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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icroplastic (MP) biofilm is being attracted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because it can act as a pollutant

carrier in aqueou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P biofilm communities originated from freshwater.

The results showed the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of MP biofilm wa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freshwater regardless 

of biofilm-forming condition and MP type. For MP biofilm communities exposed to raw freshwater, Solimonas variicoloris-like

microbe, Frigidibacter albus-like microbe, Nitrospirillum amazonense-like microbe, and Pseudochroococcus couteii-like

microbe became abundant, while Acinetobacter johnsonii, Macellibacteroides fermentans, and Sedimentibacter

acidaminivorans-like microbe were found as major bacteria for MP biofilm communities exposed to organic rich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nique freshwater biofilm community could be formed on the MP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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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대체적으로 크기가 5 
mm 이하인 고분자 폴리머로 정의되며, 1차 미세플라

스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Koelmans et al., 2019). 1차 미세플라스틱은 제조 당

시부터 크기가 5 mm 이하인 플라스틱으로서 플라스

틱 원료나 화장품 제조 시 발생된다 (Cole et al., 2011; 
Koelmans et al., 2019). 2차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큰 

플라스틱이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작용 등에 의해 

파쇄 혹은 분해되어 형성된 미세플라스틱을 지칭하

며, 자연계에서 풍화, 침식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

다 (Cole et al., 2011). 2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해양

쓰레기, 매립장, 세탁폐수, 농공 산업 시설 등에서 발

생된다 (Rezania et al., 2018).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담수 수계를 거쳐 해양으로 배출되며, 이는 수계 생태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Rezania et al., 
2018).

수계 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오염물질이 부착 

혹은 탈착 될 수 있는 매질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을 

이송시키는 운반체(carrier) 역할을 할 수 있다 

(Koelmans et al., 2016). 이러한 이유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microplastic biofilm, MP biofilm)에 대한 이슈

가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생물이 미세플라

스틱 표면에 부착되어 생물막을 형성한 것으로서, 미
생물이 분비하는 세포외분비물질(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EPS)로 인해 오염물질의 흡착을 촉진시킬 

수 있다 (Rummel et al., 2017). 특정 환경 조건에서 부

착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이 다른 환경으로 이송될 

경우, 기존의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전염성 

미생물의 확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 (Arias Andres et 
al., 2019). 또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내에서 수평적 

유전자 전달(horizontal gene transfer)이 발생할 수도 있

으며, 이는 수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rias 
Andres et al., 2019). 실제 환경 수계에서는 다양한 종

의 미생물이 공존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생물막도 

미생물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이를 이

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연구는 해양 환경에서 

유래하는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 규명에 집중해 

왔다. 예를 들어, De Tender 등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

물에 부착된 우점 미생물 군집을 조사하였으며(De 

Tender et al., 2015), Kirstein 등은 미세플라스틱 표면

에 해수와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우점하는 것을 확

인하고 미세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 군집이 

다를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Kirstein et al., 
2018).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해안 연안에서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에 잠재적인 전염성 미생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Frère et al., 2018). 그러나 염도(salinity)는 

미생물 군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 인자로서, 염분

이 낮은 담수 환경에서는 해양 환경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 군집이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

다. 또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담수 수계로부터 배

출되기 때문에 담수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담수 

유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수 환경에서 유래하는 미

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실 규모의 생물막 형성 반응조에 담수를 

유입시키며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막을 형성시키

고,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생물막을 분석하

였다. 또한, 유기물이 수계에 유입되는 상황을 추가로 

모사하여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을 형성시켜, 이 때의 

생물막 군집을 담수만 유입시켜준 상황에서 형성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과 비교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반응조 구축 및 운전 

본 실험에서 사용한 담수는 하천 환경 수계에서 채

취하였으며 53 um 체를 사용하여 협잡물을 제거한 

후, 사용 전까지 4°C에 냉장 보관하였다. 모델 미세플

라스틱으로 PS(polystyrene)와 PE(polyethylene)를 선정

하였으며, 그래뉼 타입(약 3 mm)의 미세플라스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Goodfellow Cambridge Ltd., 
England). 담수 유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을 위

하여 3 L 비커를 활용하여 2기의 생물막 반응조(유효

체적 2 L)를 구축하였으며, 각 반응조에 PE와 PS 미세

플라스틱을 50 g씩 담지시켜 주었다. 1기의 생물막 반

응조는 담수 시료를 3일 주기로 유효 체적의 10%(v/v) 
만큼 교환해 주었으며, 다른 1기의 반응조는 유기물 

노출 상황 모사 및 미세플라스틱 표면 생물막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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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를 위하여, yeast extract(BD Difco, USA)와 

peptone(BD Difco, USA)을 각각 0.5 g/L, 1 g/L가 되도

록 초기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10배 기질을 3일 주기

로 20 mL씩 주입시켜 주었다. 담수 주입 생물막 반응

조의 경우, 미생물 농도가 매우 낮을 것을 고려하여 

장기간(약 150일) 운전하였으며, 유기물 주입 생물막 

반응조는 30일 동안 운전하였다. 각 배양조는 상온 조

건에서 100 rpm으로 간헐 교반(주 3회, 2분) 하였다.

2.2 DNA 추출

미생물 분석을 위하여 담수 시료 원수와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 시료로부터 DNA를 추출하였다. 미세플

라스틱 생물막의 경우, 각 반응조의 운전 종료 시점에 

반응조 내에 담지 되어 있는 PE와 PS 미세플라스틱 

전량을 회수하고 세척하였으며, 20분 동안 볼텍싱하

며 생물막을 떨어뜨려 준 후, 이를 농축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DNA 추출에는 시판되는 DNeasy Power 
soil kit(Qiage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된 

DNA는 미생물 정량, 정성 분석 전까지 -80°C에 냉동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생물 시료에 대한 정

보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Sample information for microbial analysis

No. Sample
name Sample information

1 RFW Raw freshwater

2 PE-RFW PE biofilm exposed to raw freshwater

3 PS-RFW PS biofilm exposed to raw freshwater

4 PE-OR PE biofilm exposed to organic rich condition

5 PS-OR PS biofilm exposed to organic rich condition

2.3 미생물 정량 분석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
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박테

리아를 정량할 수 있는 Taqman primer-probe set(Forward 
primer-331F, Taqman probe-515F, reverse primer-797R)를 

사용하였다 (Nadkarni et al., 2002). AriaMx Real-Time 
PCR system(Agilent Technologies, USA) 장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TaqMan® Fast Advanced Master 
Mix(Applied Biosystems, USA) 시약을 사용하였다. 상

세한 시약 농도 조건, qPCR 온도 및 시간 조건은 선

행 문헌을 참고하였다 (Choi et al., 2018).

2.4 미생물 정성 분석 

미생물 군집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MiSeq 
amplicon sequencing 플랫폼으로 분석하였다(Macrogen, 
South Korea). 전체 박테리아를 증폭시킬 수 있는 primer 
set(Forward primer-341F, reverse primer-805R)를 사용하

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Klindworth et al., 2013). 
NGS 분석을 통해 생성된 raw sequences는 어댑터 

sequence와 low quality sequence(<400bp, >500bp, potential 
chimeric sequence) 제거 과정을 거쳐 정제되었다. 정제

된 sequence는 CD-HIT-OT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7% 
이상 동일한 염기서열을 갖는 sequence끼리 grouping
하여 operational taxonomic units(OTU)으로 구분해주었

다. 도출된 OTUs의 상대비율 결과를 바탕으로 PC-ORD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샘플에서 5위까지 우점하는 OTUs(major OTUs)들은 

NCBI database와 매칭시켜 미생물 종 규명 분석을 수

행하였다. 

2.5 물리화학적 성상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담수 시료 성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pH는 Hach 사의 HQ40d 휴대용 

측정장비와 pHC101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전
기전도도는 HQ40d 휴대용 측정장비와 CDC40101 
prob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이온 농도는 이온크

로마토그래피(ICS-1000, Dion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NH4
+-N 농도는 Ammonia-kit(Hach)와 분광광도

계(DR 500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담수 성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담수의 경우, 중성 pH를 나타

내었다. 전기전도도는 235.0±1.4 µS/cm으로 담수 범위

로 확인되었으며, 염소 이온도 저농도로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질소화합물 농도의 경우, 암모니아 

질소와 아질산염 질소 성분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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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freshwater used for biofilm formation 

　Component Value
pH 7.7 ± 0.0

Electric conductivity (μS/cm) 235.0 ± 1.4
Cl- (mg/L) 34.0 ± 0.2

NO2
--N (mg/L) 0.0

NO3
--N (mg/L) 2.4 ± 0.0

NH4
+-N (mg/L) 0.0

질산염 질소 농도도 2.4±0.0 mg/L으로서, 전형적인 국

내 담수 수계의 범위임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을 위하

여 사용된 담수 성상 정보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3.2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정량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획득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에 대하여 

qPCR 기반 미생물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
은 담수만 유입시켜주며 형성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과 유기물을 과량으로 주입해준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의 16S rRNA gene 농도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담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의 경우, PE 표면

(PE-RWF)에는 2.1±0.1 × 106 copies/g MP particle, PS 
표면 (PS-RFW)에는 4.2±1.3 × 107 copies/g MP particle
의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본 연구 결과는 외부의 유기물 주입이나 오염물질 주

입이 없더라도 환경 담수 수계에 미세플라스틱이 장

기간 체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막이 형

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기물을 과량으로 주입해준 경우, PE 표면

(PE-OR)에는 4.7±0.5 × 109 copies/g MP particle, PS 표
면(PS-OR)에는 6.1±1.6 × 109 copies/g MP particle의 미

생물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담수만 주입하여 형성시

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과 비교하여 고농도의 미생물

이 부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3). 담수 수계에 

유기물이 주입되면 수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속

영양미생물의 활성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미생물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Fellman et al., 2010; 
Thomas, 1997). 본 연구 결과는 반응 시스템 내의 부

유 미생물의 농도 증가가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

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유기물을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5배 가량 짧은 시간 노출시켰

음 (150일 vs. 30일)에도 불구하고 생물막이 고농도로

Table 3. The 16S rRNA gene concentration form on microplastic 
particles (Unit : copies/g microplastic particle)

No. Sample name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PE-RFW 2.1 × 106 1.5 × 105

2 PS-RFW 4.2 × 107 1.3 × 107

3 PE-OR 4.7 × 109 4.7 × 108

4 PS-OR 6.1 × 109 1.6 × 109

형성되었으며, 이는 담수 수계에 오염물질 유입을 차

단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제어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담수 수계 퇴적물의 경우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Findlay et al., 
1991; Kurek et al., 2020), 이는 외부 유기물 유입이 없

더라도 담수 수계 퇴적층에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이 

잘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railsford 등은 담수 

환경에서 퇴적물 1 kg당 250 mg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Brailsford et al., 2019), Zha 등
은 8.77 %~21.05 % 정도의 총유기탄소가 담수 퇴적물

에 함유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Zha et al., 2018). 
Nel 등은 Bloukrans 강의 퇴적물에서 1.1 %~59.8 %의 

유기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Nel et al., 2018). 향
후, 담수 퇴적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과 유기

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3.3 미생물 군집 clustering 특성

5개의 DNA 샘플(원수 1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4
개)에서 총 133,425개의 정제된 sequence를 획득하였

으며, 이는 1,491개의 OTU으로 grouping되었다. 미생

물 군집의 clustering 패턴을 시각적으로 도출하여 위

하여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은 

유입 담수와 매우 상이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해수 

유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 연구들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De Tender et al., 2015; Kirstein et 
al., 2018). 일반적으로 생물막이 형성되는 매질의 특

징에 따라 다른 종류의 미생물 군집이 형성된다고 알

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

라, 분리막 표면 등의 환경 공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Cho et al., 2018). 또한, 연구 결과 유기물을 주입 조

건에서 형성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은 담수 주입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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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기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미생물 군

집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막으로 형성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3.4 Phylum 수준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

담수 원수와 담수 유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

을 phylum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전체 샘플에서 평균 우점도가 

1% 이상인 phylum을 선별하였으며,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Planctomycetes, 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 Cyanobacteria, Firmicutes와 같이 8개
의 주요 phylum이 도출되었다. 

먼저, 담수 원수(RFW)에서는 Proteobacteria(46.0%), 
Actinobacteria(17.9%), Bacteroidetes(12.9%), Cyanobacteria 
(12.2%) 순으로 우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phylum 
미생물들은 담수 환경에서 흔히 발견된다. 문헌에 따

르면, 담수 하천 시료에서 Proteobacteria가 가장 많이 우

점하였으며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Cyanobacteria
가 뒤를 이었다 (Reza et al., 2018). 또한, 다른 선행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담수 호소에

Fig. 1. Clustering dendrogram of the freshwater and microplastic biofilms.

Fig. 2. Relative abundance of bacterial communities at phylum level. 



102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된 담수 유래 생물막 군집 고찰

상하수도학회지 제 36 권 제 2 호 2022년 4월

서 Proteobacteria가 가장 높은 우점도로 존재하였고, 
Bacteroidetes, Actinobacteria, Cyanobacteria도 함께 우

점하였다 (Dai et al., 2016).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은 담수 원수와 다른 형태

의 군집을 나타내었다. 먼저, 담수 주입 조건에서 형성

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PE-RFW, PS-RFW)의 경우, 
Proteobacteria와 Cyanobacteria가 공통적으로 우점하였으

며, 원수에서 10% 이상의 우점도를 보였던 Actinobacteria
와 Bacteroidetes는 2-3% 이하로 감소하였다. PE 생물막 

(PE-RFW)에서는 Proteobacteria(63.7%)가 Cyanobacteria 
(18.2%) 보다 우점도가 높았으나, PS 생물막(PS-RFW)의 

경우, Cyanobacteria(58.5%)가 Proteobacteria(25.4%) 보다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종

류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유기물을 주입하

며 형성시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의 경우, Proteobacteria
가 가장 높은 우점도를 보였다. 그러나 담수를 주입하며 

형성시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과는 달리, Bacteroidetes
와 Firmicutes가 플라스틱 종류와 관계 없이 유기물 주입 

조건에서 우점하였으며, 이는 유기물이 해당 미생물 그룹

의 생장을 촉진시켰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5 OTU 수준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OTU 수준(종 수준)에서 우점 미생물 종을 분석하였으

며, 총 19개의 우점 OTU가 도출되었다. 각 샘플 당 주

요 OTU 우점 결과는 Fig. 3에 정리하였으며, 각 OTU 
미생물에 대한 종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먼저, 담수 원수(RFW)의 경우, Dulcicalothrix 
necridiiformans와 유사한 미생물 종이 8.4%으로 가장 높

은 우점도를 나타내었으며, 순차적으로 Sphingorhabdus 
wooponensis, Limnohabitans planktonicus, Tetrasphaera 
jenkinsii와 유사한 미생물, Tundrisphaera lichenicola와 

유사한 미생물이 우점함을 확인하였다 (Fig. 3, Table 
4). D. necridiiformans는 담수성 cyanobacterium 계열의 

미생물로서, 얕은 물가에서 발견되었으며(Saraf et al., 
2019), Sphingorhabdus wooponensis는 국내 담수 습지

에서 발견된 호기성 종속영양미생물로서 저농도 염분 

조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ik et al., 
2013). L. planktonicus는 담수에서 발견된 통성 혐기성 

미생물로서 다양한 종류의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0.5% 보다 낮은 NaCl 조건에서만 

생장 가능한 전형적인 담수 미생물이다 (Kasalický et 
al., 2010). T. lichenicola은 호기성 종속영양미생물로

서, 염분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담수성 미생물로 알려

져 있다 (Kulichevskaya et al., 2017). 본 연구 결과는 

채취한 담수 원수 시료에는 각기 다른 대사 기작을 

Fig. 3. Relative abundance of the major bacterial OTUs (i.e., ranked top five OTUs in each biomass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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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다양한 종의 담수성 미생물이 혼재되어 존재함

을 나타낸다.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의 경우, 담수 원수와 매우 다른 

독특한 미생물이 우점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담수를 주입

하며 형성시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중, PE 미세플라스

틱 생물막 시료의 경우(PE-RFW), Solimonas variicoloris, 
Frigidibacter albus, Nitrospirillum amazonense, D. 
necridiiformans, Hydrocarboniphaga daqingensis와 유사한 

미생물이 우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PS 표면에 형

성된 생물막 시료(PS-RFW)에서는 D. necridiiformans, 
Pseudochroococcus couteii, Altericista variichlora, 
Symplocastrum torsivum, N. amazonense와 유사한 미생물

이 우점하였다 (Fig. 3, Table 4). 문헌에 따르면, F. albus
는 호기성 미생물로서, 비교적 넓은 NaCl 조건에서 생

장할 수 있으나(0-4%), 최적 생장조건은 저농도 염분 조

건에서 생장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Li and Zhou, 
2015). S. variicoloris와 H. daqingensis 역시 담수에서 발

견된 미생물로서, 다양한 종류의 탄소원으로 에너지원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담수성 미생물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 (Liu et al., 2011; Sheu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는 D. necridiiformans와 유사한 미생물

을 제외하고서는 원수에서 우점하지 않았던 미생물이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에서 우점함을 나타내며, 이는 

독특한 형태의 미생물 군집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D. necridiiformans, 
N. amazonense와 유사한 미생물을 제외한 나머지 우

점종이 각각 PE 미세플라스틱과 PS 미세플라스틱 표

면에서 존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플라스

틱 종류에 따라 우점 생물막 군집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담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PE-RFW, 

Table 4. Taxonomic information of the major bacterial OTUs described in Fig. 3

Rank OTU No.
Relative abundance 

(%)
Closest isolated species

Similarity 
(%)

Accession No.

RFW

1 OTU 14 8.4 Dulcicalothrix necridiiformans 86.6 NR_164867.1

2 OTU 36 7.8 Sphingorhabdus  wooponensis 99.5 NR_109148.1

3 OTU 82 5.3 Limnohabitans planktonicus 97.3 NR_125541.1

4 OTU 55 4.7 Tetrasphaera jenkinsii 92.2 NR_043461.1

5 OTU 76 4.2 Tundrisphaera lichenicola 87.5 NR_158050.1

PE-RFW

1 OTU 7 13.5 Solimonas variicoloris 95.5 NR_042175.1

2 OTU 11 10.1 Frigidibacter albus 93.8 NR_134731.1

3 OTU 22 9.9 Nitrospirillum amazonense 93.2 NR_104981.1

4 OTU 5 9.5 Dulcicalothrix necridiiformans 87.1 NR_164867.1

5 OTU 60 4.7 Hydrocarboniphaga daqingensis 100.0 NR_114263.1

PS-RFW

1 OTU 5 39.1 Dulcicalothrix necridiiformans 87.1 NR_164867.1

2 OTU 44 4.3 Pseudochroococcus couteii 93.3 NR_172711.1

3 OTU 71 2.2 Altericista variichlora 90.2 NR_172620.1

4 OTU 87 1.9 Symplocastrum torsivum 93.8 NR_172658.1

5 OTU 22 1.7 Nitrospirillum amazonense 93.2 NR_104981.1

PE-OR

1 OTU 24 16.3 Acinetobacter johnsonii 99.5 NR_117624.1

2 OTU 8 13.2 Macellibacteroides fermentans 98.9 NR_117913.1

3 OTU 13 11.2 Desulfovibrio vulgaris 99.1 NR_074446.1

4 OTU 9 9.7 Sedimentibacter acidaminivorans 95.9 NR_148817.1

5 OTU 6 9.4 Comamonas testosteroni 99.8 NR_029161.2

PS-OR

1 OTU 1 21.1 Brevundimonas naejangsanensis 99.3 NR_116722.1

2 OTU 6 12.0 Comamonas testosteroni 99.8 NR_029161.2

3 OTU 8 10.8 Macellibacteroides fermentans 98.9 NR_117913.1

4 OTU 13 4.1 Desulfovibrio vulgaris 99.1 NR_074446.1

5 OTU 9 3.8 Sedimentibacter acidaminivorans 95.9 NR_148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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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FW)의 우점종은 H. daqingensis를 제외하고는 모

두 기존에 보고된 미생물 종의 염기서열과 97% 미만

의 유사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아직까지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담수 미세플라스틱 생물

막에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미생물 종이 우점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유기물을 주입하여 형성시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PE-OR, PS-OR)은 담수 원수 시료나 담수만 주입

하여 형성시킨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과 매우 다른 

우점종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담수 미세플라스틱 생

물막과는 달리 Sedimentibacter acidaminivorans와 유사한 

미생물, Macellibacteroides fermentans, Desulfovibrio 
vulgaris와 같이 PE 미세플라스틱과 PS 미세플라스틱 모

두에서 우점하는 종이 다수 관찰되었다. M. fermentans, 
S. acidaminivorans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원을 기질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로서, 대체적으로 낮은 염도 조

건을 선호하는 미생물이다 (Ima chi et al., 2016; Jabari 
et al., 2012). Acinetobacter johnsonii도 유기물을 분해

할 수 있는 미생물 종으로서, PE 미세플라스틱 표면

에서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기물 과량 

조건에서 형성된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존 database에 보고된 미생물과 높은 염기서열 유사

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에서 우점종 중, 일

부 미생물은 환경 조건에서 형성된 생물막에서 발견

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S. variicoloris는 미생물 연

료 전지 시스템의 전극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 시료에

서 발견된 바 있으며(Baranitharan et al., 2015), 또 다

른 선행 연구에서는 A. johnsonii가 생물막을 잘 형성

할 수 있는 미생물임을 확인하였다 (Wang and Xie, 
2020). 또한, M. fermentans는 하수 배관에서 형성된 

생물막에서 발견된 바 있다 (Auguet et al., 2015). 이
러한 미생물 종을 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미생물로서, 미세플라스틱 표면에서도 잘 부

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다양한 종의 미생물이 담수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에서 우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미세플라스틱 우점 생물막 군집에 대한 정보와 환경

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담수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군집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담수 원수와 매우 상

이한 독특한 군집 구조가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

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유기물 주입 유무 및 미세플

라스틱 종류에 따라서도 상이한 담수 유래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 군집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미생

물 개체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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