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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degradation of nitrogen-containing aromatic compounds was investigated in activated sludge previously

adapted to mineralize low concentrations of nitrogen-containing aromatic compounds. Normally, the time required for

95% degradation of 10 mg/l dinitrophenol (DNP) under aerobic conditions was less than 4 hours without any lag, and

with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MLSS) levels from 600 to 1,000 mg/l. However, when the initial DNP concentration

was increased to 75 mg/l, lags and even complete inhibition of DNP degradation were observed. The length of the lag

was found to increase proportionally with decreasing MLSS levels. When dilute activated sludge was incubated for

extended periods (192 hours), degradation of 75 mg/l DNP did eventually occur after lag periods of 37 to 144 hours,

depending on the MLSS concentration. DNP was degradable in high concentrations if MLSS concentrations were suf-

ficiently high to allow growth of bacteria resistant to the toxic effects of D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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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수종말처리장의 2차 처리공정인 활성슬러지공법에

서 독성 유기화합물의 생분해여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

되고 있는데, 특히 독성 유기화합물과 난분해성 유기화

합물이 어떤 농도에서 활성슬러지 미생물에 영향을 주

지 않고 생분해되는 것에 대한 연구와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 독성화합물의 생분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2) 일반적으로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질소방향족화합물(NACs, Nitrogen-containing

aromatic compounds)은 활성슬러지 미생물에 독성이

있는 난분해성 화합물일 뿐만 아니라 하폐수처리장 방

류수계의 생태계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질소방향족 화합물은 농약, 염료, 폭발물 및 기타의 화

학제품을 제조할 때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약

품 제조공장의 처리수나 일부의 지표수에서도 검출되

고 있다.3) 또한, 많은 질소방향족화합물의 독성은 방류

수계 퇴적물에서의 농축에 의하여 증가되기도 하며 먹

이사슬에서 생물농축에 의하여 증가된다.4) 질소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특히 디니트로페놀(이하 DNP)은 순수배

양 미생물, 하수 내 미생물, 활성슬러지 미생물과 같은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분해되기 때문에 흥미

로운 질소방향족화합물이지만,5,6) 박테리아에 급성독성

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더러, 신진대사

과정 중에 ATP의 발생을 방해하는 짝풀림제(uncoupler)

로도 잘 알려져 있다.7) 그러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DNP의 활성슬러지에 대한 독성여부와 생분해 가능성

여부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분해될 수 있는가를 결

정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DNP의 생분해 가능 농도의 범

위는 연구자와 연구조건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Tokuz8)는 활성슬러지 미생물에 의

해 생분해 가능한 유입수내 DNP 농도는 4 mg/l 정도

인 것으로 실험조사되었으며, DNP 농도가 8 mg/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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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생분해가 중단(failure)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반면에 Kincannon 등9)은 활성슬러지를 투입한 연

속류형 완전혼합 반응조(CSTR)와 회분식 반응조를 이

용하여 DNP 생분해를 연구하였는데, 체류시간 8.3시간

인 CSTR에서는 약 100 mg/l의 유입수내 DNP가 생분

해되어 1 mg/l 이하로 유출되어 분해율이 약 12 mg/l/hr

을 나타내었다. 유입·유출형 회분식 반응조에서는 반

응시간이 약 4시간인 경우에 유입농도 130 mg/l가

48 mg/l로 처리되어 유출되었으며, 유입농도가 더 높을

경우에는 완전 저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에서 CSTR 공정이 좀더 효율

적인 이유로는, CSTR에서는 회분식 반응조에 비해 미

생물 주변의 DNP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Hess 등6)은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활성

슬러지 혼합액 부유물질(MLSS) 농도가 812 mg/l, 유입

DNP 농도가 10 mg/l일 때 4시간 이내에 완전분해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때의 활성슬러지 내 DNP 분해균

의 수는 약 106 cells/ml이었다. 위의 결과와 대조적으

로 Wiggins와 Alexander10)의 연구에 의하면 여과시킨

DNP 미적응 하수처리 미생물을 여러 가지 농도의

DNP에 적용한 결과 10 mg/l는 10일 이내에 생분해되

었으나 25, 50 mg/l는 미적응 미생물에 의해서는 전혀

생분해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고형물 체류시간(SRT) 또는 슬러지일령이 활성슬러

지 미생물의 난분해성 독성화합물 생분해에 영향을 준

다는 보고가 있는데, 펜타클로로페놀(PCP), 3-클로로벤

조산(3-CB) 및 클로로페놀(CP)의 경우 SRT가 크면 클

수록 제거가 훨씬 빠르게 일어났다.11) 또한 Chudoba

등12)은 활성슬러지에 의한 2,4-디클로로페놀(DCP) 생분

해시 초과해야 하는 SRT 임계치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SRT가 증가하면 활성슬러지 MLSS농도가 높아지

는데, MLSS농도와 활성슬러지의 난분해성물질에 대한

독성저항과 순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분해가 느리고 독성이 있는 화합

물로 알려진 DNP가 DNP 화합물에 순응된 활성슬러지

에 의해서 어떠한 저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조사하

고, 이때의 기질저해로 보는 판단기준은 생분해대상 기

질인 고농도의 DNP가 활성슬러지에 의해 일정한 지체

시간이 필요하든지 혹은 생분해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하였다. 실험은 MLSS 농도의 변화에 따라 고

농도 DNP의 고농도 급속주입(spike)에 대한 생분해 저

해를 결정하는데 맞추어져 있으며, 또한 MLSS 농도가

생분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

는데 있다. 

II.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에서와 같이 유효용량 4 l 규모의 연속회분식

반응조(SBR)를 이용하여 활성슬러지를 저농도의 DNP

에 순응시켰으며, 본 실험을 위하여 DNP 부하를

20 mg/d에서 40 mg/d로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반응시간

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소시킴으로 가능하였으며

최대 DNP농도는 반응초기에 10 mg/l를 유지시켰다. 또

한 SBR에 DNP 생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6) 400

mg/d의 글루코오스를 투입하였다. SBR내 활성슬러지는

고농도에서의 DNP 저해를 실험하기 위한 Fig. 1의

serum bottle 실험의 접종원으로 사용되었다. 

Serum bottle 실험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

째 단계의 실험에서는 serum bottle에 SBR 운영조건과

유사하게 염화암모늄(NH4Cl)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

염들과 활성슬러지 접종원을 DNP와 함께 투입하였다.

25~75 mg/l의 고농도 DNP를 충격부하로 serum bottle

반응조에 주입하였는데, 글루코오스를 포함한 다른 어

떠한 보조탄소원이 주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DNP가 활

성슬러지 미생물의 유일한 탄소 공급원과 에너지 공급

원이었다. Hess 등6)에 의하면 글루코오스를 보조탄소원

으로 사용하였을 때 글루코오스 자체가 DNP 생분해균

에 의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활성슬러지 미생물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처리시스템 내에서 DNP 생분

해균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므로 충격부하를 받는 serum bottle 내에서 글루코오스

와 같은 보조탄소원이 저농도의 DNP 생분해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이 방법은 Lenke 등5)의

방법과 유사한데, 숙신산(succinate)을 투입하여 고농도

의 세포로 배양시킨 후에 숙신산 없이 고농도의 DNP

만으로 DNP를 생분해할 수 있는 순수배양 미생물을

배양하였다. 그러나 질산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의 실험은 염화암모늄을 투입하지 않

고 실험하였다. 이때 DNP 생분해시 방출되는 아질산

성 질소만이 세포합성에 필요한 유일한 질소공급원이

었다. 혼합배양미생물이 아닌 순수배양미생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박테리아가 기질유도 질소를 사용

하였지만 DNP 분해율은 다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13)

Step I 실험에서는, 250 ml 용량의 각각의 serum

bottle 반응조에 200 ml의 혼합액(mixed liquor)을 식종

한 후, DNP 초기농도를 10, 25, 50, 75 mg/l로 변화

시켰으며 NH4Cl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영양염류를 주입

하였고 인산완충용액으로 pH를 7.0~7.1 범위내로 조절

하였으며, 각각의 serum bottle 반응조내 미생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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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합액 부유물질(MLSS) 농도로 650~1,300 mg/l로

변화시켰다. 이 실험을 완료한 후 Step II 실험에서는,

serum bottle 반응조내 DNP 농도를 75 mg/l로 고정한

후 MLSS 농도만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으며, 또한

serum bottle 반응조에 암모니아성분을 주입하지 않고

실험하였는데, Table 1에 serum bottle 반응조 실험조

건을 요약하였다. 

Serum bottle 반응조 실험에서 활성슬러지 MLSS는

완전혼합 상태에서 SBR 혼합액을 시료채취용 주사기

를 사용하여 추출하고 100 ml 매스실린더에서 희석을

한 후 다른 serum bottle 반응조에 주입하여 농도를

변화시켰다. Serum bottle 반응조내 내용물은 200 rpm

으로 운전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폭기와 혼합을 동시

에 달성하였다. Serum bottle 반응조내 시료는 주사기

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소량 채취하였으며,

채취즉시 0.2 µm 공극의 폴리카보네이트 여과지로 진

공 여과하였고 시료 내 잔류하는 DNP의 추가적인 생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한 황산 한 방울을 떨어뜨

려 강산성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냉장보관하였다.

시료 내 DNP 함량은 UV분광광도계 분석법14)으로 UV

흡수파장 260 nm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미생물농도는

MLSS 농도로 보았으며 멤브레인 여과기술15)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암모니아 주입시 DNP 생분해

Fig. 2는 SBR 환경에서의 생분해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조탄소원인 글루코오스와 보조질소원인 암

모니아가 주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DNP 초기농도가

10 mg/l일 때의 활성슬러지에 의한 생분해곡선이다. 이

생분해곡선은 SBR에서의 기초적인 생분해곡선이며 나

중에 실시하게 될 serum bottle 반응조의 생분해결과와

비교하였다. SBR에서의 MLSS농도가 2,000 mg/l일

때, 주입된 DNP는 2시간 이내에서 95% 이상이 생분

해되었지만, 활성슬러지 혼합액의 부유고형물의 농도를

760 mg/l로 감소시켰을 때에는 95% 생분해에 필요한

Fig. 1. Procedure for SBR and serum bottle test. (a) cultivation of NACs degrading bacteria in SBR, (b) dilution of SBR mixed liquor

in graduated cylinder, (c) aeration and mixing of serum bottle contents by shak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activated sludge serum

bottle reactors for Step I and II experiments

Variable Step I Step II

DNP (mg/l) 10~75 75

MLSS (mg/l) 650~1,300 350~1,300

NH4-N (mg/l) 20 0

C:N ratio (g/g) 0.18~0.91 2.6

Reaction period (hr) 3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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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5시간 이상이었다. 또한, DNP 생분해가 정상적

인 생분해속도보다 더욱 느려질 때에는 한 시간 이상

의 지체기가 감지되었다. DNP 생분해곡선에 사용한 데

이터들은 비선형 회귀프로그램인 LMFIT6)을 적용하여

동력학모델(kinetic model) 상수 추정에 사용되었는데,

LMFIT으로부터 구한 최대분해속도는 높은 MLSS농도

일 때에는 7.1 mg/l/hr이었고, 낮은 MLSS농도일 때에는

3.1 mg/l/hr이었다. MLSS 농도를 표준화하였을 때 추정

한 비최대 분해속도는 높은 MLSS농도일 때에는

0.0036 mg DNP/mg MLSS/hr이었고, 낮은 MLSS농도

일 때에는 0.0041 mg DNP/mg MLSS/hr로서 매우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4, 5는 serum bottle 반응조에서 고농도의

DNP와 암모니아를 첨가하였을 때의 생분해곡선을 보

여주고 있다. Serum bottle 반응조의 혼합액은 DNP

농도 10, 25, 50, 75 mg/l에서 배양하였고, 각각의

DNP 농도에서의 MLSS 농도는 Fig. 3, 4,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650, 1,000, 1,300 mg/l로 조정하였다. 위의

생분해곡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향을 찾을 수가 있

는데, MLSS 농도를 Fig. 3의 650 mg/l로부터 Fig. 5

의 1,300 mg/l까지 증가시키면 더욱 높은 농도의 DNP

를 더욱 빠르게 생분해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면, DNP 초기농도 25 mg/l가 MLSS 농도 650 mg/l

에서는 15시간 이내에 생분해되었고, MLSS 농도

1000 mg/l에서는 단지 10시간 이내에 완전히 생분해되

었으며, MLSS 농도가 1,300 mg/l일 때에는 5시간으로

도 충분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Fig. 2의 SBR 결과와

유사한데, DNP 농도 25 mg/l에서 비분해속도(specific

degradation rate)은 혼합액을 희석한 것이나 희석하지

않은 것이나 유사하였다. 

Serum bottle 반응조내의 MLSS 농도가 650과

1,000 mg/l일 때 Fig. 3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15%의 DNP만이 25시간 이내에 생분해되었다. 실

Fig. 2. DNP concentration profiles in SBR with normal and

dilute MLSS. Initial concentration of DNP was 10

mg/l. Supplemental carbon source (100 mg/l glucose)

and nitrogen source (20 mg/l NH4-N) added.

Fig. 3. DNP profiles in Phase I serum bottle experiment with

dilute activated sludge (650 mg/l MLSS) and varying

concentrations of DNP at the beginning of the reaction

(t = 0) from 10 to 75 mg/l. Nitrogen was added as 20

mg/l NH4-N; no supplemental carbon substrate was

added.

Fig. 4. DNP profiles in Phase I serum bottle experiment with

dilute activated sludge (1,000 mg/l MLSS) and varying

concentrations of DNP at the beginning of the reaction

(t = 0) from 10 to 75 mg/L. Nitrogen was added as 20

mg/l NH4-N; no supplemental carbon substrate wa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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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소량의 DNP 생분해가 초기 5시간 이내에서만 발

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생분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

다. 그러나 Fig. 5에서와 같이 MLSS 농도를 1,300

mg/l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20시간 이내에 완전한 생분

해가 이루어졌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SBR내

혼합액을 희석한 MLSS에서는 생분해초기에 상당한 지

체가 예상되었지만, Fig. 3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초

기농도 75 mg DNP/l의 serum bottle 실험에서는 단순

한 지체가 아닌 심각한 기질저해가 관측되었다.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SBR 실험의 생분해 시작단계에

서의 약간의 지체는 MLSS의 희석에 기인한 것으로 추

측되지만, Fig. 3과 Fig. 4의 초기 DNP농도 75 mg/l의

serum bottle 실험에서는 단순히 생분해지체가 아닌 심

각한 저해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활성슬러지 내에 비교적 높은 농도의 DNP를 생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소집단(subset)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만약 serum bottle 반응조에 식종하는

MLSS 접종원을 2배 이상 희석한다면, 이들 미생물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낮은 농도의

DNP 환경에서보다도 훨씬 큰 지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암모니아 미주입시 고농도 DNP 생분해

Fig. 6은 두 번째 단계의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초기 DNP 농도를 75 mg/l로 고정시키고 serum

bottle내 MLSS 농도를 350~1,300 mg/l 범위로 변화시

켰을 때의 DNP 생분해곡선이다. 이 실험에서는 serum

bottle내 반응시간을 192시간까지 연장하였는데, 이 정

도의 생분해시간이라면 충분한 개체전환 시간이 될 뿐

만 아니라, 희석한 MLSS 식종이지만 고농도의 DNP에

적응할 수 있는 미생물의 성장에 충분한 시간으로 추

정된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생물 성장에 필

요한 질소공급원을 대체할 보조 암모니아의 주입을 중

단하고 DNP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를 획득하게

하는 것은 고농도의 MLSS 환경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LSS 1,300 mg/l를 함유

한 serum bottle의 생분해곡선을 보면 Fig. 5의 암모니

아를 주입한 serum bottle의 생분해곡선과 유사하게

DNP를 25시간 이내에 생분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LSS 농도가 350, 650, 1,000 mg/l이었을 때의

두 개의 serum bottle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6과 Fig. 4를 비교

하여 보면, 다른 모든 실험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MLSS 1,000 mg/l 이하의 초기 DNP 농도 75 mg/l의

생분해곡선을 분석하여 볼 때 Fig. 6의 실험에서는

Fig. 4의 실험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생분해됨을 알 수

있다. 

초기 DNP 농도 75 mg/l에서 DNP 생분해균의 지체

현상 혹은 저해현상에 대한 규명은 Fig. 6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두 번째 실험에서 조사되었는데, MLSS 농도

650 mg/l에서 40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 DNP 생분해

가 시작되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중복 실험한 결과를

보면 지체시간이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125시간이 지난 후에 생분해가 완료되었다.

Fig. 5. DNP profiles in Phase I serum bottle experiment with

dilute activated sludge (1,300 mg/l MLSS) and varying

concentrations of DNP at the beginning of the reaction

(t = 0) from 10 to 75 mg/l. Nitrogen was added as 20

mg/l NH4-N; no supplemental carbon substrate was

added.

Fig. 6. DNP profiles in Phase II serum bottle experiments.

Serum bottle contained dilutions of activated sludge

mixed liquor from 350 to 1,300 mg/l MLSS. All serum

bottles received 75 mg/l DNP at beginning of reaction

(t = 0), without either supplemental nitrogen or carbon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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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S 농도를 350 mg/l로 희석한 경우에는 순응기가

더욱 길어져 약 60시간이 소요되었지만, 150시간이 되

기 전에 생분해가 완료되었다. Table 2는 순응시간과

투입 DNP의 95% 이상이 생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에서 순응기는 반응 초기 단

계에서 DNP 생분해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감소하는 시

간과 DNP 감소가 30%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IV. 결 론

난분해성과 독성이 있는 화합물로 알려진 디니트로페

놀이 활성슬러지 미생물에 어떠한 저해를 나타내는지

에 대한 실험과 MLSS 농도변화가 생분해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다양한 조건의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기질을 사용하여 생분해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농도인 10 mg/l의 DNP 생분해에 적응되어

있는 활성슬러지 미생물을 사용하여도 최대 75 mg/l까

지 농도가 7.5배 증가한 상태에서도 완전히 생분해되었

는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난분해성 화합물의

생분해시 최대로 분해가능한 농도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2. 기질 내 포함되어 있는 질소를 사용하는 것과 비

교하여 외부에서 암모니아로 질소원을 보충하여도 고

농도의 DNP 생분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므

로, 다른 화합물의 분해시 기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기질 내 질소가 함유되어 있을 때 외부 질소원을 보충

할 필요가 없다.

3. MLSS농도의 변화에 따라 고농도 DNP의 고농도

급속주입(spike)에 대한 생분해 저해와 MLSS 농도가

생분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험한 결과, 활

성슬러지 미생물 농도를 1,300 mg/l에서 650 mg/l 이하

로 절반 이상 희석하였을 때 고농도(75 mg/l)의 DNP

생분해 개시에 필요한 적응기는 충격부하 주입 후 0시

간에서 37시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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