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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ching experiments of bone-meal phosphorus (P) solubilization by the sulfur-oxidizing bacteria Acidithio-

bacillus thiooxidans was carried out using the shake-flask methodology. The effects of bone meal dosage, 

bio-sulfur (bio-S) concentration, and amount of bacterial inoculum on the efficiency of P solubilization were 

determined. The bone meal was dissolved in bacterially produced sulfuric acid to form “soluble P.” An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bio-S as an energy substrate for the acidophilic A. thiooxidans increased the P solubilization 

efficiency. Upon addition of 5% bio-S, 10% bone meal, and 10% A. thiooxidans to the leach suspension, its 

pH dropped from 5.22 to 1.92 between days 30 and 40 of the leaching experiment; this resulted in an increase 

in water-soluble P concentration by 23.8 g P2O5 L
-1. The soluble P concentration in the suspension from the 

bioleaching experiment was >20 times higher than that in conventional liquid bone-meal fertilizers. Inorganic 

nutrients, such as N, Ca, and Mg, were also solubilized in the suspension during the bioleaching experiment. 

The role of bio-S as an energy substrate for acidophilic bacteria to leach P from bone meal during formulation 

of biofertilizers could potentially be exploited in the management of crop nutrients in organic farming.

Keywords: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Bio-sulfur, Liquid bone-meal fertilizer, Phosphorus bioleaching, 

Sulfur-oxidizing bacteria

Changes of phosphorus concentration in leach solutions obtained during bioleaching of bone 

meal by adding (a) A. thiooxidans  (○, 0%; ●, 5%; ■, 10%; ▲, 20%) and (b) bio-sulfur suspension 

(○, 0%; ●, 0.5%; ■, 1.0%; ▲, 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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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기농업에서 양분 관리는 주로 퇴비, 녹비 및 유기질 비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기 재배 농가에서

는 작물의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유기질 자재로 액비를 제조하여 관주 및 엽면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

다 (An et al., 2011).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유기농업에서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균형있게 공급

하기 위해 액비의 제조방법,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특성, 시용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Joo et al., 2001; 

Lee et al., 2004; Choi et al., 2008; An et al., 2014). 액비 중에서도 인산을 작물에 공급하기 위해 골분액비를 제조하

여 사용하고 있으나 골분액비의 인산 전함량은 0.4% 이하 (An et al., 2014)로 골분 (P2O5 22.6%)의 인산 전 함량의 약 

0.02%가 용해되었다. 이 또한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수용성 형태가 아니므로 수용성 인산 함량은 더 낮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골분을 액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무기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미생물 선발이 필요하다.

A. thiooxidans는 호기성 환경에서 성장하는 독립영양균으로 순수 황 및 환원된 황을 산화시켜 성장에 필요한 에너

지를 얻고, 생물학적으로 황산을 생성하여 배양액의 pH를 1.5 - 2.5까지 낮춘다 (Lee et al., 2006; Han et al., 2009; 

Ullah et al., 2013; Saeid et al., 2014). 생물학적으로 황산을 생성할 수 있는 황산화균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은 액비 발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기산보다 골분액비의 무기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광석에 황

산을 반응시켜 인산 비료를 화학적으로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Rajan (1983)과 Chi et al. (2006)은 황의 박테리

아 (Acidithiobacillus sp.)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황산으로 인해 인광석에서 가용성 인산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Bhatti and Yawar (2010)은 A. thiooxidans과 A. ferrooxidans을 황이 70% 함유된 진흙 (sulfur-mud)에 접종하여 인

광석을 용해시켰을 때, 인광석의 최대 인산 가용화율은 565 mg P2O5 L
-1

 d
-1이라고 보고하였다.

미생물학적 용출법에서는 Acidithiobacillus sp.의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순수 황이 이용되었으나 (Han et al., 2009; 

Xiao et al., 2011; Priha et al., 2014), 황철석 (Chi et al., 2006)과 sulfur-mud (Bhatti and Yawar, 2010)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에너지원인 황 이외에도 A. thiooxidans 용출 효율은 원소의 종류, 미생물 접종량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Gomez and Bosecker, 1999; Lee et al., 2006; Han et al., 2009). 그러나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물질의 첨

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야 되므로 미생물학적 용출법을 이용하여 골분액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황이 필요하다.

바이오 황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미생물 공법으로 황을 분리하여 현탁액 상태로 생산되며, 곤

충에 무해하고 곰팡이병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Ko et al., 2019; Shin et al., 2019; Oh et al., 2020). 그

러나 유기농자재인 바이오 황이 유기액비제조에 이용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용출법에 의한 바이오 황의 농도, A. thiooxidans 접종량, 골분 첨가량에 따른 인산의 용해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관행 액비의 낮은 인산 용해도를 개선하고, 골분액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액비 제조 재료 및 미생물 배양 액비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골분 (제주비료 (주)), 바이오 황 현탁액 (바이오 

황, 토탈아그로(주)) 및 황산화균 (A. thiooxidans)을 사용하였다. 골분의 인산 함량은 20.3%이며, 바이오 황 현탁액은 

황 50%을 포함하여 약간의 무기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1). 액비제조 방법이 농업현장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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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조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골분과 바이오 황 현탁액은 멸균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A. thiooxidans (KCTC 4515)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CTC)에서 분양 받았으며, 100 mL 삼각플

라스크에 50 mL의 medium 1053 (KCTC Media No. 1053)과 1% 황 (S0)을 넣고 A. thiooxidans를 접종하여 사전 배

양하였다. 배양액의 조성은 (NH4)2SO4 0.2 g, MgSO4･7H2O 0.5 g, K2HPO4 3.0 g, FeSO4･7H2O 10.0 mg, CaCl2･

2H2O 250.0 mg, 증류수 1,000 mL이며, 배양액 pH는 0.5 M 황산을 이용하여 pH 3.0으로 조절하였다.

미생물 배양은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순수 황 10 g L-1를 첨가하여 121°C에서 약 15분간 3회 고압 멸균 후, 멸균

한 medium 1053 배양액 200 mL를 clean bench에서 주입하고 사전 배양된 A. thiooxidans 10 mL를 접종하였다. 배

양 조건은 25°C의 교반배양기에서 100 rpm으로 20일 동안 호기성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A. thiooxidans는 미

라클로스 (Miracloth, Calbiochem corporation, USA)로 여과하였고, 미생물의 농도는 분광광도계 (Optizen POP, 

Mecasys, Korea)로 60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접종된 A. thiooxidans의 농도는 6.0 ×108 cells 

mL-1이었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bone meal and bio-Sulfur suspension used for shake-flask leaching experiments.

Material pH
O.M.

(%)

T-N

(%)

P2O5

(%)

K2O

(%)

CaO

(%)

MgO

(%)

Na

(%)

T-S

(%)

NO3-N

(mg kg-1)

Bone meal† - 50.4 3.13 20.3 0.32 24.2 0.94 - - -

Bio-S‡ 8.05 - - 0.00 1.11 1.62 1.26 6.55 50 300

†Total elemental contents; ‡Water-soluble elemental contents.

A. thiooxidans, 바이오 황 현탁액 및 골분의 혼합 비율 골분에 함유된 인산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A. thiooxidans의 접종량, 바이오 황의 농도 및 골분 첨가량에 대해 shake-flask 용출 실험을 통

해 수행하였다 (Table 2).

미생물 접종량은 멸균된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바이오 황 2%를 넣고 A. thiooxidans를 각각 0%, 5%, 10%, 20% 접

종하였다.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바이오 황 첨가 효과는 0%, 0.5%, 1%, 2%, 5%를 각각 넣고 A. thiooxidans 

10%를 접종하였다. 그리고 멸균수로 최종 부피가 100 mL이 되도록 한 후 25°C 교반배양기에서 120 rpm으로 5일간 

배양하여 박테리아로부터 충분한 양의 황산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5일간 배양 후에 삼각플라스크에 골분 10%

을 첨가하여 다시 45일간 배양하였다.

미생물 접종량과 바이오 황 첨가량에 따른 인산의 가용화 효율을 조사한 후에, 골분의 첨가 비율은 A. thiooxidans 

(5%)와 바이오 황 (5%)를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5일간 배양한 후 골분 첨가량을 2%, 4%, 10%로 조절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또한 친환경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행 골분액비를 제조하여 (골분 2 kg, 당밀 

300 mL, 건조효모 150 g, 물 10 L) 150일간 배양 후에 본 연구의 골분액비와 수용성 인산 함량을 비교하였다 (An et 

al., 2014).

골분액비 현탁액의 pH와 수용성 인산의 농도는 배양 1, 5, 6, 10, 20, 30, 40, 50일에 무균 상태에서 pH meter (Orion 

Star A211, Thermo, USA)로 pH를 측정한 후에 현탁액 3 mL를 채취하여 0.45 µm syringe로 여과한 후 희석하여 인

산을 분석하였다. A. thiooxidans의 활성도는 현탁액의 pH를 측정하여 판단하였다 (Han et al., 2009; Bhatti and 

Yawar, 2010). 인산의 농도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 (Metrohm 940 professional IC Vario, Switzerland)로 PO4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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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2O5로 환산하였다. 또한 골분액비 현탁액의 무기원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양이온 (K, Ca, Mg, Na, K, Fe, Mn, 

Cu, Zn)은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ICP-OES, Optima, 7300DV, PerkinElmer, USA)로 측정하였고, NH4

+-N

은 MgO로 알카리화여 Kjeldahl법으로 정량하였다. 음이온 (Cl, NO3, PO4, SO4)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Metrohm 

940 professional IC Vario)로 측정하였다.

Table 2. Condition of shake-flasks leaching experiments.

Set
Inoculum (A. thiooxidans)

(v/v)

Bio-Sulfur suspension

(v/v)

Bone meal

(w/v)

Final volume

(deionized water)

A 0%, 5%, 10%, 20% 2% 10% 100 mL

B 10% 0%, 0.5%, 1%, 2%, 5% 10% 100 mL

C   5% 5% 2%, 4%, 10% 100 mL

Results and Discussion

골분액비 현탁액의 pH 변화 A. thiooxidans는 호기성 환경에서 성장하는 독립영양균으로써 순수 황과 환원된 

황화합물을 산화시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생물학적으로 황산을 생성하여 현탁액의 pH를 낮춘다 (Rajan, 

1983; Chi et al., 2006). 미생물 접종량과 바이오 황 첨가량에 따른 골분액비 현탁액의 pH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바이오 황 2%에 A. thiooxidans의 접종량을 각각 0%, 5%, 10%, 20%로 조절한 조건에서는 A. thiooxidans 현탁액

의 pH (pH 1.14) 영향으로 A. thiooxidans을 접종하지 않은 무처리를 제외하고 초기 pH가 2.52에서 1.99로 미생물 접

종량이 많을수록 낮았다. A. thiooxidans를 접종한 처리구는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에 의해 배양 5일 후 pH가 2.3에서 

1.5로 낮아졌다. 골분 (10%)을 첨가한 후부터 pH가 4.5까지 증가하였으나 50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3.51에서 3.04범

위로 미생물 접종량에 의한 pH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A. thiooxidans을 접종하지 않은 무처리는 실험 기간 동안 pH가 

6.79에서 7.0 범위로 낮아지지 않았다 (Fig. 1a).

Fig. 1. pH of leach suspensions during bioleaching of bone meal by adding (a) A. thiooxidans (○, 0%; ●, 5%; ■, 10%; 

▲, 20%) and (b) bio-sulfur suspension (○, 0%; ●, 0.5%; ■, 1.0%; ▲, 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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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황을 각각 0%, 0.5%, 1%, 2%, 5% 넣고 A. thiooxidans를 10% 접종한 조건에서는 바이오 황 무처리구에서 

pH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일째는 pH 8.32까지 높아졌다 (Fig. 1b). 반면에 바이오 황 처리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pH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바이오 황 5%를 첨가했을 때는 50일 후에 pH가 1.92로 가장 낮았다. 이

는 접종된 A. thiooxidans의 활발한 대사작용에 의해 황산이 생성된 결과로 판단되며, Han et al. (2009)과 Bhatti and 

Yawar (2010)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Bhatti and Yawar (2010)은 인광석을 미생물학적 용출법으로 용해시

키기 위한 연구에서 sulfur-mud에 A. thiooxidans와 A. ferrooxidans 접종 직후 pH 2.5에서 A. ferrooxidans는 1.54, A. 

thiooxidans는 pH 1.40으로 낮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황산화균을 이용한 미생물학적 용출실험은 화학적 화

합물들로 배지를 조성하여 용출 실험을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이오 황은 황 (50%)과 무기양분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에 (Table 1) 화학적 배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황산화균의 생장과 황산화 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골분액비 현탁액의 가용화된 인산 함량 A. thiooxidans의 접종량과 바이오 황 첨가량에 따른 가용화된 인산

의 농도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 thiooxidans을 접종하지 않은 무처리에서는 50일 배양 기간 동안 인산 농도가 

0.05 g P2O5 L
-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A. thiooxidans을 접종한 처리구는 20일 이후부터 인산 함량이 급속히 증

가하였다. 배양 20일부터 A. thiooxidans 접종량이 많을수록 인산 함량이 약 1.5배 높았으나 30일 이후부터는 미생물

이 충분이 성장함에 따라 A. thiooxidans의 접종량에 의한 인산 농도의 차이는 없었다 (Fig. 2a).

Fig. 2. Changes of phosphorus concentration in leach solutions obtained during bioleaching of bone meal by adding 

(a) A. thiooxidans (○, 0%; ●, 5%; ■, 10%; ▲, 20%) and (b) bio-sulfur suspension (○, 0%; ●, 0.5%; ■, 1.0%; ▲, 2.0%; □, 

5.0%).

바이오 황 첨가량을 조절한 조건에서는 바이오 황 무처리구가 바이오 황을 첨가한 조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인산이 

용해되었고, 가용화된 인산 함량은 첨가한 바이오 황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Fig. 2b). 이는 pH변화 (Fig. 

1b)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바이오 황 5%를 첨가한 조건에서 배양 기간이 30일에서 50일로 길어짐에 따라 골분

액비 현탁액의 pH가 3.67에서 1.92로 낮아졌으며 (Fig. 1b), 인산 함량은 9.69 g P2O5 L
-1에서 23.8 g P2O5 L

-1로 증가

하였다. Han et al. (2009)은 배양액중에 황 성분이 많으면 황산화균의 생장이 활발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황산화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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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속의 황산이온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생물학적 용출과정에서는 골분에 함유된 알칼리 광물이 용해되어 생

물학적으로 생성된 황산을 중화시킨다 (Bhatti and Yawar, 2010). 따라서 골분에서 인산의 가용화 효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황 첨가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골분첨가 비율에 따른 가용화된 인산 함량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골분을 2%, 4%, 10%비율을 첨가한 조건에서 인

산 함량은 각각 6.11, 12.3 및 16.4 g P2O5 L
-1으로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관행 골분액비의 수용성 인산 농도는 1.04 g 

P2O5 L
-1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당밀에 포함된 인산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 이러한 결과로 보아 관

행 골분액비 제조 기간 동안 인산이 매우 느리게 침출되어 인산이 가용화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인산 가용화 미생

물이나 유기산 성분이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Phosphorus concentration in leach solutions obtained during bioleached bone-meal application rate, and 

phosphorus concentration of conventional liquid fertilizer (CLF) and molasses.

골분 (10%), 바이오 황 (5%) 및 A. thiooxidans (5%)을 이용하여 배양된 골분액비 현탁액에는 Table 3과 같이 인산 

(16.4 g P2O5 L
-1)뿐만 아니라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각각 0.5 g L-1) 및 칼슘 (3.5 g L-1) 등도 가용화되어 있었

다. 이는 관행액비 제조보다 무기화 과정을 촉진시켜 배양 기간을 단축시키고, 엽면시비 할 경우 작물에 빠르게 흡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골분액비 현탁액은 pH 2.49로 매우 낮고 SO4-S (1.34 g L-1)도 함유되

어 있어 작물 재배를 통한 생육 및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Table 3. pH and water-soluble inorganic nutrient in leach solutions obtained during bioleaching of bone meal†.

pH
NH4-N

(g L-1)

NO3-N

(g L-1)

SO4-S

(g L-1)

P2O5

(g L-1)

K2O

(g L-1)

CaO

(g L-1)

MgO

(g L-1)

Na

(g L-1)

Fe

(mg L-1)

B

(mg L-1)

Mn

(mg L-1)

Zn

(mg L-1)

Cu

(mg L-1)

2.49 0.53 0.51 1.34 16.4 0.16 3.54 0.78 1.29 4.40 1.18 0.05 7.88 0.12

†Leaching experimental condition: bone meal 10% (w/v), bio-sulfur 5% (v/v), and A. thiooxidans 5%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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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바이오 황을 A. thiooxidans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물학적 용출법에 의한 골분에 함유된 인산의 가

용화 정도를 50일 동안 진탕 배양하면서 조사하였다. A. thiooxidans 접종량이 많을수록 반응 20일 까지는 가용화된 

인산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일에서 50일까지는 미생물 접종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바이오 황 함량이 

5%인 경우가 인산함량이 23.8 g P2O5 L
-1로 가용화 효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골분액비 현탁액은 관행 골분액비

보다 수용성 인산 농도가 20배 이상 높았으며, 질소 및 칼슘 등의 무기양분이 가용화 되어 유기농업에서 작물의 양분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ject No. 2019R1A6A3A01096169). We are grateful to Sus-

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SARI) in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providing the experimental facilities.

References

An, N.H., J.R. Cho, B.M. Lee, J.H. Shin, J.H. OK, and S.C. Kim. 201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organic 

liquid fertilizer containing organic resource by adding dry-yeast and molasses. J. Korea Org. Resour. Recycl. 

Assoc. 22:87-94.

An, N.H., Y.K. Kim, Y. Lee, H.J. Jee, J.H. Park, S.J. Hong, and E.J. Han. 2011. Changes in chemical properties and 

microbial population of farm-made organic liquid fertilizer during fermenting process. Korean. J. Org. Agric. 

19:4177-425.

Bhatti, T.M. and W. Yawar. 2010. Bacterial solubilization of phosphorus from phosphate rock containing sulfur-mud. 

Hydrometallurgy 103:54-59.

Chi, R., C. Xiao, and H. Gao. 2006. Bioleaching of phosphorus from rock phosphate containing pyrites by Acidithio-

bacillus ferrooxidans. Miner. Eng. 19:979-981.

Choi, D.H., J.K. Sung, S.M. Lee, and Y.H. Lee. 2008. Selection of useful organic materials as an additional fertilizer 

for organic red-pepper p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effect. Korea J. Soil Sci. Fert. 41:153-157.

Gomez, C. and K. Bosecker. 1999. Leaching heavy metals from contaminated soil by using Thiobacillus ferrooxidans 

or Thiobacillus thiooxidans. Geomicrobiol. J. 16:233-244.

Han, H.J., J.U. Lee, M.S. Ko, N.C. Choi, Y.H. Kwon, B.K. Kim, and H.T Chon. 2009. Bioleaching of heavy metals 

from shooting range soil using a sulfur-oxidizing bacteria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Econ. Enviro. Geol. 45: 

467-469.

Joo, S.J., S.M. Shon, and J.H. Kim. 2001. Development of organic liquid fertilizer for leaf vegetable under greenhouse. 

Korean J. Org. Agric. 9:83-99.

Ko, E.J., Y.H. Shin, H.N. Hyun, H.S. Song, J.K. Hong, and Y.C. Jeun. 2019. Bio-sulfur pre-treatment suppresses 

anthracnose on cucumber leaves inoculated with Colletotrichum orbiculare. Mycobiology 47:308-318.

Lee, E.Y., K.S. Cho, and H.W. Rye. 2006. Growth characteristics of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in different sulfur 

concentrations. Kor. J. Microbiol. Biotechnol. 34:338-341.



390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4, No. 4, 2021

Lee, J.T., C.J. Lee, and H.D. Kim. 2004.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microbial population during 

fermenting process of organic fertilizer. Korean J. Soil Sci. Fert. 37:116-123.

Oh, M.H., J.W. Hyun, W.P. Park, and H.N. Hyun. 2020. Suppressive effects of bio-sulfur on citrus scab. Korean. J. 

Org. Agric. 28:223-233.

Priha, O., T. Sarlin, P. Blomberg, L. Wendling, J. Makinen, M. Arnold, and P. Kinnunen. 2014. Bioleaching phosphorus 

from fluorapatites with acidophilic bacteria. Hydrometallurgy 150:269-275.

Rajan, S.S.S. 1983. Effect of sulphur content of phosphate rock/sulphur granules on the availability of phosphate to 

plants. Fert. Res. 4:287-296.

Saeid, A., M. Labuda, K. Chojnacka, and H. Górecki. 2014. Valorization of bones to liquid phosphorus fertilizer by 

microbial solubilization. Waste Biomass Valorization 5:265-272.

Shin, Y.H., E.J. Ko, S.J. Kim, H.N. Hyun, and Y.C. Jeun. 2019. Suppression of melanose caused by Diaporthe citri 

on citrus leaves pretreated with bio-sulfur. Plant Pathol. J. 35:417-424.

Ullah, I., G. Jilani, M.I. ul Haq, and A. Khan. 2013. Enhancing bio-available phosphorous in soil through sulfur oxidation 

by Thiobacilli. Br. Microbiol. Res. J. 3:378-392.

Xiao, C.Q., R.A Chi, W.S. Li, and Y. Zheng. 2011. Biosolubilization of phosphorus from rock phosphate by moderately 

thermophilic and mesophilic bacteria. Miner. Eng. 24:956-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