 이루며, 특정활용도를 지닌 나노입자

의 자철석은 주로 무기합성을 통해 소량 생산되어 사

용되고 있다.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생광물화작

용(Biomineralization)을 통해서도 자철석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한 금속의 환원 연구는 토양 오염의 여

부에 관계없이 천부지권 지표하 환경에서의 철, 산소,

질소, 인, 황 등의 순환과 관련한 생지화학적 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꾸준히 수행되어왔다(Lovley

et al., 1987; Lovley, 1995; Fredrickson et al.,

1998, 2001). 특히 철과 관련하여 생지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인 자철석 나노입자들에 대한 재료학적 측면에

서의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며(Love et al.,

2004, 2005; Roh et al., 2001; Yeary et al., 2005,

2011) 미생물을 이용한 자철석의 대량 생산 연구도 시

작되었다(Moon et al., 2010a). 

미생물에 의한 난용해성 나노입자의 산출은 미생물

생리학적 측면에서 금속이온의 독성에 대한 저항의 방

법들로 유출 펌프(Efflux pump)를 이용한 Plasmid-

encoding 기작, 세포벽에 흡착시키는 격리, 비독성화

물질과의 새로운 결합, 금속을 Organometallic 화합물

로 전환시키는 효소 기작, 혹은 Microbially mediated

precipitation 등으로 이해되어져 왔다(Wang et al.,

1997). 이러한 생광물화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Lowenstam, 1981), 이중 Biologically con-

trolled mineralization (BCM)은 Magnetotactic bacteria

의 경우와 같이 (Blakemore, 1975) 미생물의 생리학

적 병리학적 기작 등에 의해 난용해성 광물을 세포 내

혹은 표면(외벽)의 특정 위치에 침전시키는 것을 말한

다. 반면 Biologically-induced (or mediated) minera-

lization (BIM)은 미생물의 활동, 호흡과 관련하여 방출

되는 전자들에 의해 세포 주변의 전기화학적 조건(pH/

Eh)이 변화함에 따라 환원 가능한 원소들이 환원되면

서 수용액(배양액) 내에 우세한 과포화된 이온 종에 의

해 결정된 난용해성 광물을 세포 밖에 침전시키는 것

을 말한다(Fig. 1).

본 논문에서는 BIM의 한 가지인 NanoFermentation

을 소개하고 본 기작을 통한 자철석의 합성시 발생학

적 기술을 거치지 않은 자연에서 채집된 그대로의 미

생물을 이용하여 낮은 투입 에너지, 높은 재현성, 반응

기의 크기에 무관한 균질한 최종산물의 생산, 유기 용

매 등과 같은 독성물질 또는 Organometal과 같은 비

싼 원재료 등이 필요 없는 다양한 이로운 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중 입도와 관련하여 NanoFermentation

의 조절 인자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NanoFermentation

NanoFermentation은 아직 과학 공용어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오크릿지 미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NanoFer-

mentation은 BIM의 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미생물

(주로 고온성 금속환원 발효미생물)의 활동(주로 환원

과 생광물화 능력)을 구동력으로 이용하여 미생물 주

변의 미세 열역학적환경(pH/Eh)을 조절하고 목표물질

Fig. 1. (Left) Magnetotactic bacteria MC-1 (Bazylinski and Frankel, 2000) and (Right) metal-reducing bacteria TOR-39

(Lov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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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전되기 쉬운 전기 화학적 환경을 구성하고(Zhang

et al., 1998) 세포의 멤브레인을 핵 형성(Nucleation)의

형판(Template)으로 활용하여(Slobodkin et al., 1997),

열역학적 조건 하에서 계 내에 과포화된 우세한 원소

들로 구성된 침전물의 결정성장을 촉진하며, 이때 발

생하는 최종산물인 나노 크기의 침전물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전체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배양액(pH=8.6, Eh=40 mV)에 Thermoa-

naerobacter strain TOR-39 (Liu et al., 1997)을 3

가 철과 함께 2 주간 배양하면서 자철석의 형성 및

전기화학적 조건 변화를 관찰하면 포도당(Glucose)의

발효에 의해 각종 유기산 및 CO2가 발생되어(Zhang

et al., 1996) pH는 7.5, 미생물이 배양액 계 내로 공

급한 전자에 의해 Eh는 -200에서 -300 mV까지 떨어

진다(Fig. 2/Roh et al., 2001). 이는 변화된 전기화학

적 조건이 자철석이 형성될 수 있는 열역학적 안정 영

역에 속하는 것을 지시한다(Zhang et al., 1998). 따라

서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나

노크기 침전물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개발 중인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스텔스 기술은 레이터

파를 흡수하는 도료 물질을 이용하여 레이더 파의 난

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일컬으며, 이 도료의 주구성

물질인 자철석과 적철석을 에폭시와 혼합하여 사용한

다. 만일 다종의 특정 원소로 치환된 자철석의 효율이

가장 높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물질을 중국이나 호주

등지의 호상철광형성(Banded Iron Formation)에서 유

사한 화학조성을 가진 자철광을 탐사하여 채광하기는

매우 비경제적이다. 또한 선별된 자철석의 입도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흔히 막대한 기계적 에너지가 사용되

는 연마 (Grinding)나 볼 밀 분쇄기(Ball mill)를 사용

하는데 이러한 후처리의 경우 입자 표면이 오염되거나

또는 장시간의 후처리로 상의 변환이나 예기치 않은

이차광물이 생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Rabanal

et al., 2003).

무기 합성의 경우, 실험실 규모에서는 Organometallic

중합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격도 높고 유기물과의 결

합을 파괴하기 위해 최소한 500oC의 열을 가하여야

한다(Roca et al., 2006). 솔젤(Sol-gel) 합성 시에도

진공 하에서 최소 250oC의 에너지가 필요하다(Xu et

al., 2007). 이러한 무기 합성의 경우 대부분 1-수백

gram의 범위 안에서 균질한 최종 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나, 1 kg을 초과하는 규모에서는 균질한 자철석을

생산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NanoFermentation의 경우

30L의 반응기에서 1kg (wet weight) 이상의 순수한

자철석 및 Zn로 치환된 자철석을 연속적으로 생산하였

으며, 후자의 경우 각 batch의 평균입도는 13.1±0.8

nm로 10% 범위 내에서 입도분산을 보이는 높은 재현

성을 보여주었다(Moon et al., 2010a). 이 기술은

2006년 R&D 100 Award와 Micro/Nano 25 Award

를 수상하여 무기합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량생산 기

술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NanoFermentation은 광합성과 같이 표면적에 비례

하는 반응이 아니므로 반응부피와 무관하게 균일한 반

응이 일어나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독성이 강한 유

기용매나 계면 활성제 또는 전자 전달체나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낮은 투입 에너지, 값싼 포도당

(Glucose) 용액 만으로 직접 나노 사이즈의 자철석을

생산 가능한 방법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최종산물이 나

노입자로 산출되기 때문에 추후에 입자크기를 줄이기

위해 대량의 기계적 에너지가 사용되는 볼 밀 분쇄기

(Ball mill)를 이용한 분쇄가 필요하지 않다.

3. NanoFermentation의 조절 인자

3.1. 미생물의 수집

앞서 언급한 Magnetotatic bacteria뿐만 아니라

NanoFermentation에 이용되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극

한 환경에서 주로 채취된다. 예를 들어 오크릿지 미국

Fig. 2. pH-Eh stability fields for hematite, magnetite, and

siderite in the H2O-Fe-CO2 system at 25oC and 1 atm

pressure (Roh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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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자철석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

용되는 금속환원미생물인 Thermoanaerobacter strain,

TOR-39의 경우, 미국 에너지부(U. S. DOE)에 의해

주도된 Subsurface Science Program (1992-1999)을

통해 버지니아 주 Taylorsville Triassic 분지 내에 지

하 3 km에서 채취한 퇴적암에서 분리한 미생물 종으

로 65oC 정도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고온성 미

생물이다(Liu et al., 1997). TOR-39는 3가 철(Fe3+),

3가 코발트(Co3+), 6가 크롬(Cr6+) 등을 환원시킬 수

있으며(Zhang et al., 1996), Co, Cr, Mn, Ni 여러

원소들과(Roh et al., 2001) 더불어 Nd, Gd, Tb, Ho

및 Er과 같은 희토류 원소를 자철석 내 철 원소들과

치환하여 자철석을 합성시킬 수 있다(Moon et al.,

2007a).

대표적인 저온성 미생물인 Shewanella sp. strain

PV-4(Roh et al., 2006)의 경우 하와이 연안의 주상형

태의 해저열수분출구 주변에서 채집되었으며, 혐기성환

경 하에서 3가 철을 이용 각종 금속원소가 치환된 자

철석을 형성한다(Moon et al., 2007b). 이들 모두 자

연에서 수집되어 발생학적인 조작을 거치지 않은 비병

원균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3.2. 배양액의 준비 및 배양과정

주로 논의될 TOR-39과 PV-4 배양액의 조성은

(Moon et al., 2007b) 다음과 같다 (g/L): 2.5 NaHCO3,

0.08 CaCl2·2H2O, 1.0 NH4Cl, 0.2 MgCl2·6H2O,

10.0 NaCl, 7.2 HEPES (hydroxyethylpiperazine-N-

2-ethanesulfonic acid), 0.5 yeast extract, 0.1 mL

of 0.1% resazurin, 10 ml of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trace minerals and 1 ml of

ORNL vitamin solutions (Phelps et al., 1989). 기타

의 전자 전달체(예: Anthraquinone disulfonate)나 환원

제(예: Cysteine)는 무산소 미디어에 첨가하지 않았다. 미

네랄 용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mg/L): 1500 Nitri-

lotriacetic acid, 200 FeCl2·4H2O, 100 MgCl2·6H2O, 20

Sodium tungstate, 100 MnCl2·4H2O, 100 CoCl2·6H2O,

1000 CaCl2·2H2O, 50 ZnCl2, 2 CuCl2·2H2O, 5 H3BO3,

10 Sodium molybdate, 1000 NaCl, 17 Na2SeO3,

24 NiCl26H2O. 또한 비타민 용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

다 (g/L): 0.02 Biotin, 0.02 Folic acid, 0.1 B6

(Pyridoxine) HCl, 0.05 B1 (Thiamine) HCl, 0.05

B2 (Riboflavin), 0.05 Nicotinic acid (niacin), 0.05

Pantothenic acid, 0.001 B12 (Cyanobalamine) crys-

talline, 0.05 PABA (P-aminobenzoic acid), 0.05 Lipoic

acid (thioctic) (Moon et al., 2007a).

자철석의 형성에 있어서 미생물에게 주어지는 영양

소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OR-39는

10 mM의 Glucose, Acetate, Lactate 등과 함께 65oC

에서 2 주간 배양하면 자철석을 형성한다(Liu et al.,

1997). 하지만 NanoFermentation 과정 중에는 가장

자철석 산출량이 많은 영양소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자철석의 전조물질로 이용되는 Akaganeite (β-FeOOH)

80 mM과 2% (vol)의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각각 접종하여 배양한 경우 모든 경우에 자철석을 얻

을 수 있다(Fig. 3). 그러나, Lactate나 Acetate를 접

종한 시료의 경우 2주간 Pressure tube의 바닥에 침

전된 전조물질(Precursor)의 최상부에서만 검은색을 띠

며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자철석이 발견되는 반면,

포도당(Glucose)를 접종한 시료는 모든 전조물질

(Precursor)이 자철석으로 변하여 자성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미생물 생리학적 연구와 맞물린 생지

화학적 연구에서는 영양소에 따른 각각의 자철석에 대

하여 관심을 가지지만 NanoFermentation의 입장에서

는 좋은 품질의 최다 산출량의 경우를 적용한다.

중탄산나트륨(NaHCO3)은 미생물의 배양 시 사용되는

대표적 pH 완충제(buffer)로 생물학적 pH 완충제인 3-

(N-morpholino)propanesulfonic acid (MOPS)나, HEPES

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탄산이나

인산과 같은 전기음성도가 큰 염을 사용할 경우 배양

액 제조 시 침전물을 만들기도 하며 NanoFermentation

에 의한 최종산물의 광물상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탄산나트륨(NaHCO3) 30 mM 이하에서는 자철

Fig. 3. Biomagnetite from pure FeOOH incubated with 10

mM of glucose, acetate, and lactate in duplicate (from the

left) showed high yield from glucose compared to lactate

and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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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단일물질을 합성시키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금

속 환원 미생물들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탄산염 광물

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능철석과 자철석이 함께 산출되

어 최종 산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Roh et al. 2001).

또한 대량생산의 경우 멸균 시 사용하는 초자 반응

기의 파열을 막기 위해 통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때 중

탄산나트륨(NaHCO3)은 CO2로 다량 방출되어 배양액

의 pH buffer 능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탄산나트륨(NaHCO3)만의 시료를 멸균 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나 미생물

배양액의 일부시료 채취가 가능한 대규모 반응기의 경

우 1-10M의 NaOH 또는 KOH를 이용하여 pH를 유

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접종 전 배양액의 최종 pH

는 8.0-8.2를 유지한다.

 기본성분이 용해된 배양액은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서 끓이고 냉각 시에도 계속적으로 질소가스로 무산소

환경을 유지한다. 통기구가 없는 미생물 배양 병인

Pressure tube나 Serum vial, Culture bottle로 분주

시에도 각각의 용기를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실시한

다. Fermentation의 경우 배양온도의 증가에 따른 배

양액 및 Headspace의 부피 증가와 함께 다량의 이산

화탄소가 발생하므로 배양액은 용기의 1/3을 넘기지 않

는 것이 좋다. 각각의 용기는 Butyl rubber stopper와

Aluminum crimp로 밀봉한다.

미생물 배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시판되는 2 L

이상의 실험의 경우에는 최종농도를 고려하여 농축된

기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12 L나 20 L

의 유리수조의 경우 멸균시 5 psi 이상의 범위에서 균

열 혹은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2개 이상의

통기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통상 2시간 이상 멸균

후, 멸균기 내부 온도가 70oC까지 냉각된 후 꺼내어

0.2 µm 필터를 통과한 질소가스를 흘려가며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3.3. 미생물의 선택 및 이에 따른 온도조건

미생물의 선택은 곧바로 해당 미생물의 활동도가 가

장 높은 적정 온도를 제공해야하므로 온도 조건이 수

반된다. Akaganeite를 저온성 금속환원미생물인 She-

wanella W3-7-1(Stapleton et al., 2005)과 14oC에서

배양한 경우 20-40 nm 입도 분포를 가지는 자철석이

산출되며, 이때 형성된 자철석은 초상자성(Super-

paramagnetic) 입자 크기에 속한다. 같은 전조물질을

이용한 동일한 조건에서 고온성 금속환원미생물인

TOR-39과 65oC에서 배양한 자철석은 300 nm 이하의

크기로 입도가 더욱 더 증가됨을 보인다(Roh et al.,

2003).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Modulation energy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성장 방향의 선택성이 떨어져 대

부분 구상으로 산출된다. 동일한 PV-4를 이용하여 다

양한 온도에서 배양한 경우, 8oC 미만에서는 10-40

nm의 자철석이 18-37oC 사이에서는 30-200 nm 크기

의 자철석을 형성하였으며(Fig. 4), 이는 온도 조건이

미생물의 성장속도와 자철석 결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시한다(Roh et al., 2006). 온도 조

건은 미생물의 성장속도, 자철석의 전조물질인 Aka-

ganeite의 환원 및 용해속도의 증가, 계 내에서 새로운

결정핵의 형성과 기존에 생성된 결정핵의 성장 사이에

서의 균형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도를 조절하게

한다.

예를 들어 순수한 자철석 및 Mn, Zn, Co, 혹은 Ni

로 일부 치환된 자철석을 Shewanella PV-4와 상온에

Fig. 4. TEM images of magnetite formed by PV-4 at

various temperatures. A, 4oC; B, 8oC; C, 18oC; D, 28oC; E,

37oC. Small crystals (10-40 nm) were formed at temperatures

below 8oC (A and B), while large crystals (30-200 nm)

were produced at higher temperatures (C, D, and E) (Roh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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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5일간 배양한 경우와 Thermoanaerobacter TOR-

39과 30일간 배양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PV-4와 배양

된 자철석이 더 높은 포화자성을 보인다(Moon et al.,

2007c). Superparamagnetic domain과 Single-grain

domain의 경계를 약 20-35 nm 로 볼 때(Butler and

Banerjee, 1975), 저온에서 PV-4와 배양된 시료는

Superparamagnetic 입자인 반면 TOR-39과 배양된 시

료는 Single-domain 입자로 산출된다(Fig. 5A). 이 같

은 결과는 합성된 모든 자철석의 대자율과 입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Fig. 5B). PV-

4와 배양된 자철석은 치환과 상관없이 대부분 10-25

nm이하의 Superparamagnetic 입도이며 6×10-6이상의

대자율을 보인다, 반면 TOR-39과 배양된 시료는 20-

80 nm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6×10-6 이하의 대자율을 보인다. 

3.4. 배양기간에 따른 입도변화

높은 자성을 가지는 Superparamagnetic domain의

자철석 입자를 생산하기 위해 저온성 미생물을 사용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PV-4를 이용하여 자철석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모된 반면 TOR-39

은 10시간 이내에 약 12 nm의 크기로 산출되기 시작

하며, 24시간 이내에 110 nm, 22일 동안 130 nm까

지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다(Zhang et al., 1998). 따라

서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할 경우 단 시간 내에 최종산

물을 회수하여, 생산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용된

고온성인 TOR-39의 경우 저온성인 PV-4에 비해 세대

시간(doubling time)이 3시간 정도로 짧아 생장곡선의

진행과정 중 보다 빨리 정지기(Stationary phase)에 도

달한다. 따라서 24시간까지의 대수증식기 동안 원활한

3가철의 환원을 통해 빠른 결정성장을 초래한다. 이후

빨리 도래한 정지기에서는 현격히 결정성장 속도가 감

소한다.

배양 기간에 따른 입도 변화 역시 시간에 따른 단일

조건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기타 조절인자들과 연관

시켜 고려하여야 한다. Zn로 치환된 전조물질인

Akaganeite를 이용하는 경우, 순수한 Akaganeite와

Zn 이온을 혼합하여 접종한 경우 보다 결정 크기의 증

가는 현저히 나타난다. Zetasizer를 이용한 평균 입도

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2주 배양 후 40 nm에서 3

주에는 100 nm까지 증가한 반면, 후자의 경우 22

nm에서 26 nm로 증가함에 그쳤다(Moon et al.,

2007b). 배양기간에 따른 입도 조절이 원소의 치환 및

전조물질의 선택에 따라 결정핵 형성과 결정 성장간의

균형으로 지배받고 있음을 지시한다.

3.5. 치환 원소 및 농도에 따른 입도

자철석 내의 일부 철 원소를 치환하는 경우, 수용액

내에서 각 원소마다 Hydrolysis constant, 전자가, 이

온 반경, 고유한 치환자리에 대한 우선도(Preference)

등에 기인하여 2가 혹은 3가 철과 동일하게 자철석 구

조를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치환하고

자 하는 원소에 따라 Incongruent incorporation이 발

생하며, 이는 Ni과 Co의 경우 Mn과 Zn보다 심하게

발생한다. 철에 대한 각각의 치환 원소의 상대적 함량

을 치환된 전조물질인 Akaganeite, 치환된 자철석, 잔

여 배양액 내에서 비교해 보면, Zn와 Ni의 경우 전조

물질에 10 mol% 치환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Zn의

Fig. 5. Saturated magnetisation depending on external magnetic field (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gnetic

susceptibility and crystallite siz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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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철석에 22 mol%, 잔여 배양액에 17 mol%로

Ni의 자철석 치환 6.4 mol% 및 잔여 배양액 내에 55

mol%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Fig. 6A). 본 시료는 Oxalate로 전처리 후 ICP로 화

학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표면에 흡착 또는 비반응

Akaganeite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Zn가 Ni보다

더 균질하게 자철석 구조 내로 치환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속추출(Sequential extraction)을 통한

자철석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Sidhu

et al., 1978).

자철석 전조물질인 Akaganeite의 합성시 Ni의 Cation

mole fraction을 0.02, 0.1, 0.2와 0.3까지 다양하게 합

성하여 TOR-39와 PV-4와 함께 배양한 경우, 순수한

akaganeite와 배양한 기준시료의 90 nm와 30 nm에

비해 80 nm에서 20 nm와 20 nm에서 5 nm로의 크

기 감소를 보였다 (Fig. 6B). 전조물질에서 치환된 금

속의 Cation mole fraction이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용해되어 나오는 금속의 독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의 활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환원력

은 차례로 배양액 내의 독성 금속이온의 농도에 비례

하여 연속적으로 작아지므로, 높은 Cation mole

fraction을 가진 전조물질에서 용해되어 나온 높은 금

속 이온농도를 가지며 이 독성에 의해 저해 받는 미생

물의 활동도에 의해 결정 성장이 느리게 진행됨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이 치환된 Goethite의 미생

물에 의한 용해도 실험에서 Mn, Co, Al, Cr의 순서로

반응속도가 빠른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Bousserrhine et al., 1999)

3.6. 전조물질(precursor)의 형태

철의 환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대부분 3가철을 포

함하는 비정질 혹은 Akaganeite (Zhang et al., 1997)

나 Ferrihydrite (Kukkadapu et al., 2004)를 사용하

는데 이는 미생물의 활동을 통한 철의 환원 및 배양액

내로의 용해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전조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입도가 조절된다.

이는 미생물이 활용가능한 철 이온의 농도, 새로운 핵

의 형성, 그리고 결정질 핵의 성장이 모두 영향을 미

친다.

만일 일정한 금속 원소를 자철석에 치환시키려고 할

때 철과 독성이 있는 금속염을 접종한 경우 금속 이온

은 그 농도에 비례하는 독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보

다 높은 함량의 금속원소를 자철석 내에 함유하기 위

해서는 금속 원소가 이미 치환된 Short-range ordered

mineral인 Akaganeite를 전조물질로 사용한다. 이때는

일부의 철 및 금속이온이 Akaganeite로부터 용해되어

나오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자철석이 형성되므로 배양

액 내에서 금속 이온의 형태로 독성을 갖게 되는 금속

이온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함

량의 금속을 치환 가능하다(Phelps et al., 2006). 순

수한 Akaganeite와 독성이 강한 금속 이온을 사용한

경우 40 mM equivalent Fe 전조물질(Precursor)에

대해 Cr은 1 mM 이하, Ni은 2 mM 내로 치환 가

능하지만 (Roh et al., 2001) 이미 치환된 Akaganeite

Fig. 6. (A) Comparison of metallic cation mole fraction in precursor theoretically, metal substituted magnetite and final

residual media where equal heights of bars would indicate uniform incorporation (Data from Moon et al., 2007c). (B)

Average crystallite size of Ni-substituted magnetite with TOR-39 at 65oC for 30 days and PV-4 at a room temperature for 75

days in duplicates; dashed lines of control with pure magnetite (Moon et al.,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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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경우 Cr은 1.8 mM 이상, Ni은 10.8

mM 이상 치환이 가능하므로 더 넓은 범위의 치환이

가능해진다(Moon et al., 2007b).

또한 순수한 Akaganeite, 금속이 치환된 Akaganeite,

혹은 순수한 Akaganeite와 금속 이온의 사용에 따라서

입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배양액 내에 형성된 자철

석 핵과 이미 결정화된 자철석의 결정성장 간에 균형

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6 mM의

Zn0.15Fe0.85OOH와 견주어 36 mM의 순수한 FeOOH

와 Zn 이온을 각각 접종하고 21일간 배양한 경우 형

성된 자철석에 대한 전자현미경하 결정의 평균크기는

전자의 경우 27 nm (N=90), 후자는 15 nm (N=153)

로 나타났다(Fig. 7, Moon et al., 2010b). 이는 후자

의 경우 배양액 내에 이온으로 공급된 Zn 이온 및

Akaganeite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철 이온 모두가 핵으

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성장보다는 다량의 핵

을 형성함으로 평균결정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반면 치

환된 전조물질을 이용하는 경우 자철석 형성을 위한

핵 형성은 전부 치환된 전조물질로 부터 용해되어 나

온 Fe, Zn 이온에 의존하기 때문에 핵이 공급되는 것

보다 결정성장으로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7. 반응부피의 증가 및 Concentration density

고상 반응(Solid state reaction)을 이용한 무기 합성

의 경우 대량 생산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반응로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반응로의 중심부와 외곽

부에 열 구배 때문에 반응기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입

도 및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불균질 산물을 얻게 된다.

하지만 NanoFermentation의 경우 반응기의 용량이 증

Fig. 7.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Zn-

substituted magnetite (A) incubated with pure akaganeite

and zinc salt, (B) Zn-substituted akaganeite precursor (from

Moon et al., 2010b).

Fig. 8. (A) Prototype scale-up experiment from 10 mL, 100 mL, 500 mL, 1 L, and 12 L of medium in batch (Moon et al.,

2010a). (B) 35 L reactor for large scale fermentative production of nanoparticles with continuous operation with harvesting

and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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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최종 산물의 중량당 반응시간의 단축, 재현

성 및 회수율의 증가, 원하는 열역학적(pH/Eh) 조건의

조절 능력 등이 증가하게 된다(Fig. 8). 예를 들어 배

양 시 독성 금속 이온을 접종하는 경우, 10 mL 배양

액을 가지는 Pressure tube에 접종하는 경우 독성이

강한 농축된 금속 이온이 배양액 내에서 확산되어 나

가며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피는 전체 부피에 비

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30 L 의 배양액을

가진 반응기에 금속 이온을 접종하는 경우 확산에 의

해 균질하게 전체 배양액에 분산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독성임계농도(Toxic threshold concentration) 이상으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부피는 전체 반응기의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pH의 적정 또

는 접종액의 농도 조절 등 실험용서(Experimental

forgiveness)가 커지므로 재현성 또한 높아진다. 일례로

30 mL 배양액 규모에서 산출되는 순수한 자철석은

41.3±5.1 nm 인 반면(Yeary, 2005) 1,000배 증가된

30 L 배양액의 반응로에서 pH 모니터링 및 조절, 전

자공여체(Electron donor)의 주기적 공급 등 보다 알

맞은 미생물 성장 환경을 공급해 준 경우 75.8±5.1

nm의 입도를 가졌다(Moon et al., 2010a). 이는 대규

모의 반응기를 이용할 경우 같은 입자 크기를 대량 생

산하는데 있어 배양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4. 결 론

자철석의 합성을 예로 살펴본 NanoFermentation을

통한 나노입자 합성 시, 다양한 입자 크기의 조절 인

자는 선택된 미생물 종 및 배양 온도, 배양액의 화학

적 조성, 배양기간, 치환된 원소의 조성 및 함량, 전조

물질의 형태, 반응부피의 증가 및 전조물질의 농도 조

건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주로 핵형성 및 결

정 성장의 균형에 의해 조절된다. 재료과학적 측면에

서 자성적, 광학적, 반도체 등 이용 분야에 따라 다양

하게 요구되는 결정입자 크기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광물화 작용을 통해 조절 가능하

며, 기존의 무기화학적 합성 방법에 비해 투입 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적 대체 생산 방법으

로의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사 사

본 논문에 건설적인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Bazylinski, D.A. and Frankel, R.B. (2000) Biologically
controlled mineralization of magnetic iron minerals by
magnetotactic bacteria. in: Lovley D.R. (ed) Envi-
ronmental microbe-metal interaction. ASM Washing-
ton DC, p.109-144.

Billas, I.M.L., Chatelain, A. and de Heer, W.A. (1994)
Magnetism from the atom to the bulk in nickel, cobalt
and iron clusters. Science, v.265, p.1682-1684.

Blakemore, R.P. (1975) Magnetotactic bacteria. Science,
v.190, p.377-379.

Bousserrhine, N., Gasser, U.G., Jeanroy, E. and Ber-
thelin, J. (1999) Bacterial and chemical reductive dis-
solution of Mn-, Co-, Cr-, and Al-substituted goethites.
Geomicrobiol. J., v.16, p.245-258.

Butler, R.F. and Banerjee, S.K. (1975) Theoretical sing-
domain grain size range in magnetic and titanomag-
netite. J. Geophys. Res., v.80, p.4049-4058.

Caffarena, V.D.R., Ogasawara, T., Pinho, M.S. and Cap-
itaneo, J.L. (2007) Synthesis, characterization of
nanocrystalline Ba3Co0.9Cu1.1Fe24O41 powder and its
application in the radar cross section reduction. Mat
Sci Pol, v.25, p.875-884.

Fredrickosn, J.K., Zachara, J.M., Kukkadapu, R.K. Gorby,
Y.A., Smith, S.C. and Brown, C.F. (2001) Biotrans-
formation of Ni-substituted hydrous ferric oxide by an
Fe(III)-reducing bacterium. Environ, Sci. Technol.,
v.35, p.703-712.

Fredrickson, J.K., Zachara, J.M., Kennedy, D.W., Dong,
H., Onstott, T.C., Hinman, N.W. and Li, S.-M. (1998)
Biogenic iron mineralization accompanying the dis-
similatory reducing of hydrous ferric oxide by a
groundwater bacterium. Geochim. Cosmochim. Acta,
v.62, p.3239-3257.

Kukkadapu, R.K., Zachara, J.M., Fredrickson, J.K., and
Kennedy, D.W. (2004). Biotransformation of two-line
silica-ferrihydrite by a dissimilatory Fe(III)-reducing
bacterium: formation of carbonate green rust in the
presence of phosphate. Geochim. Cosmochim. Acta,
v.68, p.2799-2814.

Lemke, A.-J., Senfft, von Pilsach, M.-I., Lubbe, A., Berg-
ermann, C., Riess, H. and Felix, R. (2004) MRI after
magnetic drug targeting in patients with advanced
solid malignant tumors. Eur Radiol., v14, p.1949-
1955.

Liu, S.V., Zhou, J., Zhang, C., Cole, D.R., Gajdarziska-Josi-
fovska, M. and Phelps, T.J. (1997) Thermophilic
Fe(III)-reducing bacteria from the deep subsurface:
The evolutionary implications. Science, v.277, p.1106-
1109.

Love, L.J., Jansen, J.F., McKnight, T.E., Roh, Y. and
Phelps, T.J. (2004) A magnetocaloric pump for microf-
luidic application. IEEE T. Nanobiosci., v.3, p.101-110.

Love, L.J., Jansen, J.F., McKnight, T.E., Roh, Y., Phelps,
T.J., Yeary, L.W. and Cunningham, G.T. (2005) Fer-
rofluid field induced flow for microfluidic application.
IEEE T Mechatron, v.10, p.68-76.

Lovley, D.R. (1995) Bioremediation of organic and metal
contaminants with dissimilatory metal reduction. J.
Ind. Microbiol., v.14, p.85-93.



204 문지원·노 열·Tommy J. Phelps

Lovley, D.R., Stolz, J.F., Nord Jr., G.L. and Phillips E.J.P.
(1987) Anaerobic production of magnetite by dissim-
ilatory iron-reducing micro-organism. Nature, v.330,
p.252-254.

Lowenstam, H.A. (1981) Mineral formed by organism.
Science, v.211, p.1126-1131.

Mohapatra, S., Pramanik, N., Ghosh, S.K. and Paramanik,
P. (2006)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ultrafine
poly(vinylalcohol phosphate) coated magnetite nano-
particles. J. Nanosci. Nanotechnol., v.6, p.823-829.

Moon J.-W., Yeary, L.W., Rondinone, A.J., Rawn, C.J.,
Kirkham, M.J., Roh, Y., Love, L.J. and Phelps, T.J.,
(2007c) Magnetic response of microbially synthesized
transition metal- and lanthanide-substituted nano-
sized magnetites. J. Magn. Magn. Mater., v.313, p.283-
292.

Moon, J.-W., Rawn, C.J., Rondinone, A.J., Love, L.J., Roh,
Y., Everett, S.M. Lauf, R.J. and Phelps, T.J. (2010a)
Large-scale production of magnetic nanoparticles
using bacterial fermentation. J. Ind. Micorbiol. Bio-
technol., v.37, p.1023-1031.

Moon, J.-W., Rawn, C.J., Rondinone, A.J., Wang, W., Vali,
H., Yeary, L.W., Love, L.J., Kirkham, M.J., Gu, B. and
Phelps, T.J. (2010b) Crystallite sizes and lattice
parameters of nano-biomagnetite particles J. Nanosic.
Nanotechnol., v.10, p.8298-8306.

Moon, J.-W., Roh, Y., Lauf, R.J., Vali, H., Yeary, L.W. and
Phelps, T.J. (2007b) Microbial preparation of metal-
substituted magnetite nanoparticles. J. Microbiol.
Methods, v.70, p.150-158.

Moon, J.-W., Roh, Y., Yeary, L.W., Lauf, R.J., Rawn, C.J.,
Love, L.J. and Phelps, T.J. (2007a) Microbial formation
of lanthanide-substituted magnetite by Thermoanaer-
obacter sp. TOR-39. Extremophiles, v.11, p.859-867.

Phelps, T.J., Raione, E.G., White, D.C. and Fliermans,
C.B. (1989) Microbial activity in deep subsurface
environment. Geomicrobiol. J., v.7, p.79-91.

Phelps, T.J., Lauf, R.J., Roh, Y. and Moon, J.-W. (2006)
Fermentative process for making inorganic nanopar-
ticles. U.S. Patent 7,060,73.

Rabanal, M.E., Varez, A., Levenfeld, B. and Torralba, J.M.
(2003) Optimization of the synthesis of soft magnetic
materials by mechanochemical process at room tem-
perature. Mater. Sci. Forum, v.424, p.4349-4354.

Roca, A.G., Morale, M.P. and Serna, C.J. (2006) Synthesis
of monodispered magnetic nanoparticles from differ-
ent organometallic precursors. IEEE T. Magn. v.42,
p.3025-3029.

Roh, Y., Gao, H., Vali, H., Kennedy, D.W., Yang, Z.K., Gao,
W., Dohnalkova, A.C., Stapleton, R.D., Moon, J.-W.,
Phelps, T.J., Fredrickson, J.K. and Zhou, J. (2006)
Metal reduction and iron biomineralization by psy-
chrotolerant Fe(II)-reducing bacterium, Shewanella
sp. strain, PV-4. Appl. Environ. Microbiol., v.72,
p.3236-3244.

Roh, Y., Zhang, C.-L., Vali, H., Lauf, R.J., Zhou, J. and
Phelps, T.J. (2003) Biogeochem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Fe biomineralization: Magnetite and siderite
formation. Clays Clay Miner., v.51, p.83-95.

Roh, Y. Lauf, R.J., McMillan, A.D., Zhang, C., Rawn, C.J.,
Bai, J. and Phelps, T.J. (2001) Microbial synthesis and

the characterization of metal-substituted magnetites.
Solid State Commun., v.118, p.529-534.

Sidhu, P.S., Gilkes, R.J. and Posner, A.M. (1978) The syn-
thesis and some properties of Co, Ni, Zn, Cu, Mn, and
Cd substituted magnetites. J Inorg. Nucl. Chem., v.40,
p.429-435.

Slobodkin, A.I. and Wiegel, J. (1997) Fe(III) as an electron
acceptor for H2 oxidation in thermophilic anaerobic
enrichment clutures from geothermal areas. Extre-
mophiles, v.1, p.106-109.

Stapleton, R.D., Jr., Sabree, J.L., Palumbo, A.V., Moyer,
C., Dvol, A., Roh, Y. and Zhou, J. (2005) Metal reduc-
tion at cold temperatures by Shewanella isolates from
various marine environments. Aquat. Microb. Ecol.,
v.38, p.81-91.

Wang C.L., Michels, P.C., Dawson, S.C., Kitisakkul, S.,
Baross, J.A., Keasling, J.D. and Clark, D.S. (1997)
Cadmium removal by a new strain of Pseudomonas
aeruginosa in aerobic culture. Appl. Environ. Micro-
biol., v.63, p.4075-4078.

Xu, J., Yang, H., Fu, W., Du, K., Sui, Y., Chen, J., Zeng, Y.,
Li, M. and Zhou, G. (2007) Preparation and magnetic
properties of magnetite nanoparitlces by sol-gel
method. J. Magn. Magn. Mater., v.309, p.307-311.

Yavuz, C.T., Mayo, J.T., Yu, W.W., Prakash, A., Falkner,
J.C., Yean, S., Cong, L., Shipley, H.J., Kan, A., Tomson,
M., Natelson, D. and Colvin, V.L. (2006) Low-field
magnetic separation of monodisperse Fe3O4 nanoc-
rystals. Science, v.314, p.964-967.

Yeary, L.W., Moon, J.-W., Rawn, C.J., Love, L.J., Rond-
inone, A.J., Thompson, J.R., Chakoumakos, B.C. and
Phelps, T.J. (2011) Magnetic properties of bio-syn-
thesized zinc ferrite nanoparticles. J. Magn. Magn.
Mater., v.323, p.3043-3048.

Yeary, L.W., Moon, J.-W., Love, L.J., Thompson, J.R.,
Rawn, C.J. and Phelps, T.J. (2005) Magnetic prop-
erties of biosynthesized magnetite nanoparticles.
IEEE. T. Magnetics, v.41, p.4384-4389.

Zhang, C., Liu, S., Logan, J., Mazumder, R. and Phelps,
T.J. (1996) Enhancement of Fe(III), Co(III), and Cr(VI)
reduction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by a ther-
mophilic bacterium. Appl. Biochem. Biotechnol., v.57/
58, p.923-932.

Zhang, C., Liu, S., Phelps, T.J., Cole, D.R., Horita, J., For-
tier, S.M., Elless, M. and Valley, J.W. (1997) Physi-
cochemical, mineralogical, and isotopic characterization
of magnetite-rich iron oxides formed by thermophilic
iron-reducing bacteria. Geochim. Cosmochim. Acta,
v.61, p.4621-4632. 

Zhang, C., Vali, H., Romanek, C.S., Phelps, T.J. and Liu,
S.V. (1998) Formation of single-domain magnetite by a
thermophile bacterium. Am. Miner., v.83, p.1409-
1418.

Ziolo, R.F., Giannelis, E.P., Weinstein, B.A., O'Horo, M.P.,
Ganguly, B.N., Mehrotra, V., Russell, M.W. and Huff-
man, D.R. (1992) Matrix-mediated synthesis of
nanocrystalline γ-Fe2O3: a new optically transparent
magnetic material. Science, v.257, p.219-223.

2011년 11월 21일 원고접수, 2012년 4월 22일 게재승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9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9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