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보고서 요약  

 

Ⅰ. 제목  

“ 용인시 축산폐수처리장 질산화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 제제 응용 기술 개발 ”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경기도에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축산농가가 집중되어 있어 용인시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경기도내 하폐수처리장은 고농도 유기물 및 질소성분의 

유입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 보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암모니아 산화 조건에서 농화배양함으로써 국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암모니아산화미생물  (ammonia oxidizing bacteria, AOB) 제제를 제조하여 

경기도내의 하폐수처리장의 질산화 효율증진 및 질소제거 공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하수처리장 슬러지로부터 

AOB 의 농화배양을 위한 기본배지의 설정 및 배지개선을 위한 연구, flask 

범위의 농화배양 및 scale-up 농화배양, 농화단계별 AOB 의 농도 확인(FISH, 

PCR), T-RFLP 분석, 인공 폐수 및 실제 폐수에 대한 AOB 적용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방법에 따라 AOB 를 대량으로 농화하여 실제 

현장에 투여하였을 때 AOB 가  질소제거 공정의 안정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AOB 의 농화용 배지인 P-medium 을 이용하여 1.2L 와 12L 에서 AOB 를 

성공적으로 농화할 수 있었다. 농화된 AOB 는 암모니아의 산화, 

아질산성질소의 축적, pH 의 하락 등의 배양 특성뿐 아니라, 특정 primer 및 

probe 를 이용한 PCR(Ipolymerase chain reaction), FISH(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를 통하여 AOB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API 와 probe 의 



2 중 염색을 통하여 농화에 따른 AOB 의 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T-

RFLP 분석을 통하여 군집구조의 변화 및 AOB 의 우점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산 미생물 제제인 담수 및 해수 초화균은 AOB 임을 

증명할 수 없었으며, Ges-Bac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에 따라 농화된 

AOB 와 생리적, 유적학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AOB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OB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배지조성의 변경 즉, 기존의 P-

medium 의 농축, NaHCO3 증대, CuSO4 의 첨가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농화된 AOB 를 인공폐수에 적용하는 실험 결과, 암모니아의 산화 및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축적 면에서 AOB 를 투여한 경우가 우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하수처리장의 폐수에 AOB 를 적용한 결과, 

인공폐수와 동일하게 암모니아의 산화 및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축적면에서 AOB 를 투여한 경우가 우수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 scale 의 농화배양을 통해 얻어진 AOB 를 실제 

현장에 투입한 결과 질산화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얻었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AOB 제제는 현재 참여기업인 (주)누리바이오텍에 의하여 

상품화 되어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