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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은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 및 이를 이용한 하수의 질산염 제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질
소 및 유기물을 제거하는 A2O 반응기에서 분리된 종속영양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의 세균 LOCVA (=
KCTC 11968BP) 및 슈도모나스속 LOCVA를 이용한 생활하수 질산성 질소의 제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은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이고, 이
를 이용할 경우 저온 환경의 생활하수 및 낮은 pH의 생활하수의 탈질 반응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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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
청구항 2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를 이용한 질산염의 제
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를 이용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유
기물의 일부 또는 모두의 제거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저온 및 낮은 pH에서 이루어지는 질산염의 제거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4-10 ℃의 저온 및 pH 4-5에서 이루어지는 질산염의 제거방법.
청구항 6
동절기 도시폐수의 질산염 제거에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을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유기물의 일부 또는 모두의 제거에 슈도모나스속 LOCVA을 이
용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pH 4-5에서 이루어지는 슈도모나스속 LOCVA을 이용하는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 및 이를 이용한 하수의 질산염 제거방법에 관한 것으로,

[0002]

보다 상세하게는 질소 및 유기물을 제거하는 A2O 반응기에서 분리된 종속영양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의 세균 LOCVA (= KCTC 11968BP) 및 슈도모나스속 LOCVA를 이용한 생활하수 질산성 질소의 제거에 관한 것이다.

-2-

공개특허 10-2013-0009219

배 경 기 술
[0003]

1.

생활하수에 포함된 질소화합물 중 암모니아의 제거는 호기적 환경에서 진행되는 독립영양세균에 의한

질산화 반응과 무산소 환경에서 진행되는 종속영양 세균에 의한 탈질 반응에 의해서 일어 난다.
[0004]

2.

탈질 과정에서 질산성 질소는 탈질 미생물에 의해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되고 최종적으로 질소가스로 제

거된다.

탈질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로는

Bacillus

sp.,Pseudomonassp.,Spirillumsp.,Hyphomicrobiumsp.,Agrobacteriumsp.,Acinetobactersp.,Propionobacteriums
p.,Rhizobiumsp.,Cornebacteriumsp.,Cytophatasp.,Thiobacillussp.,Alcaligenessp.균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Stenotrophomonas sp. 와 Oceanimonas sp.의 균주 들이 탈질 반응에 관여한다고 보고 되었다.
[0005]

3.

탈질 반응의 중요성으로 신규한 탈질 미생물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생육 할 수 있는 미생물의 개발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0006]

4.

이에, 본 발명자들은 낮은 온도와 낮은 pH의 환경에서 생육할 수 있는 신규한 탈질 미생물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생활하수의 탈질 반응에 이용하고자 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7]

1.

생활하수에는 다량의 질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처리되지 않고 방류 시 하천의 부영양화에 의한 녹조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수중 산소감소로 물고기 폐사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그럼으로 생활하수의 질소 화합
물은 하천방류 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0008]

2.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질산성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신규한 세균을 제공하여 도시생활하수의 질산

염 제거를 촉진하는 한편, 독성물질의 우발적인 증가로 생활하수 처리 반응기 내의 탈질 미생물의 사멸 시 개발
한 미생물을 즉각 투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0009]

3.

또한 저온 환경의 생활하수 및 낮은 pH의 생활하수의 탈질 반응에 특화된 탈질 미생물을 개발하는 것이

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를 제공하고.
[0011]

이 신규한 질산염 환원 세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를 이용한 질산염,
예를 들어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그 외 유기물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한 제거방법을
제시하며,

[0012]

특히 질산염의 제거는 저온 및 낮은 pH에서 이루어지며, 보다 상세하게는

[0013]

4-10 ℃의 저온 및 pH 4-5에서 이루어진다.

[0014]

또 본 발명은 동절기 도시폐수의 질산염 제거에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sp.LOCVA, KCTC11968BP)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0015]

본 발명에서 개발한 신규한 질산염 제거 균주인 슈도모나스속의 세균 LOCVA는 저온에서도 질산염의 제거가 가능
하며, pH 4의 낮은 환경에서도 질산염의 제거가 가능하다.

슈도모나스속 LOCVA는 겨울철의 저온 조건 및 낮은

pH를 가진 폐수 및 도시생활하수의 질소 제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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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6]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광학현미경 사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P2 한천 평판배지에서의 생육상태 사진.
도 3은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계
통수.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생육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생육 NaCl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생육 pH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분리에 사용한 연속식반응기의 사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이하 첨부된 도면 및 실시예를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0018]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구현예(態樣, aspect)(또는 실시
예)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19]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구현예(태양, 態樣, aspect)(또는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표현을 포함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이루어진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
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0]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
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0021]

1.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신규한 질산염 환원 균인 슈도모나스속 LOCVA의 광학현미경

사진은 도 1과 같고, P2 한천 평판배지에서의 생육은 도 2와 같고,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로 작성한
계통분석도는 도3과 같다.
[0022]

2.

본 발명의 목적인 질산성 질소의 제거를 위해서 분리된 슈도모나스속 LOCVA를 이용하여 인공 슬러지인

BTB 및 P2 배지에서 질소의 제거를 측정하였다. 슈도모나스속 LOCVA는 pH 4-5의 낮은 pH에서도 생육하였고, 410 ℃의 저온에서도 생육하였다.
[0023]

3.

본 발명의 슈도모나스속 LOCVA는 20% 글리세롤 용액에 현탁 한 후 -70 ℃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온도 저하 등의 슬러지 이상으로 탈질 반응기에서 질소제거가 원활하지 않을 시 즉시 사용될 수 있다.
[0024]

4.

본 발명의 균주는 슈도모나스속 LOCVA (= Pseudomonas sp. LOCVA)로 명명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

설 생물자원센터에 2011년 6월 28일자로 기탁하였다 (기탁번호 KCTC 11968BP).

[0025]

이하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가 기술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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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실시예 1 질산염 환원 세균의 분리

[0027]

도시생활하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A2O형의 연속식 회분반응기를 만들고 HRT는 2 일로 조절하여 4 주 동안
운전하여 질소제거 반응을 유도하였다 (도면 7). 4 주 운전 후 탈질 반응이 진행되는 무산소조의 시료를 취하여
미생물을 분리하였다. A2O 반응조의 운전에는 합성폐수를 사용하였다. 1 L의 합성폐수에는 384.4 mg의
+

3-

CH3COONa(COD기준으로 300 mg/L), 49.4 mg의 KH2PO4(PO4 -P 기준으로 11 mg/L), 140 mg의 (NH4)2SO4(NH4 -N 기준
으로 30 mg/L), 14 mg의 CaCl2·2H2O,90mg의 MgSO4·7H2O그리고 0.3 mL의 영양용액이 포함된다. 영양용액 1 L에
는 1.5 g의 FeCl3·6H2O,0.15g의 H3BO3,0.03g의 CuSO4·5H2O,0.18g의 KI, 0.12 g의 MnCl2·4H2O,0.06g의 Na2MoO4
·2H2O,0.12g의 ZnSO4·7H2O,0.15g의 CoCl2·6H2O,그리고 10 g 의 EDTA가 포함되었다[3]. 질산염 환원균의 분리
에는 1.0 g의 L-asparagine, 1.0 g의 KNO3,1.0g의 KH2PO4,0.06g의 FeSO4·7H2O,0.2g의 CaCl2·2H2O,1.0g의 MgSO4
·7H2O,8.5g의 sodium succinate 그리고 1 ml의 1% BTB가 1 L의 증류수에 포함된 BTB 배지를 사용하였다[4]. 분
리 균주의 암모니아 제거는 P2 배지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P2 배지 1 L에는 1.0 g의 Yeast extract, 0.5 g의
K2HPO4,0.5g의 KH2PO4,2.33g의 (NH4)2SO4,0.2g의 MgSO4·7H2O,0.01g의 MnSO4·H2O,0.01g의 FeSO4·7H2O,0.01g의
NaCl, 30 g의 Glucose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0028]
[0029]

실시예 2 분리된 질산염 환원 세균의 질산 환원능 검사

[0030]

분리된 세균을 (NH4)2SO4가 포함된 P2 배지와 NaNO2혹은 KNO3가 질소원으로 포함된 BTB 배지에서 배양 하면서 질
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의 감소를 Merck사의 ammonia test strip, nitrate test strip, nitrite test strip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는 표1과 같다.

[0031]
[0032]

실시예 3 분리된 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관련 미생물 균주 간의 16S rRNA 유전자 상동성 비
교

[0033]

균주 LOCVA의 분류학적 동정 및 유사 균주 간의 비교를 위하여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고, 분석한 서열
과 근연 균주들과의 상동성을 조사하였다. 16S rRNA 유전자의 증폭을 위해, 균주 LOCVA의 chromosomal DNA를 추
출하였다.

추출한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세균

16S

rRNA

유전자

증폭용

프라이머인

27F

(5’-

AGAGTTTGATCCTGGCTCAG-3’)와 1492R (5’-TACGGYTACCTTGTTACGACTT-3’)로 균주 LOCVA의 16S 유전자를 증폭하고
아가로스젤 전기영동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 한 후, 증폭된 DNA 단편의 염기서열은 ㈜마크로젠에서 Sanger
sequenc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으로 얻은 1388 base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은 표2와
같다.

표2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GenBank

database의

BLAST

program

(http://www.ncbi.nlm.nih.gov/blast/)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균
주 LOCVA는 기존에 보고된 미생물 중 동일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보고된 바가 없는 신규한 미생물이다.
[0034]
[0035]

실시예 4 분리된 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이용한 계통도

[0036]

균주 LOCVA의 계통학적 분석을 위해 표2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계통도를 작성하였다. 계통도작성
을 위해 근연 균주들 중 표준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서열과 균주 LOCVA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CLUSTAL_X
프로그램으로 alignment 하였다. 계통도는 neighbor-joining 방법을 이용하여 Mega 5 V5.05 프로그램으로 만들
었다. 계통학적 거리는 Kimura’s two-parameter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계통도의 topology는 1000번의 재분석에
의거한 bootstrap 분석으로 평가하였다. 도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균주 LOCVA는 기존의 보고된 표준 균주들과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S rRNA 유전자의 상동성 비교와 계통분석 결과 균주 LOCVA는 슈도모나스속 LOCVA
(=Pseudomonassp.LOCVA)로 동정되었다.

[0037]
[0038]

실시예 5 분리균주의 생리적 특성조사

[0039]

슈도모나스속 LOCVA의 그람형 판별을 위해 BD사의 그람염색키트로 염색하였다. 슈도모나스속 LOCVA의 형태는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도 1). Catalase의 활성은 한천배지 표면에서 생육된 미생물의 군락에 과산화수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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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시 기포 발생의 여부로 판단하였고, oxidase는 bioMerieux의 시험 시약을 이용하였다. 당의 산화적 이용은
API 50CH와 CHB medium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효소반응은 API ZYM 실험키트를 이용하고, 기타 특징은 API 20NE
시험 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적 생육온도의 검사는 BTB 혹은 P2 한천배지에 접종된 미생물을 4~50 ℃범
위에서 배양한 후 생육을 판단하였다. 최적 pH는 1 M HCl 혹은 1 M NaOH로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한 P2 배지로
pH 4, pH 5, pH 6, pH 7, pH 8, pH 9, pH 10의 배지를 만들어, 0.22 mm의 필터로 제균 한 후 사용하였다. 생육
에 저해를 주는 NaCl의 농도는 0-10% (w/v)의 NaCl이 함유된 액체배지에서 균주를 접종한 후 미생물 생육 관찰
로 판별하였다. NaCl 배지와 pH 배지에서 생육의 판단은 600 nm 파장에서 흡광도로 판별하였다. 슈도모나스속
LOCVA는 catalase 와 oxidase 활성을 가지는 그람 음성 단간균으로 관찰되었다. 슈도모나스속 LOCVA는
arginine dihydrolase, urease, protease, alkaline phosphatase, esterase (C4), esterase lipase (C8),
acid phosphatase, naphthol-AS-BI-phosphohydrolase과 leucine arylamidase의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 dglucose,

l-arabinose,

d-mannose,

d-mannitol,

N-acetyl-

glucosamine,potassiumgluconate,capricacid,malicacid및 trisodium citrate를 자화하여 질산염을 아질산염으
로 환원할 수 있다. 슈도모나스속 LOCVA의 API 20NE 및 API 50CH 분석결과는 표4 및 표5와 같다.
[0040]
[0041]

표1. 슈도모나스속 LOCVA에 의한 합성폐수의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의 제거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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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표2. 슈도모나스속 LOCVA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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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표3. 슈도모나스속 LOCVA 16S rRNA 유전자 서열의 BLAST 분석결과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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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표4. 슈도모나스속 LOCVA의 API 20NE 분석결과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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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표5. 슈도모나스속 LOCVA의 API 50CHB 분석결과

[0050]

[0051]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균주 LOCVA의 핵심을 요약하면, 균주 LOCVA는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T

Pseudomonas koreensis Ps 9-14 와 99.3%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가지며 슈도모나스속의 균주들과 근연 관계를 가
지는 신규한 균주슈도모나스속LOCVA로 동정되었다. 슈도모나스속LOCVA는 그람 음성 단간균으로 catalase,
oxidase, arginine dihydrolase, urease, protease, alkaline phosphatase, esterase (C4), esterase lipase
(C8), acid phosphatase, naphthol-AS-BI-phosphohydrolase 및 leucine arylamidase의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
d-glucose,

l-arabinose,

d-mannose,

glucosamine,potassiumgluconate,capricacid,malicacid및

trisodium

d-mannitol,
citrate를

탄소원으로

N-acetyl이용하고,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을 질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환원할 수 있다. 슈도모나스
속 LOCVA는 질산성 질소가 유일한 질소원으로 포함된 배지에서 생육하며 질소를 제거 할 수 있다. 슈도모나스속
LOCVA는 인공슬러지에 포함된 800 ppm의 질산성 질소를 2일 후에 120 ppm으로 감소 하게 하여, 85%의 질산성 질
소가 인공슬러지에서 제거되게 하였다.

- 10 -

공개특허 10-2013-0009219
[0052]

이상의 설명에서 통상의 공지된 기술을 생략되어 있으나,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를 추측 및 추론하고 재현할
수 있다.

수탁번호
[0053]
기탁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탁번호 : KCTC11968BP
수탁일자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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