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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의한 질산화(nitrification)와 탈질반응(denitri-

fication)은 질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

정이다[1, 2]. 질산화과정은 암모늄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

키는 암모니아 산화세균(ammonium oxidizing bacteria,

AOB)과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아질산염 산화

세균(nitrite oxidizing bacteria, NOB)에 의해 이루어진다

[1]. AOB는 암모늄을 하이드록실아민으로 산화시키며, 이 과

정에 ammonia monooxygenase (AMO) 효소가 관여한다.

AOB 유래 AMO 유전자인 amoA-bac는 AMO 효소의 α-

subunit을 encode하는 핵심 기능성 유전자로서, 모든 AOB

에 존재하기 때문에 AOB의 잠재적 활성을 판단하는 마커

유전자로 활용되고 있다[1, 3]. AOB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ammonium oxidizing archaea, AOA)도 질산

화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AOA

유래 AMO 유전자인 amoA-arc도 암모니아 산화과정의 중

요 마커 유전자로 고려되고 있다[4]. 하이드록실아민은

hydroxylamine oxidoreductase (HAO)에 의해 아질산염으

로 산화된다. HAO 효소를 부호화하는 핵심 기능 유전자인

hao 유전자는 amoA와 더불어 AOB를 정량화하기 위해 이

용되는 마커 유전자이다[5]. 

질산화공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암모늄과 아질산염 농

도, 온도, 용존산소, pH 등과 같은 환경인자가 질산화 효율

및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8], 질산화에 관여하는 주요 기능성 유전자의 거동에 대

한 정보는 부족하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산화 농화

배양액을 대상으로 암모늄 농도, 아질산염 농도 및 온도가

질산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각 조건에서 주요

기능성 유전자인 amoA-bac, amoA-arc 및 AOB 유래 hao를

정량 PCR (qPC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

석법을 활용하여 이들 인자들이 질산화 효율과 기능성 유전

자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접종원으로 부식토(humic soil)를 이용하여 질산화세균 컨

소시엄(consortium)을 다음의 방법으로 농화배양하였다.

600 ml 혈청병에 무기염 배지 18 ml와 부식토 2 g을 넣은 후

30℃에서 2주일 동안 배양하였다. 무기염 배지 조성은

(NH4)2SO4 0.5 g·l-1, Na2HPO4 13.5 g·l-1, KH2PO4 0.7 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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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O4·7H2O 0.1 g·l-1, NaHCO3 0.5 g·l-1, FeCl3·6H2O

0.014 g·l-1, CaCl2·2H2O 0.18 g·l-1 (pH 7.5)이었다[9]. 이후

배양액 2 ml를 새로운 무기염 배지 18 ml에 접종하여 동일

한 방법으로 계대배양하였는데, 각 계대배양 과정에서 배지

에 첨가한 암모늄이 질산염으로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최종 질산화세균 컨소시엄을 확보

하였다. 

질산화세균 컨소시엄을 접종원으로 하여 암모늄 농도, 아

질산염 농도 및 온도가 질산화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120 ml 혈

청병에 배지 3.6 ml와 접종원 0.4 ml를 혼합하였고, 부틸고

무마개와 파라필름으로 밀폐한 후, 30℃에서 14−18일 동안

배양하였다. 암모늄 농도(117.5, 210.0, 315.0, 630.0, 1155.0

mg-N·l-1), 아질산염 농도(0.0, 5.0, 10.0, 20.0, 30.0, 50.0

mg-N·l-1) 및 배양 온도(15, 20, 25, 30, 35℃)를 상이하게 설

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질산염 농도 및 배양

온도 영향을 평가한 실험에서 배지 중 암모늄 농도는 210.0

mg-N·l-1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

하였다.

각 혈청병에서 1−3일 간격으로 배양액과 혈청병 상부의

가스를 채취하여 질소화합물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배

양액 중 질산염 및 아질산염 농도는 음이온컬럼(L 150 mm

× ID 4 mm, Metrohm AG, Switzerland)과 검출기(IC

Conductivity Detector, Metrohm AG, Switzerland)가 장

착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883 Basic IC plus, Metrohm AG,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청병 내부 기상 아

산화질소의 농도는 충진컬럼(L 365.76 cm × ID 3.18 mm,

PC9975, Restek Corporation, USA)과 전자포획검출기(Agilent

Technologies, USA)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HP 6890

Series,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산화에 관여하는 기능성 유전자를 정량 분석하기 위해,

배양액을 원심분리(11,400 ×g)하여 회수한 Biomass 시료로

부터 DNA 시료를 Nucleospin® Soil Kit (Macherey-Nagel

GmbH, Germany)와 BeadBeater-8 system (Biospec, USA)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DNA template를 대상으로 16S

rRNA, 암모늄 산화(amoA-arc, amoA-bac) 및 하이드록실아

민 산화(hao)에 관여하는 기능성 유전자 정량 분석을 위해

Table 1에 제시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qPCR (CFX96TM

Real-Time System,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USA)을 수행하였다[10−16]. 16S rRNA 유전자의 CT 값은

gene copy number 103
−107 값을 가지는 synthetic 16S

rRNA의 standard curve를 이용해 절대 정량한 gene copy

number로 환산하였다. amoA-arc, amoA-bac 및 hao 유전자

의 CT 값은 접종원에 사용된 부식토의 CT 값을 대조군으로

하여 상대 정량한 gene copy number로 환산하였다.

암모늄과 아질산염 농도 및 온도별 상이한 조건에서 질산

화반응(질산염 생성 효율 및 질산화 속도)과 기능성 유전자

(amoA-arc, amoA-bac 및 hao) copy number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extended local similarity analysis (eLSA)

algorithm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17]. 각

인자 사이의 상관성은 p < 0.05 조건에서 분석하였으며,

Cytoscape program (version 3.4.0)을 이용하여 가시화

(visualization)하였다[17].

암모늄 첨가 농도별 배양시간에 따라 배지에 축적된 아산

화질소, 아질산염 및 질산염 농도 변화를 Fig. 1에 도시하였

다. 아산화질소는 모든 실험군에서 전 기간에 걸쳐 검출되지

않았다. 암모늄 첨가 농도가 630 mg-N·l-1인 조건에서 배양

4일째에 아질산염 농도가 278.9 mg-N·l-1으로 최대로 축적

되었으나 그 이후 아질산염 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Fig.

1A). 1,155 mg-N·l-1의 암모늄을 첨가한 조건에서 10 일째에

아질산염 농도 118.4 mg-N·l-1으로 최대로 축적되었고, 실험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Fig. 1A).

각 조건에서 질산염이 생성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암모늄

을 117.5 및 315 mg-N·l-1 첨가한 조건에서 4 일째에 질산

염 농도가 최대로 축적되었으나, 630 mg-N·l-1의 암모늄을

첨가한 조건에서는 8일째에 질산염 농도가 최고 농도(712.2

mg-N·l-1)에 도달하였다(Fig. 1B). 암모늄 첨가 농도가

630 mg-N·l-1 이하인 조건에서는 암모늄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질산염 축적 농도도 증가하였으나, 1,155 mg-N·l-1의 고

농도 암모늄 첨가 조건에서는 오히려 감소(32.4 mg-N·l-1)하

Table 1. Functional gene targeted primer sets for qRT-PCR.

Target gene Primer Related enzyme Sequence (5'-3') Reference
Bacterial 16S rRNA 340F

805R
16S rDNA sequence of Escherichia coli TCCTACGGGAGGCAGCAG

GACTACHVGGGTATCTAATCC
[10] 

amoA-arc Arch-amoAF
Arch-amoAR

ammonia monooxygenase in archaea STAATGGTCTGGCTTAGACG
GCGGCCATCCATCTGTATGT

[11, 12] 

amoA-bac amoA-1F
amoA-2R

ammonia monooxygenase in bacteria GGGGTTTCTACTGGTGGT
CCCCTCKGSAAAGCCTTCTTC

[11, 13, 14] 

hao haoF4
haoR2

hydroxylamine oxidoreductase AAYCTKCGCTCRATGGG
GGTTGGTYTTCTGKCCGG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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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보였다.

Fig. 1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암모늄 농도별로 질산염 생성

효율과 질산화 속도를 계산하여 Fig. 2에 도시하였다. 또한

3 종의 기능성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도 Fig. 2에 함께 제시

하였다. 질산염 생성 효율과 질산화 속도는 암모늄 농도

315 mg-N·l-1까지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였으나,

630 mg-N·l-1 이상의 고농도 조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암모늄 농도가 높은 폐수를 용존산소(DO) 농도가 낮은 조

건에서 처리하면 아질산염이 축적된다[18−20]. DO 0.7 mg·l-1

이하인 조건에서 암모늄 농도 610 mg-N·l-1의 폐수를 처리

했을 때 유입된 질소의 65% 이상이 아질산염 형태로 축적되

었고[18], 암모늄 농도 200 mg-N·l-1의 폐수를 처리했을 때,

유입된 질소의 약 80%가 아질산염 형태로 축적되었다[19].

또한 DO 2.0 mg·l-1 이하의 조건에서 암모늄 농도 1253−

1255 mg-N·l-1의 폐수를 처리했을 때, 질소 부하량 중 93.4−

97.7%가 아질산염까지만 산화되었고, 질산염까지 완전 산화

된 것은 2.0 mg-N·l-1을 초과하지 않았다[20]. 

암모늄 초기 농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3 종의 기능성 유전

자 copy number 값을 Fig. 2C에 제시하였다. 질산염 생성효

율 및 질산화속도는 암모늄 농도가 315 mg-N·l-1인 조건에

서 가장 높았으나, 3종 기능성 유전자의 총 copy number는

630 mg-N·l-1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질산염 생성량

과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630 mg-N·l-1 암모늄 농도 조건의 질산화속도는 315 mg·l-1

암모늄 농도 조건보다 낮았는데(Fig. 2B), 이는 아질산염 축

적에 의해 질산화 활성이 저해를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암모늄 농도 630 mg-N·l-1의 경우, 질산염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까지 0−8일의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아질산염 축

적되었다(Fig. 1B). 이러한 결과는 이 기간 동안 질산화 속

도를 좌우하는 주요 단계가 암모늄 산화 단계가 아닌 아질

산염 산화 단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질산

염이 질산염으로 산화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인 nitrite

oxidoreductase (nrxA 유전자)의 거동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암모늄 산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Fig. 1. Time profiles of nitrogen compound concentrations
under different ammonium concentrations. (A) NO2

−-N, (B)
NO3

−-N concentration (unit: mg-N∙l-1). 

Fig. 2. Effects of ammonium concentration on nitrification
and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s. (A) NO3

−-N production
efficiency (%), (B) NO3

−-N production rate (μg-N∙g-VSS-1∙d-1),
(C)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 cop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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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A-bac의 copy number가 amoA-arc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 < 0.05, Fig. 2C). 일반적으로 토양에서는 AOA가 AOB

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22].

본 연구에서는 부식토를 농화배양한 질산화세균 컨소시엄을

접종원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

리 상대적으로 높은 amoA-bac 유전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암모늄을 주요 기질로 이용하

여 농화배양을 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게, 토양 시료에 반복적으로 암모늄을 주입하여 배양한

결과 amoA-bac 유전자의 copy number 값이 점차 증가하였

다[23]. 또한, AOA와 AOB가 포함된 슬러지를 접종원으로 한

반응기를 암모니아 14−140 mg-NH4·l
-1 범위에서 운전한 결

과 모든 반응기에서 AOA 대비 AOB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

가했다[24].

질산염 생성 효율, 질산화 속도 및 3종의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값에 미치는 아질산염 농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아질산염 농도 0−20 mg-N·l-1

에서 질산염 생성효율은 46.5−62.2%로 통계학적으로 차이

가 없었으나(p > 0.05), 아질산염 농도 30과 50 mg-N·l-1에서

는 질산염 생성 효율이 각각 76.4%와 96.3%로 증가하였다

(p < 0.05, Fig. 3A). 또한, 아질산염 농도가 20 mg-N·l-1 이하

인 조건에서 질산화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p > 0.05), 아

질산염 농도 30과 50 mg-N·l-1에서는 질산화 속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Fig. 3B). 대부분의 질산화과정

에서 아질산염이 질산화를 저해하는 수준까지 축적되는 경

우가 거의 없으며, NOB의 활성 저해가 야기될 정도로 환경

Fig. 3. Effects of nitrite concentration on nitrification and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s. (A) NO3

−-N production efficiency
(%), (B) NO3

−-N production rate (μg-N∙g-VSS-1∙d-1), (C)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 copy number.

Fig. 4. Effects of temperature on nitrification and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s. (A) NO3

−-N production efficiency (%), (B) NO3
−

-N production rate (μg-N∙g-VSS-1∙d-1), (C) functional nitrification
gene cop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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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AOB에 의해 생성된 아질

산염은 곧바로 NOB에 의해 소모되었다[25]. 선행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본 실험에서도 모든 아질산염 농도 조건에서 아

질산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결과 미제시), 아질산염이 주입

후 빠르게 소모되었다.

아질산염 농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3종의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값을 Fig. 3C에 제시하였다. 3종의 기능성 유

전자 copy number 값은 아질산염 농도 조건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는 배양액에

첨가된 0−50 mg-N·l-1 범위의 아질산염이 AOB 및 AOA의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아

질산염 농도 조건에서 amoA-bac의 copy number가 amoA-

arc보다 높았는데, 이는 Fig. 2C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질산염 생성 효율, 질산화 속도 및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값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Fig. 4에 도시하였다.

15℃에서 질산염 생성효율은 48.9 ± 9.9%이었으나, 20−35℃

에서 질산염 생성효율은 61−82% 범위이었다(Fig. 4A).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질산화속도가 증가하다가, 35℃에서는 감

소 하였다(Fig. 4B). 온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3종의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값을 Fig. 4C에 제시하였다. 3종 유전

자의 총 copy number 값은 0−30℃ 범위에서 온도에 따라 점

차 증가하며 질산화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p < 0.05).

또한, 모든 온도 조건에서 amoA-bac의 copy number가

amoA-arc 유전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Fig. 2C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질산화반응은 다른 생물학적 반응과 마찬

가지로 저온에서 급격한 저해를 받았으며, 특히 15℃ 이하

에선 효율이 급감하였다[26]. 30℃의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보였고, 15−25℃의 범위에선 온도에 따라 점차 증가

하였다[27, 28]. 본 연구에서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5−

30℃에선 점차 질산화속도가 증가하였으며, 35℃에선 유의

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Fig. 4B).

암모늄 농도, 아질산염 농도 및 온도가 다른 조건에서 질

산염 생성효율, 질산화속도 및 기능성 유전자 copy number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eLSA 분석을

한 결과를 Fig. 5에 도시하였다(p < 0.05). 각 node는 조건인

자를 나타내며, 원 모양의 node(질산화 기능성 유전자)의 상

대적인 크기는 해당 copy number의 수치를 반영한다. 각

edge는 인자 간의 local similarity (LS)가 있음을 보여주며,

실선의 edge는 양의 LS를, 점선의 edge는 음의 LS를 의미한

다. 질산염 생성효율과 질산화속도, 또한, 질산화속도와

amoA-arc 유전자는 양의 LS를 보였다. amoA-arc 유전자를

가지는 AOA는 많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질

산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29]. 폐수처리

시설 내 질산화 효율과 AOA 풍부도는 서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30], 본 연구에서도 질산화속도와 amoA-arc copy

number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

모늄 산화 고세균과 암모늄 산화 세균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질산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Fig. 5. Extended local similarity analysis between the key parameters (p < 0.05). Circle, yellow square and green square
nodes indicate nitrification functional gene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nitrification performance factors, respectively.
Solid edg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hile dashed edges are negatively associated (p < 0.05). Nitrate production efficiency, %; Nitrate
production rate, μg-N∙g-VSS-1∙d-1; Ammonium concentration, mg-N∙l-1; Nitrite concentration, mg-N∙l-1; amoA-bac, gene copy number;
amoA-arc, gene copy number; hao, gene copy number; amoA-bac/16S, ratio of amoA-bac gene copy number to 16S rRNA gene copy
number; hao-bac/16S, ratio of hao gene copy number to 16S rRNA gene cop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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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결과는 질산화 과정을 이해하고 질산화 효율을 향상

시키는 기술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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