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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hlorate (ClO4
-
) is an emerging contaminant found in surface water and soil/groundwater.

Microbial removal of perchlorate is the method of choice since perchlorate-reducing bacteria (PRB) can
reduce perchlorate to harmless end-products. A previous study [3] showed experimental evidence of
autotrophic perchlorate removal using elemental sulfur granules and activated sludge. The granular
sulfur is a relatively inexpensive electron donor, and activated sludge is easily available from a waste-
water treatment plant. A batch test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further investigate the effect of
various environmental parameters on the perchlorate degradation by sludge microorganisms when el-
emental sulfur was used as electron donor. Results of the batch test suggest optimum conditions for
autotrophic perchlorate degradation by sludge microorganisms. The results also show that sulfur-oxi-
dizing PRB enriched from activated sludge removed perchlorate better than activated sludge. Taken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autotrophic perchlorate removal using elemental sulfur and activated
sludge can be improved by employing optimiz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nrichmen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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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ClO4
-)는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

의 신규 오염물이다. ClO4
-의 발생원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사

용되는 제품(예, 건전지, 자동차 에어백, 페인트, 의약품, 비료

제조 등) 및 화약류의 제조공정이다. 특히 LCD 제조공정의

세정제나 아연제련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우리나라에서

ClO4
-
의 오염원으로서 주로 보고되었다[4, 6, 9].

ClO4
-은 80여개의 다른 염의 형태로 생산되며, 이 중에서

미국에서는 NH4ClO4가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4].

ClO4
-은 비휘발성이고 물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용해도가

높아 광범위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20
o
C에서 NaClO4와

NH4ClO4의 용해도는 각각 2,010 g/l와 209 g/l이다[13]. ClO4
-

는 인체에 흡수되면 갑상선에 요오드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

갑상선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성장과 물질대사를 저해하므

로 인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10, 14].

2006년에 낙동강 수계와 부산시 수돗물에 ClO4
-가 고농도

로 검출되면서 이 화합물에 대한 환경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대두되었다[17]. 그 이 후 2007년 12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5]에 따라 ClO4
-

를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고, ClO4
-
의 배출허용기준이 입법예

고 되었으나, 정작 2008년에 ClO4
-
는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

정되었지만 ClO4
-
의 배출허용기준은 입법되지 않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ClO4
-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지 않은 주

원인중의 하나는 ClO4
- 처리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

문이다. 2010년에는 ClO4
-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됨

에 따라 권고기준 15 μg ClO4
-
/l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16]. 감시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는물에 포함된 함유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는 물질이다.

수질오염물질인 ClO4
-가 하수처리장과 정수장에서 어느 정

도 제거되는지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활성슬러지

(activated sludge) 공정만을 이용하는 하수처리장에서는

ClO4
-
제거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정수

장의 고도처리시설에서는 활성탄의 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흡

착능의 초과로 인해 원수보다 오히려 처리수에 ClO4
-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7]. 그래서 ClO4
-는 배출원인 개별업체에서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하수처리장 또는 정수장에서

제거하는 것 보다는 이런 처리 시설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O4
- 제거는 물리화학적 방법과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단순히 ClO4
-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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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물리화학적 처리에 비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는 ClO4
-를 무해한 산물로 완전히 전환하므로 친환경적이

며 경제적이다. ClO4
-
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ClO4

-
을 환원하는

세균(perchlorate-reducing bacteria, PRB)이다[10]. PRB는

ClO4
-
를 chlorate (ClO3

-
)와 chlorite (ClO2

-
)로 순차적으로 환원

시키고 최종적으로 chloride (Cl
-
)로 전환한다: 식 1.

ClO4
-
→ ClO3

-
→ ClO2

-
→ Cl

-
+ O2 (식 1)

종속영양 PRB를 이용한 기존의 연속적 ClO4
-
제거법은 유

기물(예, 초산, 에탄올 등)을 지속적으로 미생물에게 공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높을 뿐더러 미생물의 과다성장에 따른 bio-

mass에 의한 반응기의 막힘 현상이 심하여 공정상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 10]. 종속영양 방식에 의한 ClO4
-

처리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기체(H2)를

전자 공여체로 사용하고 CO2를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독립영

양 PRB를 이용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1, 12]. 이 연구결과에

서는 biomass에 의한 막힘 현상이 덜하고 유기물을 지속적으

로 공급해줄 필요성이 없으므로 처리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H2는 취급과 저장에 폭발의 위험

성이 있어 현장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그래서 안

전하고 경제적인 전자 공여체를 사용한 ClO4
-
제거법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원소 황(elemental sulfur, S
0
)이 물에서 산화되면 식 2와 같

은 반응이 일어나고, 황을 산화하는 미생물이 ClO4
-
를 전자수

용체로 사용할 경우 식 3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S0 + 4H2O → SO4
2- + 8H+ (식 2)

3ClO4
-

+ 4S
0

+ 4H2O → 3Cl
-

+ 4SO4
2-

+ 8H
+

(식 3)

원소 황입자(sulfur granule)를 독립영양 PRB가 전자 공여

체로 사용하여 ClO4
-
를 제거할 경우, 값비싼 유기물이나 폭발

의 위험이 있는 H2를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

하고 안전하게 전자 공여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입자 자체를 담체로 활용할 수는 장점이 있으므로 ClO4
-
처

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경림 등[3]은 원소 황을 이용하는 PRB가 활성슬러지에

존재한다는 실험적 증거를 보고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효

율적으로 ClO4
-
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원소 황을 이용하는 활성슬러지의 PRB에

의한 ClO4
-
분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ClO4
- 분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을 회분 반응실험을 통

해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접종균과 시약

회분반응 실험에 접종 미생물로서 사용한 활성슬러지는 부

산시 하수처리장(부산시 환경시설공단 강변사업소)에서 채취

한 잉여슬러지를 사용하였다. 채취한 슬러지는 접종하기 전에

동일 부피의 mineral medium을 사용하여 3번 세척하여 슬러

지액에 잔존하는 용해된 유기물이나 Cl
-
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Mineral medium의 조성(l 당)은 다음과 같다: 2 mg MgSO4․
7H2O, 47 mg K2HPO4, 27 mg NaH2PO4․H2O, 16 mg

NH4H2PO4, 1 g NaHCO3, 40 μg NiCl2․6H2O, 40 μg Na2SeO3․
5H2O. 배지는 초순수(ultrapure water)를 사용하여 제조하였

으며 언급이 없는 한 mineral medium의 초기 pH는 7.43이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sodium perchlorate (NaClO4, 순

도>99%)는 ACROS Organics (New Jersey, USA)에서 구입하

였다. 한편 입자상 원소 황(S
0
, 순도>99.98%; 지름 2-3 mm)은

㈜미원상사(한국, 울산)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들은 모두

Sigma-Aldrich Chemical Company, Inc.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가장 순도(순도>99%)가 높은 것이

었다.

회분배양

원소황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하는 활성슬러지 내의 PRB가

ClO4
-를 분해하는 최적 분해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초기 변

수(pH, ClO4
-
농도, 배양온도, biomass 농도, 그리고 접종균의

종류)를 적용하여 회분배양 실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모든

실험은 triplicate로 실시하였다. 달리 언급이 없는 한 배양액의

초기 pH 7.43, 초기 ClO4
-
농도 37.65±0.8 mg/l, 초기 biomass

농도 0.04 g VSS/l로 하였고 접종균은 활성슬러지를 사용하였

다. 초기 pH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1M H2SO4나 1M

NaOH를 사용하였다.

회분반응기로서는 100 ml의 serum bottle을 사용하였으며

반응기 내에는 배지를 포함한 50 ml 배양액과 20 g/l의 황

입자를 넣고 butyl rubber와 aluminum crimp로 반응기를 봉

Table 1. Parameters used to optimize perchlorate biodegradation

in batch test

Parameters Values

Culture temperature (
o
C)

25
30

pH
6.35
7.43
8.23

Perchlorate conc. (mg/l)
14.07
23.37
37.91

Biomass conc. (g VSS/l)
0.02
0.04
0.08

Inoculum
Activated sludge

Enrichmen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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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반응기 내부의 산소는 질소기체(99.99%)로 2분간

purge하여 제거한 후, 반응기는 25
o
C의 어두운 곳에서 진탕

(150 rpm)배양하였다. ClO4
-
제거효율은 식 4에 의해 계산하였

다. 식 4에서 C0는 배양초기의 ClO4
-
농도이고, 한편 Ct는 t

시간 후의 ClO4
-
농도이다.

0

t0-
4 C

100)C  -C(%)(  ClO ´
=제거효율

(식 4)

농화배양(enrichment culture)

활성슬러지를 구성하는 미생물군집은 다양한 미생물개체

군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되었다[18]. 전 연구[3]의 결과 원

소황과 활성슬러지를 이용해서 ClO4
-
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

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황을 산화하는(전자공여체로

이용하는) PRB가 활성슬러지 미생물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래서 황산화 PRB의 biomass를 다량 확보하고자 농화배

양을 실시하였다. PRB 농화배양은 문헌[3]에 언급된 것과 같

이 원소 황 입자와 ClO4
-
를 포함하는 mineral medium에 활성

슬러지를 접종하여 1년 이상 배양한 것이었다.

분석방법

Biomass 농도 분석은 Standard method [1]에 따라 VSS 측

정을 하였다. 회분반응의 시료는 반응기로부터 주기적으로 채

취하여 ClO4
-
농도와 pH를 분석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sy-

ringe filter (pore size, 0.22 μm)로 여과 후 필요에 따라서는

적당히 희석하여 ion chromatograph (IC, Dionex ICS-3000;

Dionex, Sunnyvale, CA)로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IC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ClO4
-
의 분석은 EPA

METHOD 314.0 [19]을 수정한 방법[3]을 사용하였다. Analyt-

ical column AS16 (Dionex, USA)과 guard column AG16

(Dionex, USA)이 장착된 IC (Dionex ICS-3000)을 사용하여

ClO4
-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ClO4

-의 검출한계는 0.5 μg/l이었

다. IC 분석에 사용한 표준시약은 AccuStandard Inc. (New

Haven, CT, USA)에서 구매하였다. 한편 시료의 pH는 pH me-

ter (Isteck, 한국)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양온도의 효과

입자상 원소황과 활성슬러지미생물을 이용한 회분배양실

험에서 배양온도에 따른 ClO4
-
의 분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

였다. 두 가지(25와 30
o
C) 다른 온도에서 반응기를 배양하여

회분배양액내의 잔존하는 ClO4
-
농도를 분석하였다(Fig. 1). 배

양초기에는 두 온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매우 서서히 분해가

일어났으며, 배양 9일째부터는 30oC에서 더 빠르게 분해가 일

어났다. 배양 15일째에 배양액 내에 잔존하는 ClO4
-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제거효율은 30
o
C에서는 56.6%을 나타내었으나

Time (d)

0 3 6 9 12 15 18 21

C
lO

4-  c
on

ce
nt

ra
tio

n 
(m

g/
L)

0

10

20

30

40

25 oC
30 oC

Fig. 1. Effect of culture temperature on perchlorate removal by

activated sludge in the presence of sulfur particles. Data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25oC에서는 26.6%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배양 18일째

분석해 본 결과 30과 25
o
C에서 각각 제거효율은 98.6과 96.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도제어장치가 설치

되지 않은 현장에서 원소황과 활성슬러지를 이용하여 ClO4
-
를

분해할 경우 현장의 온도에 따라 분해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온도의 영향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활성슬러지를 접종해서 ClO4
-를 처리할 경우

그 분해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활성슬러지와 원소황을 이용한 독립영양방식의

ClO4
-
분해를 회분반응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본 실험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연구인 Ju 등[5]의 보고에 의하면 0.055

g VSS/l 활성슬러지와 원소황(전자공여체)을 사용하여 30oC

에서 회분배양 하였을 때 약 320 mg ClO4
-/l를 22일만에 완전

분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실험에 사용된 배지가 유기

성 전자공여체로 작용할 수 있는 yeast extract를 포함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독립영양방식에 의한 ClO4
-
제거

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ClO4
-의 생분해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다른 문헌에서도

보고되었다. 활성슬러지로부터 농화배양된 접종균을 사용하

여 30
o
C에서 회분배양 하였을 때 16

o
C에서보다 ClO4

-
를 더 빨

리 분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5]. 한편 Wu 등[20]은 acetate를

전자공여체로 사용하여 활성슬러지로부터 농화배양된 PRB를

접종하여 30oC에서 회분배양 하였을 때 20oC에서보다 ClO4
-를

더 빨리 분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초기 pH의 효과

회분배양실험에서 배양액의 초기 pH에 따른 ClO4
-
의 생분

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배양액의 초기 pH를 6.35, 7.43

그리고 8.23으로 각각 달리하여 배양한 후 주기적으로 배양액

의 ClO4
-
농도를 분석하였다(Fig. 2A). 배양액의 초기 p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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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initial pH on perchlorate removal by activated sludge in the presence of sulfur particles. Perchlorate concentration

(A) and pH changes (B) of the culture with time. Data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각각 7.43와 8.23인 반응기들은 ClO4
-
를 제거하는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배양 초기 9일까지는 매우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다가 9일이 지나서야 ClO4
- 농도가 다소 감소하다가 배

양 15일 후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배양액의 초기 pH가 6.35 일 때는 15일까지는 매우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다가 배양 15일 이후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다가

18일부터는 더 이상 ClO4
-
농도가 감소하지 않고 배양액 내에

약 10.3 mg ClO4
-
/l가 잔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황을 산화해서 ClO4
-를 분해하는 공정은 ClO4

-가 제거됨에

따라 H+가 생성됨으로써 pH가 낮아진다(식 3). 그래서 본 회

분배양실험 동안 반응기 내의 배양액 pH를 분석하였다(Fig.

2B). 본 실험 조건 하에서 모든 반응기 내의 배양액 pH는 배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기 pH가

7.43와 8.23인 경우는 배양말기인 23일째에 pH가 6.5와 6.8로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초기 pH 6.35인 반응기는 배양 22일째

에 pH 3.5로 떨어짐에 따라 더욱 미생물의 활성을 저해시켜

ClO4
- 분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본 실험을 통해

초기 pH가 활성슬러지 내 PRB의 ClO4
-
분해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원소황이 산화됨에 따라 H
+
가 생

성됨을 감안해서 초기 pH를 중성 또는 약 염기성 범위로 조절

해서 ClO4
-의 분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양액의 초기 pH가 PRB의 ClO4
- 분해활성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다른 문헌에서도 보고되었다. Acetate를 전자공여

체로 이용하는 농화배양된 활성슬러지를 사용하여 초기 pH

7-8일 때 분해활성이 가장 우수했고 pH 6과 10일 경우는 활성

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고하였다[20].

초기 ClO4
-의 농도 효과

회분배양실험에서 배양액의 초기 ClO4
-
농도에 따른 ClO4

-

생분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초기 ClO4
-
의 농도를 14.07,

23.37 그리고 37.91 mg/l로 각각 달리한 반응기의 배양액내의

ClO4
-
농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였다(Fig. 3). 배양 후 15일 전

까지는 초기 ClO4
-
의 농도가 37.91 mg/l 일 때 단위시간당

ClO4
- 제거량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ClO4

-의 농도가 14.07

mg/l 일 때 단위시간당 ClO4
- 제거량이 가장 적었다. 배양 후

15일 이후에는 ClO4
- 제거속도가 빠른 것은 ClO4

-의 농도가

37.91, 23.37, 그리고 14.07 mg/l 순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조건

에서 초기농도가 14.07 mg ClO4
-
/l인 경우는 PRB 개체군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농도의 전자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아

PRB의 성장이 느림에 따라 초기에 ClO4
- 제거가 비교적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접종균의 농도에 따른 효과

접종균의 biomass 농도를 0.02, 0.04 그리고 0.08 g VSS로

각각 달리하여 접종균의 biomass 농도가 ClO4
-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Fig. 4). 활성슬러지를 접종균으로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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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nitial perchlorate concentration on perchlorate

removal by activated sludge in the presence of sulfur

particles. Data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680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5

Time (d)

0 3 6 9 12 15 18 21

C
lO

4-  c
on

ce
nt

ra
tio

n 
(m

g/
L)

0

10

20

30

40

0.02 g VSS/L
0.04 g VSS/L
0.08 g VSS/L

Time (d)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
lO

4-  c
on

ce
nt

ra
tio

n 
(m

g/
L)

0

10

20

30

40

0.02 g VSS/L
0.04 g VSS/L
0.08 g VSS/L

B A 

Fig. 4. Effect of initial biomass concentration on perchlorate removal by activated sludge (A) or enrichment culture (B) in the presence

of sulfur particles. Data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경우는 배양 12일째까지는 초기 biomass 농도가 0.04 그리고

0.08 g VSS/l인 반응기는 거의 비슷한 ClO4
- 제거효율을 나타

내었다(Fig. 4A). 이에 반해 초기 biomass 농도가 0.02 g VSS/l

인 반응기는 비교적 ClO4
-
제거효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배양 15일째 초기농도 0.08 g VSS/l인 반응기가 0.04 g VSS/l

인 반응기보다 약간 제거효율이 증가하였으나 결국 18일째는

97.8%와 96.3%의 제거효율을 각각 나타내어 거의 비슷한 경향

을 나타냈다. 반면에 초기 biomass 농도가 0.02 g VSS/l인 반

응기는 18일째에 12.9 mg ClO4
-
/l가 반응기에 남아있어 제거

효율은 65.9%로 나타났다. 그 이후 약간의 농도감소가 있었으

나 23일까지 제거효율은 78.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농화배양된 미생물을 접종하여 초기 biomass 농도가 ClO4
-

분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 초기 biomass 농도가 0.08

g VSS/l인 반응기는 배양 2일째까지 잠복기를 나타내다가 배

양 3일째부터 분해활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다가 배양 6일째에

는 반응기내에 잔류하는 ClO4
- 농도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

났다(Fig. 4B). 한편 초기 biomass 농도가 0.04 g VSS/l인 반응

기는 배양 8 일째에 ClO4
-
분해를 완전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기 biomass 농도가 0.02 g VSS/l인 반응기는 배양

4일째까지 잠복기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 서서히 ClO4
-
농도가

감소하다가 배양 13일째에 완전분해가 되었다.

접종균의 종류에 따른 효과

접종균의 종류에 따른 ClO4
-
분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

다. Fig. 4의 A와 B를 비교하면 배양초기에 같은 biomass 농도

로 반응을 시작하여도 접종균의 종류에 따라 ClO4
- 제거효율

이 다르고, 농화배양된 미생물을 접종했을 때 더 분해가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농화배양액에는 PRB가 상당히 농화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 한편 활성슬러지를 접종균으로 사용하였을 때

ClO4
-
농도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잠복기(lag time)가 비교적

길게 나타난 것은 농화배양액보다 PRB농도가 낮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 PRB 농도가 비교적 높고 황과 ClO4
-에 이미

순응된 농화배양미생물을 접종균으로 활용한 경우 이러한 기

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ClO4
-
분해

능으로 보아 비교적 PRB 농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농화배

양미생물을 접종했을 때에도 배양초기에 여전히 잠복기가 관

찰되었다. 이것은 원소 황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아

미생물이 그것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하여 성장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미생물의 순응(acclimation)에 필요한 잠복기인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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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소 황 입자와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퍼클로레이트 제거특성

한경림
1,2
․안영희

1
*

(
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2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퍼클로레이트(ClO4
-
)는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에서 검출되는 신규 오염물이다. 퍼클로레이트 환원세균(PRB)은

ClO4
-
를 무해한 최종산물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ClO4

-
제거는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전 연구[3]를 통해 원소 황 입자와 활성슬러지를 이용하여 독립영양방식의 ClO4
-
제거가 가능하다는

실험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입자상 황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활성슬러지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원소 황을 전자공여체로 사용하였을 때 여러 환경요인이 활성슬러지

미생물의 ClO4
-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회분반응으로 조사하였다. 이 회분반응의 결과를 통해 활성슬러지 미생물

에 의한 독립영양방식의 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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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를 위한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슬러지로부터 농화배양된 황산화

PRB는 활성슬러지보다 ClO4
-
제거능이 우수한 것으로 회분반응 결과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는 최적조건

적용 및 농화배양된 접종균을 통해 원소 황과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독립영양방식의 ClO4
-
제거를 향상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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