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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암모니아성 질소는 주로 농업 폐기물의 유기물 부하로부터 유기 질

소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다[1]. 방출된 암모니아는 그 형태에 관계없

이 주위 환경에 독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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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호수에서 고농도의 암모니아(NH3, NH4
+)는 부영양화를 촉진시

키고 수생 환경의 용존 산소를 감소시켜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비이온화된 암모니아는 저농도에서도 대부분

의 어류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도시 및 산업 폐수

에서 암모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으며 몇 가

지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공정이 개발되었다[4,5]. 

이들 중, 암모니아의 흡착 제거는 암모니아 제거 공정에서 널리 사

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암모늄이온 제

거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제거 속도가 빠르고 수온이나 농도의 변

화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8]. 하지만 제올라이트의 물리적 흡착능만으로는 높은 제거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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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암모니아는 현대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유용한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폐기물의 분해과정을 통해 배출되며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에서 흔하게 쓰이는 물질이기에 직접 누출이나 간접 누출로 인한 수
질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암모늄이온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는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흡착만으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제올라이트의 흡착능을 통한 암모늄이온의 제거 효율과 
미생물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한 제거효율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올라이트에 미생물을 고정하여 화학적 흡
착 및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병합하여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00 ppm 기준 상용 제올라이트의 경우 2-4 h 
사이에 67-81%의 제거효율을 보이는데 반해 선정 미생물인 Klebsiella pneumoniae subsp. Pneumoniae를 이용한 경우 
8 h 내에 최대 97%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미생물을 제올라이트에 고정시켰을 때 8 h 이내에 98.5%로 
제거 효율 및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mmonia is a useful substance which is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It is generally released by the decomposition of 
agricultural wastes and known to have toxic effects on human beings. Due to the common usage, it is possible to cause water 
pollution through either direct or indirect leakage. Such cases, it is preferable to use the adsorption capacity of zeolite to 
rapidly remove ammonium ions, but it is not sufficiently removed by the adsorption only. In this paper, the removal efficiency 
of ammonium ion through both the adsorption capacities of commercial synthetic zeolites and the biological mechanism of 
microorganisms were compared. In addition, microorganisms were immobilized on the zeolite in order to enhance the removal 
efficiency by applying a chemo-biological process. As a result, the standard commercial zeolite showed 67~81% of the re-
moval efficiency in 2~4 hours at a 100 ppm concentration of ammonium, whereas the selected microorganism Klebsiella 
pneumoniae subsp. Pneumoniae showed up to 97% within 8 hours. When the microorganism was immobilized on the zeolite,  
the highest removal efficiency of approximately 98.5% were observed within 8 hours.

Keywords: ammonium, synthetic zeolite, cell immobilized zeolite, Klebsiella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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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방법과 절충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9,10]. 미

생물을 담체에 고정화했을 때의 장점은 반응조 내에 미생물을 고농도

로 유지가 가능하고 온도나 pH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독성 물

질에 대한 저해작용이 적다는 것이다[11]. 

또한 생물학적 암모니아 제거 공정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질소화 반응

을 통해 매개되는데 암모니아 산화반응을 통해 아질산염으로 전환한다. 

또한 연속적인 산화 반응은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전환한다. 화학 반응 

속도론에 있어서 아질산염 전환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이며 이는 토양 

및 수질 생태계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중요한 화학 반응에 속한다. 

이러한 질소화 반응은 암모니아 산화 세균인 AOB (ammonia-oxidizing 

bacteria) 혹은 AOA (ammonia-oxidizing archaea)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AOB 세균으로는 Nitrosomonas와 Nitrosococcus 

등이 알려져 있으며 AOA로는 Nitrosopumilus maritmus와 Nitrososphaera 

viennensis가 알려져 있다[12-16]. 암모니아 제거 반응은 비단 산화 반응

뿐 아니라 세포 내 아미노산 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흡수

되기도 한다. 일례로, 대표적인 암모니아 소모 반응은 α-ketoglutaraldehde

로부터 각각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글루타메이트(glutamate)와 글루타

민(glutamine)을 합성한다[17-19]. 따라서 AOB세균뿐 아니라 다양한 세

균에서 암모니아를 흡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lebsiella pneumonia 균주를 선택하여 암모니아 제

거 효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균주는 그람 음성균으로서 선

별적 호기성 균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화 및 

암모니아를 흡수하는데 관여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특

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올라이트의 흡착능과 미생물의 생물

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폐수 내의 암모늄이온 제거효율을 비교하고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화학-생물학적 공정인 제올라이

트 미생물 고정화 반응을 통하여 최종적인 암모니아 제거 효율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기본 배양액

폐수 중의 암모늄이온의 제거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

성의 기본 배양액을 사용하였다. 증류수 100 mL 기준 성분은 NaCl 0.4 

g, Na2HPO4⋅12H2O 2.15 g, KH2PO4 0.09 g, 그리고 3 mL의 미량원소 

용액이다. 미량원소 용액 1 L 기준 성분은 MgSO4⋅7H2O 0.3 g, MnSO4 

0.1 g, H3BO3 0.112 g, FeSO4⋅7H2O 0.03g, CaCl2 0.06 g이다[21].

2.2. 미생물의 구축

미생물은 KCTC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한 Klebsiella pneumoniae 

subsp. Pneumoniae를 사용하였다.

미생물의 배양은 고압증기멸균 과정을 거친 LB 복합배지 2 mL에 

37 ℃에서 24 h 배양하였다. K. pneumoniae의 경우 항생제는 ampi-

cillin을 사용하였다. 먼저 K. pneumoniae의 암모늄이온 제거 효율 측

정은 배양된 미생물을 암모늄이온이 포함된 기본 배양액 100 mL에 

1 mL (1%)만큼 접종하고 2 h 간격으로 샘플링 후 상등액을 분석하

였다.

2.3. 합성 제올라이트와 활성탄

합성 제올라이트의 경우 A-3, A-4, 5A 세 종류와 활성탄 펠렛을 추

가로 이용하였다. 제올라이트 A-3, A-4 (1.57-2.36 mm)는 WAKO 

Chemical (Japan), Zeolite 5A (2.36-4.72 mm)는 지심테크(Korea), 활

성탄 펠렛은 가야활성탄소(Korea)에서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제

올라이트는 사용 전 증류수에 3번 씻어 110 ℃에서 24 h 동안 말린 

후 300 ℃에서 4 h 동안 가열해 내부의 가스를 제거하였다. 각 흡착제

의 흡착능을 비교하기 위해 250 mL 플라스크에 암모늄이온 100 ppm

이 포함된 기본 배양액 100 mL과 각 흡착제를 10 g씩 넣고 200 rpm

에서 제거효율을 비교하였다.

2.4. 미생물 고정화 제올라이트

미생물을 제올라이트에 고정하기 위해 먼저 A-3, A-4, 5A 제올라이

트 10 g을 각각 증류수로 씻어 60 ℃에서 4~5 h 말린다. 말린 제올라

이트를 250 mL 플라스크에 각각 넣고 LB 복합배지 100 mL와 배양한 

미생물 1 mL (1%)를 접종하여 200 rpm, 37 ℃에서 24 h 동안 고정시

켰다. 그 다음 미생물 고정화 제올라이트를 증류수에 3회 씻고 암모늄

이온이 포함된 기본 배양액(100 ppm at 100 mL)을 넣고 그 제거효율

을 비교하였다[22]. 

2.5. 미생물의 생육도

미생물의 생육도는 600 nm의 파장에서 spectrophotometer (UV-VIS, 

Biotek epoch, USA)로 OD를 측정하여 미생물의 성장곡선을 얻었다.

2.6. 암모늄이온

암모늄이온의 농도는 시간별로 샘플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상등

액을 분리한 후 salicylate method를 통해 650 nm의 파장에서 spec-

trophotometer (UV-VIS, Biotek epoch, USA)로 분석하였다[23]. 암모

니아 제거효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Eq. (1)).

Ammonium removal efficiency (%) = 

 
×   (1)

2.7. 구성 성분과 표면 형태

제올라이트 및 고정화 제올라이트의 구성 성분과 표면 형태 분석은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를 이용하였다(SEM-EDS, JEOL JSM-6700F, Japan).

3. 결과 및 고찰

3.1. Klebsiella pneumoniae의 암모늄 이온 제거 효율 비교

K. pneumoniae의 제거 효율을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으

로 대장균인 Escherichia coli BL21 (DE3) 및 Escherichia coli DH5α

와 비교하였다(Figure 1). 실험 결과 K. pneumoniae가 93.5%, DH5α가 

38%, BL21이 88.6%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세 균주의 경우 모두 암모

니아 투입 후 4 h까지 암모니아 흡수 혹은 제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

나, 배양 후 6 h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 12 h에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포 생장이 포화상태 이후 질소원인 암모늄 이온이 

흡수되지 않다가 이후 에너지 합성 경로 활성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조군인 Escherichia coli DH5α 균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암모니아 흡수 효율이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

는 균주의 질소 에너지원 대사과정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24,25]. 다음으로 K. pneumoniae의 효율적인 흡수 및 제거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사용한 Glucose의 농도, 암모늄이온의 

농도, 그리고 기본 배양액의 농도을 조절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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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lucose의 농도에 따른 암모니아 제거 효율 비교

동일한 농도의 기본배양액 100 mL (암모늄이온 100 ppm)에 glu-

cose를 각각 0, 0.3, 0.6, 1.2 g씩 투입하고 LB 복합배지에서 배양한 

K. pneumoniae를 1 mL (1%)만큼 접종한 후 암모늄 이온의 제거 효율

을 비교하였다(Figure 2). Glucose를 넣지 않은 경우 세포의 생장은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의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배양 과정에서 암모늄 이온이 미량(< 1%)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세포 사멸로 인하여 방출되는 암모

늄 이온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0.3 g에서 90%, 0.6 g에서 97.2%, 

1.2 g에서 93.1% 제거 효율을 측정할 수 있었으나 glucose 농도 변화

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 배양 후 10 h 이후 90~98% 수준으로 제거 효

율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원

의 대사가 세포의 탄소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이 경우 glucose 탄

소원의 농도가 포화됨에 따라 암모니아 대사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26,27]. 특히, 0.6 g의 glucose를 탄소원으로 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추후 실험에서 glu-

cose의 양은 0.6 g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3.3. 암모늄 이온의 농도에 따른 제거 효율의 측정

동일한 농도의 기본 배양액 100 mL에 0.6 g의 glucose 농도(6 g/L) 

고정하고 암모늄 이온을 각각 100, 150, 200, 250 ppm으로 변화하여 

준비하였다. 그 다음 LB 복합배지에서 배양한 K. pneumoniae를 1 mL 

(1%) 접종한 후 암모늄 이온의 제거 효율을 비교하였다(Figure 3). 그 

흡수된 암모니아의 절대량을 계산해 보면 각기 다른 네 경우에 공통

적으로 약 90 mg-N/L (0.09 g-N/L) 정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Glucose 농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세포의 대사에 따라 흡수를 통해 고

정화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100 ppm-250 ppm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됨

에 따라 암모늄 이온의 흡수 및 제거 효율이 90%-30% 수준으로 점진

적으로 감소되는 실험 결과가 뒷받침해 준다. 고정된 세포 농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되며 세포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농도의 암모늄 이온의 흡수 및 

Figure 1. Characteristics of ammonium removal of cells at 37 ℃ 
under 100 mg-N/L of initial ammonium solution.

Figure 2. Effect of amount of glucose on ammonium removal by 
initial ammonium concentration of 100 mg-N/L at 37 ℃ by Klebsiella 
pneumoniae.

Figure 3. Effect of concentration of ammonium ion on ammonium 
removal at 37 ℃ by Klebsiella pneumoniae.

(a)

(b)

Figure 4. Characteristic of Klebsiella pneumonia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basal medium at 37 ℃ under 100 mg-N/L of initial 
ammonium solution : (a) growth curve, (b)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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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24,26]. 

3.4. 기본 배양액의 농도에 따른 제거율

기본 배양액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암모늄이

온 100 ppm을 포함한 0, 0.5, 1, 2, 4배의 배율인 기본 배양액을 만들

고 암모늄이온 제거실험을 진행하였다. 농도에 따라 생장속도와 제거

효율(Figure 4)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 에

너지원을 포함하는 기본 배양액이 없을 경우 암모늄이온의 제거는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희석 배수로 진행한 실험군들에서 

배양 후 12 h 이후 95~97%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석 배수 

별 실험군의 각 효율을 비교할 경우 1배율과 2배율의 기본배양액의 

차이는 상당히 근소하게 측정되었으며 4배율로 고농축되었을 때 오히

려 세포 생장 속도가 감소하고 암모니아 흡수 및 제거 속도가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농도 배양액의 경우 높은 염 

농도로 인하여 세포 삼투압 및 분자 확산 흡수 속도가 낮아지므로 낮

아지는 세포 생작 속도로 인하여 암모니아 흡수 및 제거 속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세포 생장 및 암

모니아 제거 속도는 1배율의 기본 배양액을 사용할 때이며, 추후 세포 

고정화 실험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5. 제올라이트 흡착을 통한 암모늄 이온 제거 효율 비교

미생물을 고정화 하기 위하여 상용 제올라이트 흡착제의 암모늄 이

온 제거 효율을 비교하였다. 물리적인 흡착능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 37 ℃ 및 25 ℃에서 암모늄 이온 제거 효율을 비교하였

다(Figure 5). 그 결과 37 ℃에서 상용 제올라이트 A-3, A-4, 5A가 각

각 66.2, 75.2, 74.0%의 제거율을 보였고(Figure 5-A), 25 ℃에서는 각

각 65.8, 75.4, 81.4%의 제거율을 보였다. 5A의 경우 37 ℃보다 25 ℃

에서 제거효율이 약 5~10% 증가하였으며, A-3와 A-4는 온도 변화에 

따른 암모늄 이온 제거 효율을 관찰할 수 없었다. 대조군으로 측정한 

활성탄 펠렛의 경우 200 rpm의 암모늄 이온 농도에서 약 25%의 낮은 

제거 효율을 관찰하였으며 추후 활성탄에 의한 암모니아 제거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3.6. K. pneumonia 고정화 제올라이트의 암모늄이온 제거 효율 비교

K. pneumoniae를 앞서 서술한 방법으로 각각 제올라이트 흡착제에 

고정화 시킨 후 암모늄 이온의 제거효율을 측정하였다. K. pneumonia 

고정화를 통한 실험의 경우 세포 활성 및 제올라이트 활성 조건을 고

려하여 37, 25 ℃의 두 가지 온도 조건에서 그 효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6에서 측정된 암모늄 이온 제거 효율은 제올라이트 5A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제올라이트 표면에 K. 

pneumonia의 고정화 효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제

올라이트 5A의 구성 성분을 측정한 결과 제올라이트 5A에서는 다른 

제올라이트와 달리 Mg2+ 및 Ca2+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Mg2+, Ca2+과 같은 금속 이온이 세포의 활성과 생

장, 그리고 부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다[28,29]. 또한 25 ℃에

서의 제거 효율이 높았던 제올라이트 5A의 특성과는 반대로 37 ℃에

서 제거 효율이 높아진 것은 고정화 제올라이트가 제올라이트의 특성

보다 미생물의 제거 특성을 따른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절대적

(a)

(b)

Figure 5. Ammonium removal efficiency under 100 mg-N/L of initial 
ammonium solution by synthetic zeolite : (a) 37 ℃, (b) 25 ℃.

(a)

(b)

Figure 6. Ammonium removal efficiency under 100 mg-N/L of initial 
ammonium solution by cell immobilized zeolite : (a) 37 ℃, (b)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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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거량을 보면 공통적으로 4 h까지는 제거가 거의 되지 않는 모습

을 보이다가 4~6 h 사이에 급격히 제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비록 

제올라이트의 빠른 제거 장점은 잃지만 생물학적 제거의 장점인 제거

량과 더불어 제거 시간도 다소 향상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DS로 분석한 제올라이트 5A와 미생물 고정화 제올라이트의 성분

비는 다음과 같으며 세포 고정화 이후 제올라이트의 원소 성분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또한 미생물 고

정화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의 특징인 빠른 흡착 성능을 잃는 대신 

미생물의 특징인 높은 제거율을 보강할 수 있었다. 제올라이트는 미

세 다공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미생물 고정화 제올라이트는 미

생물의 부착으로 미세공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ure 7).

4. 결    론

폐수 중 독성 물질인 암모늄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

생물과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공정을 설계하고 각 방법에 따른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제올라이트 중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은 5A로, 25 ℃

에서 1.4%의 제거율을 보였다. 제올라이트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2 h 

이내에 약 60%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며 절대적인 제거량 보다 급속 

제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미생물의 경우 약 97%의 제거효율

을 보이나 배양액의 성분비에 따라 그 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가장 좋

은 조건에서 90% 이상의 제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 h이 소요

되었다. 이상적으로는 양이온 치환 제올라이트 등을 이용, 미생물을 

고정화하는데 최적화하고 미생물 부착량 대비 암모늄이온 제거 효율 

비교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암모늄 이온뿐 아니라 다양

한 기질을 처리하는 공정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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