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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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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물질의 규제”
법률을 제정하 으며, 1998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대상물질 선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규제하

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부분이 냄새가 심
하고 자극적이어서 두통, 현기증, 눈, 코, 목에 염증을 유
발하며 일부는 발암성물질이다. 그리고 VOCs는 질소산화
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peroxyace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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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movals of TCE and PCE vapor with or without a supply of toluene as a primary substrate were compared in a 
biofiltration process, and the variations of microbi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the removal were also investigated. As a result of in-
vestigations on the removals of TCE/PCE in a biofilter B within which TCE/PCE-acclimated sludge was attached on the surface of media
without a supply of primary substrate, and those in another biofilter A where toluene-acclimated sludge was attached with a supply of 
toluene as a primary substrate, followings were found: (i) parts of microbes responsible to the decomposition of toluene vapor partici-
pate in the removal of chlorinated VOCs such as TCE and PCE, and (ii) effective biological removals of TCE and PCE vapor do not 
necessarily need cometabolism. Sequencing of 16S rDNA obtained from the band profile of DGGE (Denaturating Gradient Gel Electro-
phoresis), it was confirmed that: (i) uncultured alpha proteobacterium, uncultured Desulfitobacterium, uncultured Rhodobacteraceae bac-
terium, Cupriavidus necator, and Pseudomonas putida were found to be toluene-decomposing microbes, (ii) alpha proteobacterium HTCC396
is a TCE-removing microbe, (iii) Desulfitobacterium sp. is a PCE-decomposing microbe, and (iv) particularly, uncultured Desulfitobacterium
sp. is probably a microbe decomposable not only toluene but also various chlorinated VOC vapor including TCE and P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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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biofiltration을 이용하여 1차 기질 toluene의 존재여부에 따른 TCE와 PCE의 제거율을 비교하 다. 그
리고 TCE와 PCE의 제거과정에 관련된 미생물의 군집변화를 조사하 다. TCE와 PCE혼합증기 제거율을 순치시킨 슬러지를 메디
아 표면에 부착한 biofilter B를 이용해서 1차 기질로서 toluene증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TCE/PCE 혼합증기제거율을 조사하고 
또한 toluene증기로 순치시킨 슬러지를 부착한 별도의 biofliter A에서 1차 기질로서 toluene증기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TCE/PCE 혼
합증기의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i) biofilter운전초기에는 PCE제거율이 TCE제거율보다 현저히 높지만, biofilter운전 지속기간의 증
가에 따라 두 물질의 제거율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두 가지 물질의 제거수준이 비슷해진 상태에서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 1차
기질로서 toluene증기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가 공급한 경우보다 현저히 TCE/PCE 제거율이 높으며, 두 물질의 생물여과에 의한 
제거율이 동등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이 1차 기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빠르게 도달하 다. 이 실험은 (ii) 
일부의 toluene 분해 미생물이 TCE와 PCE 증기 등 염소화 휘발성 유기물 증기의 분해에도 관여하고, TCE/PCE 증기의 생물학적
저감과정에서 공동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 것임을 시사한다. DGGE밴드의 16S rDNA의 염기서열을 결정한 결과 (i) uncul-
tured alpha proteobacterium, uncultured Desulfitobacterium sp., uncultured Rhodobacteraceae bacterium, Cupriavidus necator, Pseudomonas
putida 등이 toluene 분해 미생물들이었고 (ii) alpha proteobacterium HTCC396이 TCE 제거미생물이고, (iii) Desulfitobacterium sp.이 
PCE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특히 uncultured Desulfitobacterium sp.은 toluene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소계 화합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미생물임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생물여과, 중합효소연쇄반응, D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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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 등의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1) VOCs 
중 toluene의 경우에는 100 ppm 이상의 고농도에 노출되면 
피부의 자극증상과 함께 마취에 이르는 전단계의 전구 증
상이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중독된 경우에는 비가역적 신
경장애 발생, 간장과 신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부정맥을 
유발한다. TCE와 PCE의 경우에는 낮은 농도에서도 유전자 
변이, 중추신경억제, 간 손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생체 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시키는 등 보건에 큰 악 향을 준다.2)

VOCs의 물리화학적 처리법은 오염농도가 낮은 대량공
기를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일뿐 만아니라, 부수적인 오염물
질을 발생시킨다. 또한 제거효율을 높이려면 많은 시설비
와 유지비가 든다.3) 반면 생물학적 처리법은 저농도의 휘
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대용량의 공기를 처리할 수 있

고, 초기시설 설치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오염
물질의 완전한 무기화를 통해 2차 오염물질을 유발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4) 생물여과처리법은 충전물에 
부착된 미생물막으로 흡착된 VOCs가 미생물에 의해 탄소
원/에너지원으로 이용됨으로서 분해된다. 이러한 미생물의 
분해능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과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제어하는 미생물에 관
한 연구는 그 분석에 장기간을 요하는 걸친 배양기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배양법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중 
1% 이하 정도만을 검출할 수 있고,6) 배양시간이 오래 걸
리며 미생물의 배양과정에서 원래의 환경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환경의 미생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한다.7)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은 미생물 군집해
석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DGGE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법은 시료에 함유된 미생물군
집의 시발물질(primer)을 이용하여 16S rDNA단편들을 증
폭시켜 변성제 농도변화를 단계적으로 제조한 겔에서 분

리하는 방법으로 단 하나의 염기차이까지도 분리되기 때

문에 미생물군집분포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적
은 DNA양으로도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로 증폭
함으로서 생물군집의 다양성을 더 정 하게 표현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8)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종 유사
도의 확인이 가능하고, DGGE법의 적용결과 나타나는 밴
드들은 시료 속에 존재하는 개체군을 파악할 수 있고 시

료 간에 상호비교하면 개체군의 우점종(dominant species)분
석이 가능하다.9)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에 존재하는 VOCs의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i) 부유상태에서 tolu-
ene증기로 순치시킨 슬러지와 TCE와 PCE혼합증기로 순
치시킨 슬러지를 각각 생물여과반응기의 충전물에 부착시

켜 시간경과에 따른 TCE와 PCE의 제거율을 비교분석하
고, ii) DGGE 방법을 사용하여 이때의 슬러지 미생물군
집의 변화를 조사하 다.

2. 실험방법 및 장치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험절차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식

종슬러지와 미생물 양배지 LB (Luria Bertani)를 1:1로 혼
합하여 3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각각의 용기
에 TCE와 PCE혼합증기, TCE증기, 그리고 toluene증기를 
각각 공급하여 28일간 부유상태를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순치시켰다.

TCE와 PCE혼합증기로 순치시킨 슬러지를 biofilter B의 
충전물에 부착시킨 후 TCE와 PCE의 혼합증기를 95일 동
안 공급하 고, toluene증기로 순치시킨 슬러지를 biofilter 
A의 충전물에 부착시켜 39일 동안 toluene증기를 공급하
여 미생물을 좀 더 증식시킨 다음, 56일간 TCE및 PCE증
기와 1차 기질로서의 toluene증기를 동시에 공급하 다.
이때 두 생물여과반응기에서 TCE와 PCE증기의 제거율
을 각각 측정하 다. TCE와 PCE, 그리고 toluene을 기질
로 이용하여 부유상태에서 순치시켰을 때와 생물여과 반응

기에 이미 순치된 슬러지를 메디아에 부착시켜 TCE와 PCE
를 제거할 때 관여하는 미생물종 및 군집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배양 초기일(0일), 10일, 28일, 95일에 각각의 증기 
및 미생물샘플을 각각 채취하여 분석하 다.

2.1. 실험방법
2.1.1. 미생물 배양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의 1차 폭기조
에서 채취한 20 L의 활성슬러지함유 폐수를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하여 3개의 2 L 용량 폐용기에 세척한 슬러지 

1 L 와 미생물 양배지인 LB (Luria Bertani)배지 1 L 를 
1:1의 부피비로 혼합하 다. 그리고 제1의 용기에는 각각 
500 µg/L 농도의 TCE와 PCE 혼합증기를 유량 500 mL/ 
min으로 공급하 고, 제2의 용기에는 500 µg/L 농도의 TCE
증기를 유량 500 mL/min으로 공급하 다. 제3의 용기에는 
1500 µg/L 농도의 toluene증기를 유량 1 L/min으로 연속 
공급하여 28일간 순치시켰다.

2개의 생물여과반응기(biofilters A, B)의 충전물에 식종
하기 위해 먼저 각 용기의 슬러지농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

해 순치운전기간 중 초기일, 10일, 28일에 슬러지샘플을 
채취하여 각각 Standard Method (1988, U.S.A.)에 따라 VSS 
(Volatile Suspended Solid)를 측정하 다.

Fig. 1. Procedures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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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생물 순치(acclimation)
Toluene증기로 순치시킨 슬러지 2 L를 biofilter A의 상
부를 통해, 그리고 TCE와 PCE 혼합증기로 순치시킨 슬
러지 2 L를 biofilter B의 상부를 통해 순환펌프를 이용하
여 각각 3일간 순환시켜서 충전물 표면에 부착시켰다. 이
때 biofilter B에는 300 µg/L 농도의 TCE와 320 µg/L PCE
의 혼합증기를, biofilter A에는 1500 µg/L 농도의 toluene
증기를 각각 유량 1 L/min으로 연속 공급하 다.

2.2. 생물여과시스템
2.2.1. 충전물
본 연구에서 주성분으로 사용한 도가 낮은 정육면체의 

poly-urethane 재질의 스폰지형 충전물 BioCubeⓇ (Kolon. 
Ltd. Korea)를 사용하 다. 충전물의 주사전자현미경(Scannig 
Electron Microscopy, SEM)사진은 Fig. 2에 나타냈고, 자
세한 특성은 Table 110)에 나타냈다. 생물여과반응기의 충
전물은 기액접촉면적을 극대화하고 생물막내의 물질전달이 
용이하게 랜덤으로 충전하여 그 표면에 형성된 미생물막내

에서 생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 다.11)

Fig. 2. SEM of media.

Table 1. Characteristics of media
Dimension (mm)

Material
Porosity (%)

Density (g/m3)
Surface area (m2/g)
Expansion rae (%)

Type

12×12×12
poly-Urethane

99
0.035
5.82
290

Cubic

2.2.2. 구성 및 운전
실험 장치는 Fig. 3과 같이 가스발생부, 운전제어부 및 
생물여과반응기(biofilters A, B)로 구성되어 있다. 주 장치
인 생물여과 반응기는 높이 27 cm, 직경 10 cm의 원통형
의 아크릴 용기로 제작하 으며, 본체는 시료가스의 주입
과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단위로 분리 제작하여 직
렬로 연결하 다. 반응기 중앙부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여 반응기 조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하 다. 
반응기 각 단위의 외부에 폭 1 cm의 원통형 물재킷을 설
치하여 수욕(Water bath)으로부터 공급된 물을 순환시켜 반
응기 내부 온도를 25±1℃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반응기 
내부 온도는 운전경비와 미생물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12) 충전물은 반응기의 각 단위마다 15 cm 높이로 랜
덤하게 충전하 고 그 표면에 미생물막을 형성시켰다.

TCE, PCE 그리고 toluene의 액상용액을 임핀저에 넣고 
air pump를 이용하여 공기를 불어넣을 때 발생되는 증기
와 공기를 혼합하여 각 물질별 증기농도를 조절하 다. 그
리고 각 증기유량은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
하여 조절하 다. 생물여과반응기에 증기는 반응기의 하부
에서 상부로 유량 1 L/min로 상향 주입하 으며, 양액은 
상부에서 하부에 유량 1mL/min로 하향 공급하 다.

2.2.3. 가스농도측정
PCE, TCE 및 toluene 가스농도 분석을 위해 FID가 장착
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Parkin-Elmer Autosystem XL, U.S.A.)

Fig. 3. Procedures of a biofilter system for treatment of TCE, PCE and toluene VOCs vapor(a, b, c, d, e, f, g, h, i, j, k, l: 
sampling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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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다. 1,000 µL 용량의 가스가 새지 않는 주사기
를 이용하여 400 µL 시료가스를 반응기 각 시료 채취구
로부터 3회 이상 채취하여 분석하고 평균농도를 구하
다. 시료 운반기체로서 질소(유량 0.5 mL/min)를 사용하
고, FID 점화용 기체로서 유량 45 mL/min의 수소와 유
량 450 mL/min의 공기가 사용되었으며 오븐, FID, 주입부
의 온도는 각각 40℃, 220℃ 및 200℃이 다. 이 조건에서 
TCE, PCE 및 toluene증기의 capillary column (DB WAX, 
J＆W, U.S.A.)내 체류시간은 각각 3.35, 3.65 및 4.05 min 
이었다.

2.3. 미생물군집 해석
2.3.1. DNA추출 및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탈리된 생물막이 수집된 원심분리기에서 상등액을 제거

한 후 슬러지 0.1 g을 취하여 멸균수 1 mL에 용해시켜서 
PowerSoilTM DNA 분리키트(MoBio Std Co., USA)를 이용
하여 DNA를 추출하 다. DNA산물을 1% 농도의 Agarose 
gel에서 전기 동(electrophoresis)하여 추출여부를 확인하
다. 0.5 mL튜브에 추출한 DNA, 10×Taq buffer 2.5 µL, 10 
mM dNTP 0.5 µL, primer 1 µL(10 pmol), 주형(template) 
DNA 2 µL, Tap(or hot tap) DNA polymerase (Solgent 
LTD. Co, Korea) 0.125 µL을 첨가한 혼합물에 멸균수를 
첨가하여 총 부피가 25 µL가 되도록 PCR 보존용액을 제
조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시발물질은 Table 2와 같다.

Toluene, TCE 및 PCE의 16S ribosomal deoxyribonucleic 
acid (r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먼저 진정세균(eubacteria)
에 속하는 모든 미생물에 대해 특이성이 있는 EUB 10F 
및 EUB 1400R을 이용하여 1차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한 
뒤, EUB 340F - EUB 518R을 이용하여 2차 중합효소 연
쇄반응을 실시하 으며, DGGE밴드분포 분석을 위해서 GC 
clamp를 부착한 EUB 340F를 이용하여 3차 중합효소 연
쇄반응을 실시하 다. 각각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중합효소 연쇄반응 실시 후 1%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하여 DNA의 추출여부를 확인하 고, 다음 PCR
반응 및 DGGE 밴드분포 분석을 위해서 PCR 정제키트
(Solgent LTD. Co, Korea)를 사용하여 PCR 산물을 정제
하 다.

Table 2. PCR primers used in this study
Primer Sequence Target Reference

EUB 10F AGA ATT TGA TCM TGG CTC AG Eubacteria 13)
EUB 1400R ACG GGC GGT GTG TAC AAG Eubacteria 14)
EUB 340F CCT ACG GGA GGC AGC AG Eubacteria

15)EUB 518 R ATT ACC GCG GCT TCT GG Eubacteria
EUB 340F-GCa CCT ACG GGA GGC AGC AG Eubacteria

a The GC clamp added to primer for DGGE-PCR: 5'-CGC CGC GCG 
GCG GGC GGG GCG GGG GC-3'

Table 3. PCR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Primer PCR Conditions

EUB 10F - EUB 1400R

EUB 340F - EUB 518R

9 min at 95℃, followed by 35 cycles of 60s 
at 95℃, 60s at 65.5℃, and 2 min at 72℃, 
followed by 10 min final extension at 72℃

EUB 340F GC - EUB 518R
9 min at 95℃, followed by 30 cycles of 60s 
at 95℃, 60s at 65.5℃, and 2 min at 72℃, 
followed by 10 min final extension at 72℃

2.3.2. DGGE밴드분포해석 및 염기서열분석
DGGE (Bio-Rad Ltd. co., Model 475 Gradient system) 

gel보존용액은 30%와 55%의 변성제 농도구배로 조제하여
(변성제 농도 100% ; 7M Urea와 40% fromamide혼합 상
태) 각각 얇은 유리판사이에 16 mL씩 주입하여 농도구배
가 있는 gel을 제조하 다. DGGE실험을 위해 PCR산물 
30 µL에 염료용액 10 µL를 혼합하여 gel에 채운 뒤, 60℃, 
70 V에서 15시간 동안 전기 동을 실시하 다. 전기 동

한 gel은 ethidium bromide으로 10분간 염색시킨 후 UV 
transilluminator (Uvitec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밴드를 
확인하 고 Fingerprinting∏ InformatixTM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밴드확인 후 원하는 DNA가 포함된 DGGE 밴드의 부
위를 멸균한 칼로 잘라낸 후 1.5 mL 튜브에 옮기고 TE 
(Tris EDTA)완충액 30 µL를 첨가한 후 -70℃에서 15분, 
60℃에서 15분씩 주기로 총 3회 반복하여 실행하 다. Gel
에서 DNA를 추출한 후 동일한 시발물질을 이용하여 다
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실시하 고, PCR 산물을 전기
동으로 확인함으로서 정제완료한 후 sequencer (ABI 3730 
XL DNA sequencer, USA)를 이용하여 염기서열를 결정하
다. 염기 서열 결정결과에 기초하여 NCBI (http://www. 

ncbi.nlm.nih.gov)의 BLAST를 이용하여 동정(identification)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주입기질에 따른 미생물 변화

TCE/PCE혼합증기, TCE증기 그리고 toluene증기를 공급
하여, 생물여과반응기에 슬러지를 부착시켰을 경우 운전초
기부터 높은 제거율을 기대하기 위해 28일 동안 충분히 
순치시켰다. 각각 500±50 µg/L의 PCE/TCE 혼합증기의 기
질을 유량 500 mL/min로 하나의 용기에 공급하여 부유상
태에서 미리 순치시켰고, Fig. 1의 가운데 용기에는 500±50 
µg/L 농도의 TCE 증기만 유량 500 mL/min로 공급하여 
부유상태에서 미생물을 순치하 으며, 그리고 별도의 제 
3의 2 L 용기에는 1500±50 µg/L 농도의 toluene증기를 1 
L/min의 유량으로 공급해서 역시 부유상태에서 순치시켰
다. 이때 28일의 운전시간 경과에 따른 미생물에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초기일, 10일, 18일, 그리고 28일에 
슬러지를 채취하여 Standard Method에 따라 VSS (Volatile 
Suspended Solid)를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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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in the VSS concentration in suspended 
state with operation time for various substrates.

0일부터 18일까지 VSS농도는 TCE증기를 기질로 순치
시킨 경우 4,810 mg/L, TCE와 PCE혼합증기를 기질로 순
치시킨 경우 4,820 mg/L로서 모두 증가하 다. 그러나 18
일이 경과하면서 toluene증기만으로, 혹은 TCE와 PCE혼
합증기로 순화시킨 경우는 VSS농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
지된 반면 TCE증기로 순화시킨 경우 VSS농도가 감소하
기 시작하여 28일에는 2,910 mg/L까지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TCE 대사활성화 과정에서 강한 반응성에 의해 큰 
중간체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VSS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16) 그리하여 효과적인 생물여과반응기를 
구축하기 위하여 VSS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한, 혼합증기에 순치시킨 슬러지를 biofilter B에, 그리
고 toluene증기를 기질로 순치시킨 슬러지를 biofilter A에 
각각 식종시켰다.

3.2. Toluene증기로 순치시킨 미생물을 부착한 bio-
filter A에서의 TCE와 PCE 제거효율

Toluene증기를 이용하여 28일간 순치시킨 슬러지를 bio-
filter A에 3일간 식종한 후 1,500±100 µg/L농도, 1 L/min
의 유량으로 toluene증기를 39일간 생물 여과반응기에 지
속적으로 공급하여 미생물막을 형성시켰다.

Fig. 5에서 보듯이 toluene제거효율은 반응기운전 5일 이
후부터 39일까지 80∼90% 이상을 유지하여 미생물이 성

Fig. 5. Temporal variation of TCE and PCE removal effi-
ciency in biofilter A with a supply of toluene as a 
primary substrate.

장되었다고 판단되어 40일부터는 320±10 µg/L의 TCE와 
300±10 µg/L의 PCE 혼합증기를 1 L/min의 유량으로 주입
시켜 TCE와 PCE의 제거효율의 여과반응기 운전시간 경
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TCE와 PCE혼합증기를 유입시킨 40일 이후부터 toluene
의 제거효율이 60% 정도로 감소되었고, TCE와 PCE의 제
거효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45일부터 toluene도 함께 증가
하 는데 toluene 주입한지 약 55일 이후 거의 일정한 수
준(70∼80%)을 유지하 다. 이 현상은 toluene의 제거 미
생물일부가 TCE와 PCE의 제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TCE와 PCE의 제거효율은 점차 증가하
으나 PCE는 공급을 시작한지 약 20일 이후부터, 그리고 
TCE는 공급을 시작한지 약 30일 이후부터 약 60±10%정도
로 제거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 다.

3.3. TCE/ PCE혼합증기로 순치시킨 미생물을 부착한 
biofilter B에서의 TCE와 PCE제거효율

충전물을 충전한 반응기에 TCE/PCE 혼합증기로 순치시
킨 슬러지를 3일간 식종한 뒤 50일간 320±10 µg/L TCE와 
300±10 µg/L PCE의 혼합증기를 1 L/min의 유량으로 주입
한 후, 시간변화에 따른 제거효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운전초기에는 제거효율이 TCE와 PCE의 제거효율이 각
각 약 20%, 50%로 나타났고, 거의 유사한 유입농도에서 
TCE 제거효율은 초기부터 40일까지는 PCE보다 낮았으
나, 40일 이후부터는 TCE와 PCE 모두 약 70±10% 정도로 
일정한 제거율을 유지하여, toluene증기로 순치시켰던 미
생물을 부착한 biofilter A에서보다 높은 제거율을 보 다. 
이 현상은 TCE 및 PCE증기의 효율적인 생물학적 제거는 
반드시 공동대사(Cometabolism)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3.4. DGGE밴드분포 분석법을 이용한 염기서열결정 
및 미생물군집 변화

DGGE법을 사용하여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는 Fig. 7에 나타내었다. TCE와 PCE혼합증기로 순치시킨

Fig. 6. Temporal variation of TCE and PCE removal effi-
ciency in biofilter B without a supply of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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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GGE band profile of toluene, TCE and PCE-adapted 
sludges.

부유상태에서의 미생물군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밴드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많은 미생물들이 TCE/PCE 분
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부착상태에서의 
biofilter B에서는 밴드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oluene으로 순치시킨 부유
상태에서는 선명한 밴드가 다소 증가되었고, biofilter A의 
부착상태에서는 선명한 밴드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
서 toluene제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은 부유상태보다는 부
착상태의 미생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일간 TCE와 PCE의 혼합증기로 순치시킬 때보다 toluene 
증기로 같은 기간 순치시킬 때 더 많은 밴드가 형성된 것

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toluene을 탄소원/에너지원으
로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TCE와 PCE을 탄소원/에너지원으
로 이용하는 미생물보다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Fingerprinting∏ InformatixT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생
물 군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밴드의 위치로서 비교적 간
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 Dice법과 Jaccard법이 사
용되어지고 있으며, 밴드의 위치와 전체적인 강도까지 포
함하여 미생물군집의 유사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으

로 Pearson법과 Cosine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17)

Dice법과 Jaccard법으로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를 Fig. 8(a), (b)에 나타내었다. 두 방법의 적용결과 크
게 두 부문의 미생물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식종슬러지, TCE
와 PCE 혼합증기로 10일간 및 28일간 순치시킨 미생물군
집의 경우와 biofilter B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toluene으로 10일간 및 28일
간 순치시킨 경우의 미생물군집과 biofilter A에서의 미생
물 군집이 유사한 다른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되었다. 밴드
의 위치에 따라 미생물 군집변화를 비교하 을 때에는 식

종 슬러지를 toluene증기로 10일간 순치시켰을 경우보다 
TCE와 PCE의 혼합증기로 10일간 순치시켰을 경우가 미생
물 군집변화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b)
Fig. 8. Cluster analysis of the DGGE bands using the Fin-

gerprintingΠ band-based similarity coefficient; (a) Dice 
method, (b) Jaccard method.

밴드의 위치는 물론 강도(혹은 도)에 기초하여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인 Pearson법과 Cosine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Fig. 9(a), (b)에 나타내었다. 두 방법의 적
용결과 세 부문의 유사한 군집으로 나뉘어졌다. Pearson법
에서는 식종슬러지, TCE와 PCE혼합증기로 10일간 순치
시킨 경우와 biofilter B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
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toluene증기로 각각 10일간 및 
28일간 순치시킨 미생물이 유사한 다른 한 부문의 군집
으로 분류되었고, TCE와 PCE의 혼합증기로 28일간 순치
시킨 경우와 toluene증기로 순치시킨 미생물을 여과장치충
전물에 부착해서 TCE와 PCE그리고 toluene의 혼합증기를 
56일간 처리한 biofilter A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또 
다른 한 부문으로 분류되었다.

(a)

(b)
Fig. 9. Cluster analysis of the DGGE gels using Finger-

printingΠ (a)Pearson method, (b) Cosin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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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oluene 증기로 순치 후 TCE와 PCE의 혼합증기를 
제거할 경우 미생물군집구조는 toluene보다는 TCE와 PCE
혼합증기에 노출될 경우 더 큰 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밴드를 잘라 그 16S rDNA의 염기서열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TCE/PCE혼합증기와 toluene증기로 각각 순치한 슬러지
를 충전물에 각각 부착시킨 두 개의 생물여과반응기를 이

용하여 TCE와 PCE의 제거효율을 비교하 다. 또한 미생
물을 순치시키는 동안 부유상태의 반응기에서 초기일, 10
일째, 28일째, 그리고 TCE/PCE의 혼합증기를 95일간 공
급한 biofilter B에서 95일째와 toluene을 39일간 공급한 
후 TCE, PCE, toluene의 증기를 혼합해서 56일간 공급한 
biofilter A에서 95일째 각각 채취하여, DGGE방법으로 군
집변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
었다.

1) TCE와 PCE제거효율은 부유상태에서 TCE/PCE혼합
증기로 순치한 미생물을 부착시킨 biofilter가 부유상태에서 
toluene증기로 순치한 미생물을 충전물에 부착하고 56일
간 TCE, PCE, toluene증기를 공급한 biofilter에서보다 더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생물여과기 반응기에서 TCE/ 
PCE의 생물학적 제거를 위해 공동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는 않는 것임을 시사한다.

2) DGGE 밴드분석 및 염기서열결정의 결과 TCE와 PCE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부착상태보다는 부유상태에서 

더 많이 분포하고, toluene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부유
상태보다는 부착상태에서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

하 으며 탄소/에너지원으로 toluene을 이용하는 미생물들

이 TCE와 PCE를 이용하는 미생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확
인하 다.

3) 밴드의 위치만으로 Dice 방법과 Jaccard 방법에 따라 
미생물군집을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식종슬러지, TCE와 PCE 
혼합증기로 10일간 및 28일간 각각 순치시킨 경우의 군
집 그리고 biofilter B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
문으로 분류되었고 toluene으로 10일간 및 28일간 순치시
킨 경우와 biofilter A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
문으로 분류되었다. 밴드의 위치는 물론 강도까지 포함해
서 Pearson법으로 미생물군집을 해석한 경우에는 식종슬러
지, TCE와 PCE혼합증기로 10일간 순치시킨 경우와 bio-
filter B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문으로, toluene
증기로 10일간 및 28일간 각각 순치시킨 경우가 유사한 
한 부문으로, 그리고 TCE와 PCE의 혼합증기로 28일간 
순치시킨 경우와 biofilter A에서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한 부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4) DGGE밴드분포를 이용하여 16S rDNA의 염기서열을 
결정한 결과 uncultured alpha Proteobacterium, uncultured 
Rhodobacteraceae bacterium, Cupriavidus necator, Pseudo-
monas putida, uncultured Desulfitobacterium sp. 등이 tol-
uene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었고 alpha proteobacterium 
HTCC396, Desulfitobacterium sp. 등이 TCE/PCE을 분해하
는 미생물들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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