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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TBE and other gasoline additives contained in gasoline are known to be a refractory substance resistant to 
biodegradation. As a method of removing these substances, a research of method using native microbes of polluted soil was 
progressed and among these, bio-degradation possibility under aerobic condition was evaluated. All of the experiments were 
progressed based on batch experiment of lab scale and analyzed by GC-FID using HS-SPME technique. The result of 
bio-degradation experiment based on MTBE and other additives(ETBE, TAME) was observed below 1 mg/L, which initial 
concentration were 100 mg/L for each method. And through production of by-product and CO2, partial mineralization was 
confirmed. Degradation velocity of each additive was promptly represented in the order of TBA>ETBE>MTBE>TAME. 
Through this study, bio-degradation possibility of native microbes of oil polluted soil, MTBE and other gasoline additives was 
confirmed and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sult could be used for basic experiment data in removing oil pollutants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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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가솔린은 원유 생산물의 대표적인 물질로 다양한 

탄화수소로 구성되며, 연료 요구 성능 및 환경 규제기

준에 따라 정제 시 그 성분함량이 조정된다. 가솔린의 

18%(Wet.) 이상을 구성하는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nen, o-, m-, p-xylene)는 주로 유류저장탱크

와 다양한 산업공정으로부터 배출된다. BTEX는 다른 

가솔린 성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

며, 인체에 유독하고, 특히,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로 분류

된다(Lee, 2005). 
가솔린의 옥탄가 향상, 무연휘발유 생산과 자동차 배

출가스내의 CO와 HC를 감소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첨

가제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와 기타 가

솔린 첨가제(ETBE, TAME 등)를 혼합하였다. 이와 같

은, 물질들은 1990년 미국에서 일산화탄소 기준 미달성 

지역 41개 도시에 산소함량 2.7%(vol.) 이상의 함산소 

기재를 첨가하는 대기정화법 개정안(CAAA, cl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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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amendments)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 휘발유의 완

전 산화를 보조하는 산소첨가제(oxygenates)로 본격적

으로 사용되었다(Peaff, 1994).
유류 탄화수소인 BTEX는 NAPLs (non-aqueous 

phase liquids) 상태로 지하에 존재한다. 대수층에서 소

수성 물질로 존재하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토양에 흡착되

어 오염을 악화시키고,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여, 질량변화가 매우 느리다. 반면에, MTBE
는 BTEX에 비해 수용해도가 더욱 높아 지하물질에 거

의 흡착이 되지 않아 유동이 흡착에 의해 지연되기 어렵

기 때문에 오염지역이 광범위하다. Borden 등에 따르면, 
MTBE의 생분해 경향이 BTEX에 비해 효율이 낮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Borden et al., 1997).
MTBE의 생분해는 BTEX 성분과는 달리 생물학적

으로 분해가 쉽지 않아 난분해성 물질로 분류되며, 이는 

에테르(C-O-C)결합이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이다

(White et al., 1996). 생물학적 MTBE 분해는 MTBE 
자체를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을 이

용하는 방법(Landmeyer et al., 1998; Salanitro et al., 
1994a)과 일차성장기질(primary growth substrate)을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해 MTBE의 생분해를 유도하는 

공대사적 분해(cometabolic degradation)로 나뉜다

(Hyman and O'Reilly, 1999).
호기성 조건에서 BTEX 분해연구는 대부분의 오염지

역에서 BTEX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들 물질 간의 상

호 기질 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Alverez 
and Voge, 1991; Deeb and Lisa, 1999; Yeom and 
Yoo, 1997). 하지만 BTEX와 함께 존재하는 MTBE 및 

기타 가솔린 첨가제와의 상호 기질 반응에 대한 연구는 

분해능이 밝혀진 순수균주와 혼합균주를 이용한 생 분해 

연구가 일부분 진행 된 실정이다. Anthony 등에 따르면 

현장규모에서 BTEX 및 MTBE 생분해를 설명하기 어

렵기 때문에 자체 생분해(intrinsic bioremediation) 능
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규모의 microcosm 연구

가 시급하며, 실험실 규모의 연구 결과는 현장규모의 실

험을 위한 기초단계 연구로써, BTEX 및 MTBE의 생분

해 가능성과 분해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

였다(Anthony, 1999).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국

내의 유류오염토양의 토착미생물(indigenous microcosms)

을 이용하여 호기성 조건에서 MTBE와 기타 가솔린 첨

가제의 생분해 특성을 분석하여 지중 생물학적 처리

(in-situ bioremediation)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약재료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가능한 분석용 고순도의 시약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MTBE(99%, Methyl tert- 
Butyl ether), ETBE(97%, Ethyl Tertiary Butyl Ether), 
TAME(94%, Tertiary Amyl Methyl Ether)는 ACROS 
ORGANICS(New Jersey, U.S.A.)에서 구입했다. TBA 
(99%, tert-Butyl alcohol)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했고 TBF(99%, tert-Butyl 
formate)와 TAA(tert-amyl alcohol)는 Aldrich Chemical 
Co.(Milwaukee, U.S.A.)에서 구입했다. O2 gas (99%)
는 (주)성강가스에서 구입했으며, 상기에 나타내지 않은 

시약은 Aldrich Chemical Co.(U.S.A.), Fisher Scientific 
Co.(U.S.A.) 또는 Sigma Chemical Co.(U.S.A.)로부터 

구입했다. 실험을 위한 모든 저장용액(stock solution)은 

제조 시 수용해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만들었으며, 
멸균된 120 mL 갈색시약병에 넣어 테프론 실리콘 격막

과 알루미늄 마개로 막은 후 냉장보관 하였다.

2.2. 미생물 배지 조성

탄소원이 없는 basal salt medium (BSM)은 다량영

양소와 미량영양소 두 무기영양물질의 stock solution으
로 준비하였으며, 4 에서 보관하여 필요 시 적당량 취하

여 121 에서 15분간 멸균 후 사용하였다. BSM media
를 만들기 위해 다량영양소의 20배 농축액인 stock A와 

미량영양소의 20배 농축액인 stock B를 만들었다. 먼저 

stock A는 멸균된 1 L 용량플라스크에 증류수 700 mL
를 채우고, potassium phosphate(K2HPO4 3H2O) 85 g, 
sodium phosphate(NaH2PO4 H2O) 20 g, ammonium 
chloride (NH4Cl) 40 g을 넣어 1 L 까지 증류수로 채우

고 녹인다. Stock B는 HCl로 pH 4 5로 맞춘 증류수를 

1 L 용량플라스크에 700 mL를 채우고, nitrillotriacetic 
acid(N(CH2CO2Na)3 H2O) 2.46 g, magnesium sulfate 
(MgSO4 7H2O) 0.4 g, ferrous sulfate(FeSO4 7H2O) 
0.24 g, manganese sulfate(MnSO4 H2O) 0.06 g,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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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basal salt medium (BSM) medium

Stock A
(per 1 L)

Stock B 
(per 1 L ; using D.W. at pH 4～5)

 K2HPO4․3H2O 85 g N(CH2CO2Na)3․H2O 2.46 g

NaH2PO4․H2O 20 g  MgSO4․7H2O 0.40 g

 NH4Cl 40 g  FeSO4․7H2O 0.24 g

 MnSO4․H2O 0.06 g

 ZnSO4․7H2O 0.06 g

 CoCl․6H2O 0.02 g

sulfate(ZnSO4 7H2O) 0.06 g, cobalt chloride(CoCl 
6H2O) 0.02 g을 넣어 1 L까지 증류수로 채우고 녹인

다. Stock A 50 mL와 stock B 50 mL를 1 L의 용량플

라스크에 넣고 나머지는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 후 pH
를 6.8 7.1로 맞추어 사용하였다(Table 1).

2.3. MTBE 및 기타 가솔린 첨가제의 호기성 생분해 실험

실험에 사용된 모든 초자류 및 기기는 고압증기 멸균

기를 이용하여 121 ,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하였으며, 
광합성에 의한 미생물 성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색시약

병(120 mL)을 이용하였다. 호기성 생분해 실험에서는 

유류오염토양 5 g(건조토양)을 갈색시약병(120 mL)에 

넣고 각각 BSM 배지 50 mL를 첨가하고 테프론 실리콘 

격막과 알루미늄 마개로 막은 후, 진공 펌프로 bottle 내
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호기성 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O2 10 mL를 주입하고 나머지 headspace는 공기로 채워

주었다. 부식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른 토착미생물의 생분

해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식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유

류오염토양 5 g의 24시간 호기성 배양액 1 ml와 유류오

염토양 5 g의 24시간 호기성 배양액 1 ml를 갈색시약병

에 넣고 BSM 배지 50 mL를 첨가하고 MTBE 초기 주

입 농도를 100 mg/L(액상농도)로 조정하여 140일 동안 

생분해 경향을 관찰하였다. 더하여, 시약병 내의 생물학

적 분해를 정확히 관찰하고 휘발 및 비생물학적인 요인

에 의한 시료의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실험 조건과 동일

한 시약병에 HgCl2 20 mg/L를 주입하여 killed control
로 준비하여 비교실험을 하였다. 초기 주입량은 MTBE 
50, 100 mg/L이며 진탕배양기에서 25 , 150 rpm으로 

배양하였다. 실험 조건에 따라 MTBE, TAME, ETBE, 

TBA 각각 100 mg/L(액상농도)를 주입하였다.

2.4. MTBE 및 기타 가솔린 첨가제의 분석 방법 및 CO2 

측정 방법

MTBE 및 기타 가솔린 첨가제의 동시 분석을 위하여 

HS-SPME (head spac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CAR/PDMS 75 fiber를 사용

하여 bottle의 headspace에서 10분 흡착, 5분 탈착하여 

GC-FID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Agilent 6890N 가
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다. GC의 운전 조건은 주

입부(injector), 검출기(detector)의 온도가 각각 270
이며, MTBE, TBA, TBF 분석시 오븐(oven) 온도는 

40 등온(isothermal mode)으로 7 분을 유지하였다. 
시료의 연속 분석시 유류오염토양의 기타 물질이 GC 
peak로 나타나 MTBE, TBA의 peak와 겹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250 에서 5분을 post run한 후 다음 분석

이 이루어졌다. TAME, ETBE, TAA 분석시 오븐 온도

는 40 등온(isothermal mode)으로 11분을 유지하고, 
위의 분석과 유사하게 연속 분석시 GC peak 겹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250 에서 5분을 post run하여 총 분

석시간을 최적화하였다(Table 2).
CO2 측정에는 HP 689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을 이용

하였으며, 검출기는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를 사용하여 headspace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가스 주입

부는 150 로 조정했으며, 검출기 온도는 250 로 조정

하였다. Oven 온도는 50 에서 3분을 유지하다가, 20
/min 으로 100 까지 승온하여 3분을 유지하고, 20
/min으로 180 까지 승온한 뒤 1.5분을 유지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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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C/FID operating parameters 

GC system Agilent 6890N 가스크로마토그래피

Detector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Column  HP-5 (5% Phenyl Methyl Siloxane, Capillary, 50.0 m × 200 ㎛ × 0.33 ㎛ film)

Carrier gas N2 (1.0 mL/min)

Injection port system split mode=2

Injector Temp. 270℃
Detector Temp. 270℃

Oven Temp.
MTBE, TBA, TBF 7 min at 40℃, post run 5 min at 250℃

TAME, ETBE, TAA 11 min at 40℃, post run 5 min at 250℃

Table 3. GC/TCD operating parameters

GC system Agilent 6890N 가스크로마토그래피

Detector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Column HP-5 (Carboxen 1000, Packed, 15 ft × 1/8˝)
Carrier gas He (35 mL/min)

Detector Temp. 250℃
Oven Temp. 3 min at 50℃, 20℃/min to 100℃, held 3 min, 20℃/min to 180℃, held 1.5 min

3. 결과 및 고찰

3.1. 유류오염토양에서 분리된 토착혼합균주에 의한 

MTBE의 호기성 생분해 특성

본 실험은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국내유류오염토양

의 MTBE를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조건은 

호기성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회분식 실험을 통해 평가

하였다.
호기성 직접 산화(direct aerobic oxidation)는 분해 

대상이 미생물 물질 대사와 성장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

고, 이를 미생물이 분해하는 메커니즘이다. 본 실험에서

는 유류오염토양의 토착미생물을 대상으로 MTBE와 

BTEX를 전자공여체(electron donor)로 이용하고 전자

수용체(electron acceptor)로는 산소를 이용하여 MTBE
의 분해 경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류오염토양 내에는 현장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토양 내에는 부식물질이 존재할 것이

다. Lovley et al.(1996)은 MTBE의 혐기성 생분해에서 

부식물질이 Fe(III) oxides에게 전자 이동자 역할을 함으

로써 부식질 추가는 MTBE 생변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 본 호기성 생분해 실험에서 이러한 현장 

토양의 부식물질이 호기성 조건에서도 MTBE 생변형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유류오염토양을 대

상으로는 약 90일 후에 MTBE 100 mg/L가 호기성 조

건하에서 1 mg/L 이하로 분해됨이 관찰되었다. 부식물

질이 포함되지 않은 동일한 유류오염토양의 24시간 배양

액의 경우에는 MTBE 100 mg/L의 호기성 생분해에 약 

14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 이
는 호기성 배지 이외에 유류오염토양 내에 존재하는 부

식물질은 토착 미생물에 의한 MTBE의 생분해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리대상 현장의 토양특

성의 다양성에 따라 생분해 경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MTBE 초기 주입 농도에 따른 분해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류오염토양을 대상으로 MTBE의 초기 주입 

농도를 각각 50, 100 mg/L(액상농도)로 조정하여 실험

한 결과, 50 mg/L의 경우 60 70일경에 MTBE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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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umic substances of soil microcosms on 
MTBE utilization.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Data represen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Fig. 2. Effect of the initial MTBE concentration (50, 100 
mg/L) on MTBE utilization in soil microcosms. 
Data represen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1 mg/L로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 mg/L의 경

우에는 90일 이후에 MTBE 농도 1 mg/L 이하로 분해됨

이 관찰되었다. 또한 MTBE 초기 생분해 속도는 거의 비

슷하지만 50일 이후부터 MTBE 50 mg/L의 농도에서는 

빠르게 분해되었다(Fig. 2). 이 결과는 MTBE의 농도가 

낮은 토착혼합균주가 농도가 높은 토착혼합균주보다 

MTBE 농도에 대한 부하를 적게 받아 생분해 속도가 증

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3.2. 유류오염토양에서 분리된 토착혼합균주에 의한 

MTBE의 호기성 생분해 중간 생성물 특성

Borden et al.(1997)은 대수층을 대상으로 263일 동

안 MTBE 5 μmol을 주입하고 MTBE와 TBA의 생분해 

경향을 살펴보았다(Pruden and Suidan, 2004). 이 실험

에서  MTBE는 실험시작 후 93일부터 제거되었는데, 분
해속도는 0.001 day-1이었으며, TBA는 최고 MTBE의 

17 %가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의 

MTBE의 주입농도와 위의 실험에서 주입된 MTBE 농
도가 틀린 점을 감안하고 분해속도만 비교해 본다면, 
MTBE 100 mg/L의 생분해 속도는 0.043 day-1로서 위

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매우 빠른 분해속도를 나타냈으

며 TBA는 축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해되었다. TBA
는 MTBE 지질대사(mammalian metaboism)의 산물로

서 MTBE 생 자연감쇠(bioattenuation)에 대한 중요한 

지시자로서 여겨지며(Kharoune et al., 2001), 공대사에

서 TBA의 산화는 MTBE의 산화에 비해 어려워 MTBE 
분해속도에 비해 느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일반

적으로 프로판 등의 일차기질을 이용하여 MTBE 생분

해를 유도하는 공대사 반응에서는 생분해에 의한 TBA 
축적이 미생물에 독성으로 작용하여 생분해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Steffan et al., 1997).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TBA의 분해속도가 MTBE의 분해속도

에 비해 빨라 MTBE 초기산화에 의한 TBA의 축적이 발

생되지 않아 토착혼합균주에 미치는 독성 효과 없이 

MTBE 분해와 동시에 TBA의 분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75일 이후 MTBE의 농도가 1 mg/L 이하로 

분해된 시점을 미생물의 기질이용도가 활성화된 시점으

로 보고, MTBE 100 mg/L(액상농도)를 재주입했을 경

우에는 지체기 없이 초기 생분해 속도보다 빠르게 분해

되었다. 이는 초기 주입시보다 기질에 대하여 미생물이 

이용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재주입할 경우에는 생분해

율이 증가하여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중간생성물 생성을 관찰한 결과, TBA와 

TBF가 생성되었으며 TBA와 TBF는 축적되지 않고 계

속적으로 분해되었다(Fig. 3). 또한 MTBE의 생분해에 

따른 CO2 생성량은 MTBE 농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MTBE 100 mg/L의 생분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90일 후 시약병의 head space 내 CO2 생성량

은 3.8%(v/v)로 관찰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호흡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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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course of aerobic biodegradation of MTBE (A) 
and TBA, TBF (B) production in soil microcosms.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Arrow 
indicate the respike of MTBE after 75 days and 100 
mg/L MTBE was respiked. Data represne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Fig. 4. Time course of aerobic biodegradation of MTBE and 
CO2 production in soil microcosms.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and data represen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CO2 생성 및 MTBE 생분해와 동시에 부분적인 무기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Fig. 4).
MTBE 생분해 중간생성물인 TBA의 계속적인 생분

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MTBE의 농도가 1 mg/L 이하

로 분해되어 미생물이 기질에 대해 활성화된 시점을 기

준으로 TBA 100 mg/L(액상농도)를 주입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 TBA의 생성과 동시에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

으로 관찰되었으며, 축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해되었

다(Fig. 4). 또한 75일 이후 MTBE의 재주입한 경우

(Fig. 3)의 MTBE 생분해 속도보다 86일 이후 TBA 주
입한 경우(Fig. 5)의 TBA의 생분해 속도가 보다 빠른 것

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MTBE의 생분해 속도보다 중간

생성물인 TBA의 생분해 속도가 빠른 것을 나타내며, 중
간생성물 생성에 따른 미생물의 생분해 활성도 저하가 

나타나지 않아 TBA가 축적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분해

산물로 계속적으로 생분해됨을 알 수 있다. MTBE의 

중간생성물로 TBA는 MTBE의 물질대사가 종료된 

이후에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Salanitro et al., 1999b). Schirmer et al.(1999)은 

MTBE 0.5 2 μmol을 대수층을 대상으로 주입하여 실

험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중간생성물인 TBA는 축적되

지 않고 본 실험과 비슷한 경향으로 계속적으로 분해되

었으며, 이 실험에서 TBA 1차반응속도는 0.12 day-1로

서 MTBE 1차반응속도 0.04 0.07 day-1에 비해 빠른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본 실험에서 MTBE 반응속

도가 중간생성물인 TBA 반응속도에 비해 느린 것과 같

은 분해경향이 나타났다(Borden et al., 1997). TBA의 

계속적인 생분해는 TBA의 반응속도가 MTBE 반응속

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TBA의 축적으로 인한 독성작

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Time course of aerobic biodegradation of MTBE and 
TBA production in soil microcosms.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Arrow indicate the 
spike of TBA after 86 days and 100 mg/L TBA was 
respiked. Data represne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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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irst order degradation rate constant of MTBE and TBA in this study

Condition
Experimental 

time
(days)

Sample Substrate
MTBE 

degradation rate
(day-1)

TBA+TBF 
degradation

TBA degradation 
rate

(day-1)

aerobic

0-140 synthetic medium
MTBE=

100 mg/L
0.027

yes 
(not accumulated)

-0-80

soil microcosms

MTBE=
100 mg/L

0.043

75-125
respike MTBE=

100 mg/L 
0.121

86-100
spike 
TBA=

100 mg/L
- - 2.649

본 연구의 MTBE 호기성 생분해 실험을 바탕으로 1
차반응속도를 구한 결과, 유류오염토양에서 80일 이후 

MTBE 농도가 1 mg/L 이하로 분해된 시점까지의 

MTBE 1차반응속도는 0.043 day-1로서, 부식물질이 포

함되지 않은 호기성 배양액에서 140일 이후 MTBE 농
도가 1 mg/L 이하로 분해된 시점까지의 MTBE 1차반응

속도 0.027 day-1에 비하여 1.57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유류오염토양에서 75일 이후 MTBE를 재주입

한 경우의 MTBE 1차반응 속도는 0.121 day-1로서 초기 

주입시의 MTBE 1차반응속도보다 약 2.8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86일 이후 TBA를 주입한 경우의 

TBA 1차반응속도는 2.649 day-1로서 상대적으로 MTBE 
재주입시의 MTBE 생분해 속도에 비해 상당히 빠른 분

해율을 나타내었다(Table 4).

3.3. MTBE 분해 균주에 의한 기타 가솔린 첨가제의 

호기성 생분해 특성

국내 유류오염토양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여 MTBE
와 더불어 가솔린 옥탄가 향상제로 쓰이는 ETBE, 
TAME, TBA의 생분해 실험을 위해서 초기 탄소원인 

MTBE 주입량을 100 mg/L(액상농도)로 하고, MTBE 
농도가 1 mg/L 이하로 감소되어 미생물의 MTBE 분해 

활성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각각 가솔린 첨가제인 

MTBE, TBA, ETBE, TAME 100 mg/L(액상농도)를 

주입시켜 각 물질을 생분해 경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ETBE, TAME를 주입한 후 약 40일 경과 

후 100 mg/L에서 1 mg/L이하로 생분해되었으며, 앞서 

실험한 MTBE의 재주입시의 분해경향(Fig. 3)과 유사한 

분해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6, Fig. 7).
몇 가지 연구결과에서 MTBE의 에테르 결합은 지배적

인 관찰 가능한 물질대사 중간생성물로서 Formaldehyde
와 효소적인 반응으로 쪼개진 TBA로 제시되고 있다

(Salanitro et al., 1999). 이것은 빠른 가수분해에 기인

하며, TBA로의 빠른 변환은 관찰 가능한 수준에서 축적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Landmeyer et al., 1998). 
Hernadez et al.(2001)에 따르면, TBA는 MTBE, 
ETBE와 TAME에 의해 분해되어진 TAA로부터 생산

되며, 선택성이 다양한 효소시스템에 의해서 분해되어졌

다고 보고하였다. Church et al.(2000) 또한 같은 분해과

정을 보고하였으며, TBA가 생성되는 모든 과정이 유사

한 효소 시스템에 의해 진행됨을 주장하였다. MTBE의 

농도가 1 mg/L 이하로 감소되어 ETBE 100 mg/L를 주

입한 경우에도 TBA의 계속적인 생성이 관찰되었으며, 
TBA는 축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해되었다. 또한 

ETBE의 분해량에 비해 양론적으로 TBA의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보아 TBA의 생성과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

는 것으로 보인다. ETBE 100 mg/L의 호기성 생분해에 

따른 CO2 생성량은 ETBE 농도 감소와 반비례의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생물의 호흡에 의한 CO2 생성 및 

ETBE 생분해와 동시에 부분적인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Fig. 6).
TAA는 TAME의 생분해 중간생성물로서, MTBE의 

농도가 1 mg/L 이하로 감소되어 TAME 100 mg/L를 

주입하여 생분해 경향을 관찰한 결과, TAA의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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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irst order degradation rate constant of MTBE, TBA, ETBE and TAME in this study

Culture Condition
Experimental time

(days)
Sample Substrate

Degradation rate
(day-1)

MTBE oxidizing 
mixed culture aerobic

75-125

soil microcosms

MTBE=100 mg/L 0.121

86-100 TBA=100 mg/L 2.649

75-107 ETBE=100 mg/L 0.167

75-115 TAME=100 mg/L 0.059

Fig. 6. Time course of MTBE and ETBE biodegradation in 
soil microcosms (A). The graph (B) and (C) represent 
the production of TBA and CO2.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and 100 mg/L ETBE was 
respiked after 75 days. Data represen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Fig. 7. Time course of MTBE and TAME biodegradation in 
soil microcosms (A). The graph (B) and (C) represent 
the production of TAA and CO2. The initial conc. of 
MTBE was 100 mg/L and 100 mg/L TAME was 
respiked after 75 days. Data represents th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생성이 관찰되었으며, TAME의 분해량에 비해 양론적

으로 TAA의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보아 TAA의 생성과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ME의 

생분해에 따른 CO2 생성량은 TAME 농도 감소와 반

비례의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미생물의 호흡에 의한 

CO2 생성 및 부분적인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

냈다(Fig. 7).
본 연구의 ETBE, TAME 호기성 생분해 실험을 바탕

으로 각 물질의 1차반응속도를 구한 결과, 유류오염토양

에서 ETBE 주입시점인 75일부터 ETBE 농도가 1 
mg/L 이하로 분해된 107일까지의 1차반응속도는 0.167 
day-1로서, TAME 주입시점인 75일부터 TAME 농도가 

1 mg/L 이하로 분해된 115일까지의 1차반응속도 0.059 
day-1에 비하여 2.8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실험한 MTBE 재주입시의 1차반응속도 0.121 

day-1
와 비교하여 ETBE 주입시의 1차반응속도가 1.4배 

정도로 가장 빠른 생 분해율을 나타내었다. TAME의 경

우 MTBE보다 2.1배 정도 느린 생분해율을 지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MTBE, ETBE의 중간생성물인 동시에 가

솔린 첨가제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TBA의 재주입시 

1차반응속도는 2.649 day-1로서 MTBE MTBE 재주입

시 1차반응속도 0.121 day-1
에 비해 빨랐으며, TBA > 

ETBE > MTBE > TAME의 순서로 빠르게 나타났다

(Table 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류오염토양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호기성 

조건에서 가솔린 첨가제인 MTBE, ETBE, TAME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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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가능성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중 생물

학적 처리(In-situ Bioremediation)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1. 호기성 MTBE 생분해 실험에서 유류오염토양내에 

존재하는 부식물질은 토착 미생물에 의한 MTBE 및 중

간생성물인 TBA의 생분해를 촉진시켰다.
2. 호기성 조건하에서 MTBE 재주입시에는 생분해속

도가 증가했으며, MTBE에 비해 중간생성물인 TBA의 

생분해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생성물 

생성에 따른 생분해 활성도 저하가 나타나지 않아 TBA
가 축적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생분해되었다. MTBE 생
분해됨에 따라 미생물의 호홉과 부분적인 무기화에 의해 

CO2가 생성되었다.
3. ETBE, TAME 등 기타 가솔린 첨가제의 호기성 생

분해 실험에서는 MTBE의 재주입시의 분해 경향과 유

사하게 재주입시에는 생분해율이 증가했으며, 각각 

ETBE와 TAME의 생분해 중간 생성물인 TBA와 TAA
가 생성되었고, 축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해되었다. 1
차반응속도는 ETBE > MTBE > TAME의 순서로 빠르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중 생물학적 처리 시 가솔린 첨가제의 호

기성 생분해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중간 생성물의 

생성 및 제거, 각각의 첨가물의 반응속도를 통해 호기성 

생분해 특성을 제시하였다. 추후, 미생물 호흡에 기인한 

지하수의 산소 희박 조건(혐기성 조건)에서의 생분해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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