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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xic effect of methyl tert-butyl ether (MTBE), tert-butyl alcohol (TBA) and formaldehyde (FA) on microbial activity

and diversity was compared in rice field, leek patch, and tidal mud flat soil samples. MTBE, TBA and FA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were added into microcosms containing these soil samples, and placed at room temperature for 30 days.

Then the microbial activities such as dehydrogenase and viable cell numbers and microbial community using a DGGE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fingerprinting method were measured. Among the samples, dehydrogenase

activity in rice field was inhibited the most by MTBE, TBA and FA. The toxic effect was higher according to the fol-

lowing orders: FA > MTBE > TBA. Dominant species in the microcosms contaminated with MTBE, TBA and FA were

Chloroflex, Bacilli, gamma-proteobacteria in the rice field sample, Sphingobacteria, Flavobacteria, Actinobacteria,

Bacilli, gamma-proteobacteria in the leek patch sample, and Sphingobacteria, Flavobacteria, delta-proteobacteria,

gamma-proteobacteria in the tidal mud flat sample.

Keywords: rice field, leek patch, tidal mud flat, MTBE(methyl tert-butyl ether), TBA(tert-butyl alcohol),

FA(formaldehyde), microbial activity and community 

I. 서  론

석유 화학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유해 독성 무

기·유기 화합물의 유출 사고나 부적절한 매립에 의해

이들 물질은 환경에 유출되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 중 연료 산화 첨

가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MTBE(Methyl tert-butyl

ether)는 그 자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옥탄

가가 높아 차량의 주행 성능을 양호하게 하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완전 연소에 도움이 되며 증기압이 낮

아 자동차용 휘발유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17) 이렇듯 MTBE가 중요한 대기오염의 저감 물질

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주요 오염 경로는 자동차 배출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노후된 지하 휘발유저장 탱크

(UST, underground storage tank)에서의 누출로 인해

MTBE를 포함한 유류가 인근 토양 및 지하수로 확산

되는 경우이다.6) 지하로 유입된 MTBE는 특유의 냄새

와 맛으로 인해 식수원으로의 지하수 사용이 불가능해

지며 쉽게 분해가 이뤄지지 않고, 지하수 내에서 빠른

속도로 수평 및 수직으로 확산하여 심층의 지하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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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키고 있다.6) 누출된 MTBE는 오염지역 주변의

토착 미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MTBE 뿐 아니라 MTBE 생분해

시 중간 대사산물인 TBA(tert-butyl alcohol)와 FA

(formaldehyde, Formic acid) 역시 토양 환경에서 토질

의 물성 변화, 작물 성장의 방해, 미생물 활성 감소,

미생물 군집 변화 등의 독성 영향을 야기시킴을 보고

했다.4) 또한, MTBE와 그의 대사 산물과 같은 독성 물

질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면, 토양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효소 활성과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고, 미생물

군집을 변화와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을 감소시키는 등 개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고 보고하였다.11) 

논과 밭 등의 경작 토양 중에는 미생물, 원생동물,

미소동물 등 다양하고 무수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

어, 농업 생태계 내 물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토양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작물 생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1,13) 그러나, 토양이 오염됨에 따라

토양 서식 생물들의 활성과 기능들이 떨어져,2) 유기물

분해력 등 토양 잠재능과 토양 생태계 악화로 물질 순

환 시스템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6) 갯벌 토

양의 경우 육지나 해양에 비해 생물량이 많아 생산력

이 좋고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9) 그러나, 갯벌 토양의 오염은 논

과 밭 토양과는 달리 MTBE 등이 선박 사고 등으로

노출 시 직접 갯벌 토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사고 후 수 개월에서 수십 년 후 피해가 장기화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로 인해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일

시적으로 유입 되었을 때 환경 시료 종류에 따라 토양

내 토착 미생물들의 활성 및 미생물 군집구조가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비교 검토하였다. 다양한 토양 환경

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 논, 밭, 갯벌 토양을

선택하였다. MTBE와 그의 대사산물들의 노출 정도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미생물 활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 하나인 탈수소효소 활성 측정법을

이용하였다.6) 물리 화학적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비롯

한 탈수소효소 활성 측정, 미생물 수 측정 등 다각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또한, 분자 생물학적 기법인 PCR-DGGE

(Polymerase chain reaction -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미생물 군집 구조 변화 및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Shannon 지수(다양성)와 균등성

지수를 이용하여 미생물 군집의 종 다양성 분석을 하

였다. 

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시료 채취와 Microcosm 준비 및 분석방법

논, 밭, 갯벌의 토양시료는 경기도 시흥 오이도에서

5월 중순 시료를 채취하여 이용하였으며, 모든 토양 시

료는 표층으로부터 10 cm 깊이에서 채취하여 24시간

동안 풍건한 후 직경 2 mm 체로 체거름한 후 통과한

것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Microcosm system은 멸균한

200 ml 유리병을 이용하였으며, 토양 35 g과 멸균수

25 ml을 주입하였고, 총 기준을 60 ml로 하여 MTBE,

TBA, FA를 주입하였으며, 독성 물질을 넣지 않은 조

건을 control로 이용하였다. 

논, 밭, 갯벌 각각의 토양에 MTBE(98%, Duksan Pure

Chemical Co., Korea)는 50, 100, 250, 500, 750 mg/

l(3.78~56.7 μl), TBA(97%, Duksan Pure Chemical Co.,

Korea)는 각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mg/l(600~3,000 μl), FA(35%, Samchun Chemical Co.,

Korea)는 각각 0.3, 0.6, 0.9, 1.2, 1.5 mg/l(3.8~19.4 μl)

의 농도로 주입하였다. 

MTBE, TBA, FA를 주입한 후 휘발성을 최대한 방

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봉하고, para-film

으로 뚜껑을 단단하게 밀봉하였다. Microcosm system

은 25±2oC에 방치하였으며, 실험 기간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30일 동안

10일 간격의 별개의 microcosm system으로 10, 20,

30일 샘플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각각의

microcosm system을 3반복(triplicate)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시료 채취 후 즉시 pH, 수분 함량, 유기물 함량, 탈

수소효소 활성(Dehydrogenase activity, DHA), 생균수

(Viable cell number) 측정을 하였으며, 미생물 군집 구

조 분석을 위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모든

분석 조건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은 시료 채

취하는 일주일 이내 모두 완료하였다. 

pH는 pH meter(Model 420A, Orion,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분 함량과 유기물 함량은

standard methods(APHA, 198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탈수소효소 활성 분석은 TTC를 이용하는 비색적량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6) 각각의 초기 토양 시료의 특

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통계처리

모든 분석은 3반복 수행하여 평균치 값을 계산하였

다. 또한, MTBE, TBA 및 FA 주입 농도와 각

microcosm의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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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변량상관계수(d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SPSS 통계

package(ver 12.0)를 이용해 Pearson's 상관계수를 구하

였고, 유의차 분석을 하였다.

3. 미생물 군집 분석 

각각의 토양시료 1 g을 채취하여 토양 시료용 DNA

추출 Kit(Q-Biogene,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이 DNA를 template로 하

여 PCR(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 USA)

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primer는 eubacterial 16S

rDNAgene primers로 341fGC(5'-CCT ACG GGA

GGC AGC AG-3')와 518r(5'-ATT ACC GCG GCT

GCT GG-3')이다.4) PCR과정을 통해 증폭된 genomic

DNA단편을 DGGE(Denaturing gradient gel elecro-

phoresis)로 분석하였다. 얻어진 이미지를 gel Comper

II(Applied Maths, Version 3.5)를 이용하여 band

matching을 하여 quantity 값을 구할 수 있었다. DGGE

gel 상에 나타난 특이적인 band를 골라 sequencing하여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website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 algorithm을 통하여 GenBank database

와 비교하였다. 

각 시료의 DGGE fingerprints 간의 유사성을 비용

평가하기 위하여 DGGE 각 band intensity 값을 모든

DGGE band의 intensity 총합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

행하였다(SPSS ver. 12.0). 

DGGE 분석과 Gel ComparII software(Applied

Maths, Version 3.5)를 이용하여 각 band의 intensity를

구하였다. 각 DGGE band의 intensity를 모든 band의

intensity 총합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1)의 공식을 통

하여 Shannon-Weaver 지수(H')를 계산하였다.6) 

H' = −∑pilnpi  (1)

여기서 H'는 Shnnon 다양성 지수, pi는 DGGE bandi

의 intensity를 모든 band intensity 총합으로 나눈 값

을 의미한다. 

균등도 지수(Evenness index)는 군집 내 종 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13)

(2)

여기서, H'는 다양성(Shannon diversity indices), S는

전체 종 수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pH, 수분함량, 유기물 함량의 변화 

논, 밭, 갯벌 토양 시료의 초기 pH는 각각 6.0±0.2,

6.2±0.1, 7.7±0.3으로 논과 밭의 경우에는 약 산성의

범위였으며, 갯벌의 경우 중성의 범위였다. 10일과 30

일 경과 후 MTBE에 노출된 조건에서 시료에서의 pH

를 측정한 결과, 논 토양의 경우 6.7~6.8, 밭 토양의

경우 6.2~6.4, 갯벌 토양의 경우 6.7~7.0의 범위로 나

타났다. MTBE를 750 mg/l의 고농도로 주입 후 10일

과 30일 경과 후 pH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약한

양의 관계 혹은 음의 관계로 관찰되었으나, 통계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과 미

제시). 

MTBE와 같은 방법으로 10일과 30일 경과 후 TBA

를 주입한 조건의 시료에서의 pH를 측정한 결과, 논

토양의 경우 6.2~5.5, 밭 토양의 경우 4.9~4.8, 갯벌

토양의 경우 7.7~7.5의 범위로 나타났다. TBA를

50,000 mg/l의 고농도로 주입 후 10, 30일 경과 후,

E
H′

ln S( )
-------------=

 
Table 1. Soi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ing sites

Rice field Leek patch Tidal mud flat

pH 6.0±0.2 6.2±0.1 7.7±0.3

Moisture contents (%) 49.2±0.8 39.4±0.6 65.0±0.4

Organic matter contents (%) 9.2±0.3 9.5±0.3 8.7±0.6

Viable cell number (CFU·g-dry soil-1) 2×10
5
±1×10

6
8×10

7
±3×10

8
2×10

9
±8×10

8

Dehydrogenase activity (μg·g-soil-1·day-1) 886±74 571±80 1,100±142

Clay (0~2 μm) (%) 3 8 92

Silt (2~50 μm) (%) 16 13 3.8

Sand (50~2000 μm) (%) 81 79 4.2

Soil texture (USDA) LS LS CL

LS: loamy sand, CL: Cla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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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갯벌 토양 모두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통계 분석 결과 서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결과 미

제시).

FA를 주입한 조건에서는, 논 토양의 경우 6.2~6.6,

밭 토양의 경우 4.9~4.8, 갯벌 토양의 경우 6.9~7.1의

범위로 나타났다. FA를 1.5 mg/l의 농도로 노출시킨 조

건에서 10일과 30일 경과 후 논, 밭, 갯벌 토양 모두

pH가 감소하였으며, 통계 분석 결과 서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결과 미제시). 

MTBE와 TBA 주입 조건에서는 모든 토양환경에서

의 pH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FA 주입 조건에서는

pH가 감소하였으며, 시약의 pH를 측정해본 결과,

MTBE와 TBA는 각각 6.85, 7.5로 약산성에서 중성

범위였던 것에 비해 FA 시약의 경우 pH가 3.8로 강산

성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때문에 FA 주입량이 다른

독성 물질에 비해 적게 주입되더라도 pH 변화에 영향

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분함량 및 유기물

함량은 MTBE, TBA 및 FA 주입 여부와는 유의적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과 미제시). 

3.2 탈수소효소 활성변화와 생균수 변화

Fig. 1은 MTBE와 그의 대사산물이 노출되었을 때

환경이 다른 토양의 탈수소효소 활성을 비교한 것이

다. 논, 밭, 갯벌 토양 시료의 초기 탈수소효소 활성

값은 각각 820~920, 560~587, 1,028~1,321(μg/g(soil)

day)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갯벌 토양환경의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BE를 25,000 mg/l

의 농도로 노출시킨 조건(Fig. 1(a))에서 10, 30일 후의

탈수소효소 활성 결과 모든 토양 조건에서 활성이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밭과 갯벌 환경에 비

하여 논토양 환경이 독성에 민감한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P<0.01). TBA를 50,000 mg/l와 FA 1.5 mg/l 농

도로 노출시킨 조건(Fig. 1(b)와 (c))에서 역시 MTBE

와 같은 경향의 결과를 얻었다. 

Fig. 2는 MTBE와 그의 대사산물 노출 시 환경이

다른 토양의 생균수를 비교한 것이다. 논, 밭, 갯벌 토

양 시료의 초기 탈수소효소 활성 값은 각각 1×104~2

×105, 3×105~8×107, 6×108~2×109 μg/g(soil)day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논과, 밭 환경에 비하여 갯벌 토양

환경에서 많은 수의 생균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MTBE를 비롯 독성 물질의 노출 초기에는 생균수가 크

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P<0.05), 10일과

30일 간의 시료에서는 생균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P>0.05). 탈수소효소 활성과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의 주입 농도의 증가에 따라 생균수 저해를 관

찰할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강한 음의 관계

가 관찰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서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5), 저해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FA >

MTBE> TBA순이었다. 

탈수소효소 활성과 생균수와 같이 미생물 활성은 기

질에 의해 저해를 받거나 온도, pH, 영양물질, 전자수

용체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Fig. 1. Effect of MTBE, TBA and FA of high concentrations

on dehydrogenases activities in the microcosms after 10

day and 30 days.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evel(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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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7) MTBE의 분해산물인 TBA와 FA의 경우,

비료에 소량 첨가되기도 하며, 경작지에 존재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과 비료에 이용되기 때문에 논 토양에서 내

성종이 분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MTBE 및 TBA와

FA가 저농도로 주입 시에는 탈수소효소 활성이 일시적

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비료의 경우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세포 내 효소의 형태로 탈수소

효소 활성이 증가 됨에 따라 미생물 군집의 성장을 증

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olyphenoloxidases에 의해 미생물 군집은 산화 환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써, 효소 활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수소-acceptors의 비율이 높아져서 탈수소효소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13) 그러나, 아무리 활성을 촉

진시키는 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한계점을 초과

하는 농도로 유입될 경우, 효소의 기능을 마비시켜 생

물체의 활성을 완전히 억제시킬 수 있다.6) 본 연구에서

는 생균수와 탈수소 효소 활성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으나, 통계분석 결과 서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ig. 2. Effect of MTBE, TBA and FA of high concentrations

on biomass in the microcosms after 10 day and 30 days.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evel(2-tailed).

Fig. 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DGGE fingerprints of

MTBE, TBA and FA contaminate in various soil

ecosystem after 10 day and 30 days; Rice field (●),

Leek patch(○), Tidal mud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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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결과 미제시). 독성 농도에 비하여 생균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생균수에 비하여 탈수소

효소 활성을 비교하는 것이 환경인자와 상관관계가

높고 실험이 비교적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 실험결과

를 얻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유리하게 제시

된다. 

3.4 미생물 군집 특성 분석

Fig. 3은 MTBE, TBA 및 FA를 첨가하여 인위적으

로 30일 동안 오염시킨 경작 토지와 갯벌 토양 시료

들의 DGGE fingerprints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한 결과이다. 시료가 PC1과

PC2에 따라 그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료들 간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여,6) 여기서 PC1과 PC2는 시

료 각각에 작용한 실험 조건 별 요소를 의미한다.

MTBE, TBA 및 FA 물질 종류와 첨가 농도, 시료 채

취 시기를 달리했을 때 그 요인들에 의해 시료들이 어

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MTBE

와 TBA에 노출된 토양 환경 시료의 미생물 군집의 경

우 토양 환경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 되

었으나, FA에 노출된 토양 환경에서는 갯벌 토양을 제

외하고 논과 밭토양은 FA 노출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4는 군집을 구성하는 우점종을 분석한 결과이다.

논토양의 경우(Fig. 4(a)), Chloroflex, Bacilli, gamma-

proteobacteria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다. MTBE에

노출된 경우, sulfate reducing bacteria로 uncultured

Chloroflexi bacterium(EF464632, 97%), methanogenic

consortium의 특징을 가진 uncultured bacterium UASB-

TL14(AF254390, 94%), 제초제와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분리된 bacterium의 특징을 가진 uncultured

bacterium(EF197050, 97%)과 유사도가 높은 균주들이

발견됐다. TBA의 경우에 노출된 경우, 벤젠 오염 지역

에서 분리한 균주의 특징을 가진 uncultured Chloroflexi

bacterium(EF646432, 97%)과 Bacillus bacterium

(EF072622, 99%), uncultured eubacterium WCHB-

1(AF050563, 98%), 벤젠으로 오염된 강바닥 토사에서

발견되는 균주 또는 PAH 분해 균주의 특징을 가진

Paenibacillus sp. SBI-16(AB366300, 96%), Bacteria,

uncultured banisveld landfill bacterium BVB02

(AY013628, 93%) 균주들이 발견되었다. FA에 경우에

노출된 경우, 디젤 분해 균주로 알려진 Brevibacillus

sp. SE004(AY072721, 96%), 중금속 오염지역, 벤젠

오염지역, 알코올 생산공장주변지역에서 발견되는 균

주로 uncultured bacterium와 유사도가 높은 균주,

uncultured Staphylococcus sp.(AY080372, 76%),

Pseudomonas acephalitica(AY080372, 76%)와 같은

균주들이 발견됐다. 논 토양의 경우, MTBE TBA와

FA 노출 시 독성물질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류 오

염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Bacillus나 Pseudomonas가

군집을 구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밭 토양의 경우(Fig. 4(b)), Sphingobacteria, Flavo-

bacteria, Actinobacteria, Bacilli, gamma-proteobacteria

로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눠졌다. MTBE에 노출된 경

우, uncultured Staphylococcus sp.(AJ749800, 100%),

uncultured Firmicutes bacterium(AM933661, 93%)와

높은 유사성을 나타냈다. TBA 노출된 경우, uncultured

Sphingobacteria bacterium(EF072461, 100%), uncultured

soil bacterium, Pseudomonas acephalitica(AM407893,

100%), 석유계 화합물로 오염 지역에서 발견되며, 목초

지의 특징을 가진 지역의 균주의 특징을 가진

uncultured bacterium, 중금속 오염 지역 발견되는 특징

을 가진 uncultured bacterium, Photobacterium damselae

subsp. Piscicida,(AJ749801, 100%) uncultured Actino-

bacterium과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FA에 노출된 경

우, Sphingobacteria, Crenotrichaceae, Pseudomonas

acephalitica, 폐기물 처리장에서 분리한 uncultured soil

fungus, uncultured Favobacteria bacterium, 목초지에

서 분리한 uncultured Spingobacteria bacterium,

지표수의 유류 오염 지역서 발견되는 균주의 특징을

가진 uncultured bacterium, uncultured Bacteroidetes

bacterium, uncultured alpha proteobacterium, uncultured

Chloflexi bacterium,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분리

한 Sphingobacterium, 뿌리 근권 부근의 중금속으로 오

염된 토양에서 분리해 낸 특징을 가진 uncultured soil

bacterium, 유류오염 지역에서 분리해낸 uncultured

alpha Bacillus sp. HPC-989와 98%의 유사성을 나타

냈다.

갯벌 환경의 경우, Sphingobacteria, Flavobacteria,

delta-proteobacteria, gamma-proteobacteria로 크게 네

그룹을 이뤘다. 특히, MTBE에 노출된 조건에서는

Sphingobacteria(AY711630, 97%), Marinobacteria

(EF190075, 100%), Bacillus sp.(EQ881425, 100%),

Flavobacteria(AM084245, 94%)가 군집의 구성을 이루

고 있었으며, TBA에 노출된 조건에서는 Photobacterium

damselae sub sp.(AJ749800, 100%), Sediment bacteria

(AM933661, 98%), uncultured Chromatials bacterium

(DQ901585, 100%), FA에 노출된 조건에서는 Listonella

sp.(AM183772, 100%), Salt march clone LCP-84

(AF286038, 96%), Fusobacteria(AF286038, 9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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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을 구성하고 있었다. 

Table 2는 10일과 30일 후의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

변동을 Shannon 지수와 균등성 지수를 평가하였다.

MTBE에 노출된 시료의 30일 경과 후 미생물 다양도

(Shannon index)와 균등도 지수는 논 토양의 경우

3.2~2.77(0.76~0.66), 밭 토양의 경우 3.51~3.44(0.85~

0.83), 갯벌 토양의 경우 2.79~2.59(0.65~0.60), 산림

토양의 경우 1.74~2.31(0.47~0.62)의 범위를 나타냈다.

Fig. 4. Phylogenic tree illustrating the relationship of the clones obtained from the soil samples contaminated with MTBE, TBA, and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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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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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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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에 노출된 시료의 30일 경과 후 미생물 다양도와

균등도 지수는 논 토양의 경우 1.53~1.96(0.45~0.57),

밭 토양의 경우 2.30~2.43(0.76~0.66), 갯벌 토양의 경

우 3.09~3.10(0.76~0.776)의 범위를 나타냈다. FA에 노

출된 시료의 30일 경과 후 미생물 다양도와 균등도 지

수는 논 토양의 경우 2.75~2.52(0.66~0.60), 밭 토양의

경우 2.49~1.49(0.62~0.37), 갯벌 토양의 경우 2.29~

2.90(0.70~0.70)의 범위를 나타냈다.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토착미생물 군집이 갑작스럽게 오

염 물질에 노출되면 미생물 다양도를 나타나는 지수인

Shannon index가 감소한다.9)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각

환경에서 고농도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더라고 미생물

군집의 다양도와 균등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주입된 MTBE, TBA, FA의 주입농도가 고농도

로 주입되었음에도 미생물 군집 변화가 없었던 것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독성물질 농도들이 불포화 되어 있

을 뿐 아니라 토성에 따른 독성물질의 흡착현상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환경보건적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Microcosm을 이용하여 논, 밭 및 갯벌 환경 토양 시

료를 대상으로 MTBE(methyl tert-butyl ether), TBA

(tert-butyl alcohol), FA(formaldehyde) 오염이 미생물

활성과 군집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서로

다른 농도의 독성물질을 주입하고 30일 간 배양한 후

탈수소 효소 활성과 생균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DGGE(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를 이

용하여 microcosm내 미생물 군집 변화를 분석하였다.

MTBE와 TBA, FA 주입 조건에서 탈수소효소 활성

Table 2. Shannon - Weaver Index (H) of diversity and Evenness (e) by contaminated level of MTBE, TBA and FA on 30 days

in ecosystems

(a) MTBE

MTBE

(mg/l)

Rice field Leek patch Tidal mud flat

 10 (d) 30 (d) 10 (d) 30 (d) 10 (d) 30 (d)

0 3.13 (0.73) 3.20 (0.76) 3.49 (0.85) 3.51 (0.85) 2.65 (0.61) 2.79 (0.65)

50 2.91 (0.68) 3.20 (0.76) 3.50 (0.85) 3.25 (0.79) 2.67 (0.62) 2.81 (0.65)

100 2.97 (0.70) 3.31 (0.78) 3.45 (0.85) 3.31 (0.80) 2.67 (0.62) 2.77 (0.64)

250 3.21 (0.75) 3.01 (0.71) 3.31 (0.80) 3.36 (0.81) 2.27 (0.53) 2.53 (0.59)

500 3.12 (0.75) 2.91 (0.69) 3.41 (0.83) 3.31 (0.80) 2.57 (0.69) 2.79 (0.65)

750 2.86 (0.67) 2.77 (0.66) 3.47 (0.84) 3.44 (0.83) 2.86 (0.66) 2.59 (0.60)

(b) TBA

TBA

(mg/l)

Rice field Leek patch Tidal mud flat

10 (d) 30 (d) 10 (d) 30 (d) 10 (d) 30 (d)

0 1.36 (0.40) 1.53 (0.45) 2.44 (0.70) 2.30 (0.66) 3.15 (0.78) 3.09 (0.76)

10000 2.28 (0.67) 2.44 (0.72) 2.04 (0.58) 2.54 (0.73) 2.83 (0.70) 3.07 (0.76)

20000 2.17 (0.64) 2.44 (0.72) 2.70 (0.77) 2.63 (0.75) 2.86 (0.70) 2.87 (0.71)

30000 2.17 (0.64) 2.40 (0.71) 2.41 (0.69) 2.80 (0.80) 3.37 (0.83) 2.98 (0.73)

40000 2.07 (0.61) 2.18 (0.64) 2.39 (0.68) 2.79 (0.80) 3.34 (0.82) 3.02 (0.74)

50000 2.05 (0.60) 1.96 (0.57) 2.40 (0.69) 2.43 (0.69) 3.12 (0.77) 0.76)

(c) FA

FA

(mg/l)

Rice field Leek patch Tidal mud flat

10 (d) 30 (d) 10 (d) 30 (d) 10 (d) 30 (d)

0 2.30 (0.55) 2.75 (0.66) 2.14 (0.53) 2.49 (0.62) 3.26 (0.78) 2.29 (0.70)

0.3 2.52 (0.60) 2.81 (0.67) 2.06 (0.51) 2.69 (0.67) 3.33 (0.80) 3.19 (0.77)

0.6 2.53 (0.60) 2.59 (0.62) 2.13 (0.53) 2.49 (0.62) 3.38 (0.81) 3.19 (0.77)

0.9 2.71 (0.65) 2.56 (0.61) 2.33 (0.58) 1.91 (0.48) 3.30 (0.79) 3.09 (0.74)

1.2 2.84 (0.68) 2.72 (0.65) 1.98 (0.49) 2.14 (0.53) 3.14 (0.75) 3.01 (0.72)

1.5 2.73 (0.65) 2.52 (0.60) 2.00 (0.50) 1.49 (0.37) 3.07 (0.74) 2.9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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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경우, 밭과 갯벌 환경에 비하여 논토양 환경이

독성에 민감하게 작용하였다. 미생물활성에 미치는 저

해 정도는 시료 종류에 상관없이 FA > MTBE >

TBA 순으로 FA 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환경에서 독성물질의 농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생

물 군집의 다양성과 균등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논토

양은 Chloroflex, Bacilli, gamma-proteobacteria, 밭 토

양은 Sphingobacteria, Flavobacteria, Actinobacteria,

Bacilli, gamma-proteobacteria, 갯벌 토양은 Sphingo-

bacteria, Flavobacteria, delta-proteobacteria, gamma-

proteobacteria가 우점 군집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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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갯벌 시료의 30일째 결과와 DGGE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로부터

얻은 clone을 동정하여 계통발생학적 tree를 도시

한 결과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에 발표한 결과

를 인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