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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microorganisms play decisive roles in biodegradation. In this study, eighty strains of hy-
drocarbon-degrading microbes were isolated from Incheon Bay. Among them, 12 strains were selected
by an oil film collapsing method. The bacterial strain ‘Incheon9’ was eventually selected based on its
relatively higher lipase and emulsification activities, and was identified as Acinetobacter sp. (NCBI ac-
cession code: KF54854).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growth and emulsification activity of
Acinetobacter sp. Incheon9 was 20℃, pH 7, and 1% NaCl. The optimum time for the best production
of biosurfactant was 72 hrs. The oil degradation ability of Acinetobacter sp. Incheon9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residual oils in the culture medium by gas chromatography (FID).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co-friendly environmental remediation by micro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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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 해 1300만 톤의 원유가 선박 등의 이동수단에 의해 지속

적으로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유조선 사고 등의 일시적인 

원인으로 다량의 원유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1]. 유출된 

소량의 원유는 자연 분해되기도 하지만 일시에 다량의 원유가 

유출되게 되면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유출유를 포획하고 유흡

착재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우선 시행

된다. 동시에 유처리제를 살포하여 잔여 유류를 분산처리하는 

화학적 방법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지속적인 효과

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유처리제에 의한 2차 독성을 

유발하여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킨다. 이에 최근에는 미

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방법인 생물정화기법(bioremediation)

이 선호되고 있다. 이 방법은 환경정화능력이 있는 미생물을 

오염된 환경에 투입하거나 토착 미생물의 생존이 최적화 되도

록 생태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로 부유 퇴적물의 

오염도가 높은 곳, 습지나 갯벌 지역, 생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에 권장되고 있다[11, 13, 15]. 실제 Exxon Valdez호의 유류 

유출 사고 시 알라스카 해안을 오염시킨 원유를 Pseudomonas

aeruginosa를 이용하여 일부 제거하였으며 현재에도 Acineto-

bacter, Norcadia, Micrococcus, Bacillus속 등 원유 분해 미생물을 

분리하여 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2,

9, 10].

원유 분해 미생물은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서 기질을 생분해하며 생물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생물계면

활성제(biosurfactant)는 양친매성(amphiphilicity)을 가지며 

원유를 유화시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

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준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생물계면활성

제는 화학적 물질보다 독성이 낮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

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발효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선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갯벌과 해안에 서식하는 미생물

이 생성하는 물질은 지구환경의 생화학적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빈영양성, 내염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활성을 가져서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5, 6].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육지가 되는 지역으로 심해 

퇴적물, 습지 등과 다른 독특한 생태학적 특징을 가지며 육지

와 해양의 경계지점으로 지리적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오염된 이후 회복하는데 장시

간이 필요하다[4]. 또한 갯벌은 예전부터 새우잡이, 꽃게잡이 

어선들에 의해 꾸준히 항구로 활용되어 해양 오염의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물류량의 증가로 그 위험

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천 연안의 갯벌에서 원유를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미생물을 분리하였다. 이들 미

생물을 대상으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리파아제(lipase)의 

활성과 계면활성을 시킬 수 있는 유화활성(emulsification ac-

tivity)을 측정하여 추후 환경정화에 사용 될 생물학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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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the Acinetobacter sp. Incheon9 related bacteria based on the partial 16s rRNA gene sequence.

The phylogenetic tree was generated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Bootstrap value, expressed as percentages of 10,000

replication, are given at major branching points.

재료 및 방법

시료 채취 및 원유 분해 미생물 선별

시료는 인천 연안의 동막(latitude: 37°35'27.90", 37°35'18.18",

37°35'03.65", longitude: 126°27'26.80", 126°27'20.61", 126°27'

11.36), 북항(latitude:37°29'28.07", 37°29'29.40", 37°29'44.40",

longitude: 126°37'10.58", 126°37'10.10", 126°38'18.30"), 아라뱃

길(latitude:37°32'37.10", 37°32'38.50", 37°32'39.60", longitude:

126°34'22.20", 126°34'26.20", 126°34'29.70")에서 채취하였으며 

각 지역 당 3지점의 갯벌을 표면에서 10 cm 깊이에서 멸균 

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아이스 팩에 담아 이동하였다.

미생물의 분리를 위해 0.05% K2HPO4, 0.1% NH4Cl, 0.2%

Na2SO4, 0.0001% CaCl2*6H2O, 0.1% MgSO4*7H2O, 0.0001%

FeSO4에 1% crude oil를 첨가하여 원유를 유일 탄소원으로 

하는 최소배지를 이용하였다. 갯벌 5 g을 0.85% 생리식염수 

45 ml 에 희석하여 최소배지에 도말 한 후 다양한 모양의 집락

을 순수분리하여 20℃에서 14일간 배양하였다. 증류수 5 ml에 

원유 20 μl를 떨어뜨려 oil film을 형성한 뒤 분리된 균주의 

배양액 5 μl를 oil film 중앙에 떨어뜨려 형성된 clear zone의 

지름으로 oil film collapsing 활성 정도를 측정하여 원유 분해

능이 있는 미생물을 1차 선별하였다[8]. 선택 된 균주는 20%

glycerol 첨가 Brain Heart Infusion (Difco, USA)배지에 현탁

하여 -70℃에 보관하면서 실험하였다.

균주 동정 및 생화학특성 분석

원유를 유일 탄소원으로 하는 배지에서 7일간(20℃) 선택된 

균주들을 배양하여 total genomic DNA (G-spin DNA ex-

traction kit, INTRON Biotech, Korea)를 추출하였다. 유전자

를 통한 종(species)분석을 위해 16s rRNA 유전자를 증폭하였

으며 이때 bacterial universal primer 27F (5'-AGAGTTTGAT-

CCTGGCTCAG-3')와 1492R (5'-GGTTACCTTGTTACGA-

CTT-3')를 이용하였다. Primer (10 pmol)를 각각 5 μl, 주형 

DNA 5 μl, PCR premix 10 μl (Intron, Korea)을 혼합물로 하여 

핵산증폭기(2720 thermal cycle, AB, USA)를 이용하여 증폭하

였다. 조건은 94℃에서 10분간 반응 후 94℃에서 1분, 54℃에

서 45초, 72℃에서 45초로 35회 반복 반응하고, 72℃에서 10분

간 추가반응 시켰다. 증폭된 유전자를 정제(Labo-gel ex-

traction kit, Cosmo_geneteck, Korea)하여 pGEM-T vector

(Promega, USA)에 ligation시킨 후 One shot Top

10-chemically competent cell (Invitrogen, USA)에 trans-

formation시켜 X-gal과 IPTG가 첨가된 Luria-Bertani (Difco,

USA)배지에서 형질전환 된 colony를 선택하고 플라스미드를 

추출(plasmid-purification kit, cosmo_geneteck, Korea)하였

으며 Cosmo genetech (Korea)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

였다.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search를 

이용하여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genbank의 유전자 데이타와 비교 분석하였으

며 유전자가 유사한 균주들과 염기서열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해 Bio-Edit (ver 7.2.3.)과 Phylogenetic Tree version

MEGA  (ver 5.2)를 통해 phylogenetic tree를 그렸다.

NCBI accession number

분석한 16s rRNA 유전자를 NCBI의 Genbank 유전자 데이

터 베이스에 등록하여 accession code (KF548540)를 부여 받았

다.

리파아제 활성 측정

Bulow와 Mosbach의 방법을 변형하여 p-nitrophenyl-bu-

tyrate 10 μl, ethanol 40 μl, 50 mM tirs-buffer (pH 8.0) 950

μl를 기질 용액으로 하여 원심분리 한 배양액 500 μl을 넣고 

30℃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TCA (Trichloroacetic acid)용액 

300 μl를 첨가하여 원심분리(9,000 g, 5분) 한 후 41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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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Infinite M200 Pro, Tecan, 540 nm)를 측정하여 리파아

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standard는 p-nitrophenol을 사용

하였다[3].

유화활성 및 유화안정성 측정

유화활성(emulsification activity)측정은 7일간 배양한 액체

배지를 원심분리(13,000 g, 10분)한 상등액 2 ml에 0.2 M phos-

phate buffer (pH 7.0) 2 ml를 혼합 한 후 유화기질로 n-hex-

anedecane 1 ml를 첨가하여 1분간 강하게 교반하여 유화시킨 

후 10분간 정치시키고 하층부의 200 μl를 유화활성을 측정(540

nm)하였다[16]. 이때 생물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Acinetobacter

sp. (KACC14342)와 Pseudomonas aeruginosa (KACC10186)를 

농업진흥청의 농업자원센터에서 분양 받아 비교 균주로 사용

하였다.

기질에 따른 유화활성과 유화안정성 측정

탄화수소의 길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를 기질로 

하여 균주의 유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유화안정성은 유화활성 

측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고 실온에서 방치하면서 

매 10분마다 총 60분간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값을 log값

으로 환산하여 나타냈고 이 값들간의 기울기를 유화활성의 

안정도 상수 Kd(시간당 붕괴되는 유화활성의 기울기 값)로 

나타내었다.

최적 배양 및 유화활성 조건

균주의 최적 성장 조건 조사를 위해 균주를 McFarland 3.0

으로 탁도로 맞추고 LB broth (Difco, USA)에 1% 해당량의 

균주를 접종하였다. 20℃, 30℃, 37℃, 42℃에서 배양하면서 온

도별 성장속도를 측정하였고, 1N HCl과 1N NaOH를 이용하

여 pH 5, pH 7, pH 8, pH 9로 만든 LB배지에 각각 균주를 

접종 후 20℃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염의 농도가 균주

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배지에 NaCl을 첨가하

여 0~5%의 염에 따른 성장도를 측정하였다. 또 시간별 균주의 

성장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1% NaCl을 첨가 한 LB broth (pH

7)에 균을 접종하고 20℃에서 배양하면서 600 nm에서 성장도

(Infinite M200 Pro, Tecan)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조건의 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시험용액으로하여 

유화활성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양조건에 따른 

유화활성을 측정하였다.

Gas chromatography분석

유일한 탄소원 및 에너지원으로서 crude oil을 공급하여 배

양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남은 잔류 원유량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잔류 원유를 추출하기 위해 균주 배양액 50 ml에 

1% crude oil를 첨가하여 7일 배양하였다. 이 배양액에 HCl

2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멈춘 후 추출 용매로 hexane 25 ml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다. Na2SO4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질소가스로 hexane잔류물을 제거하고 잔류 원유를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hexane 2 ml에 녹여 gas chroma-

tography (Agilent technologies, USA)분석하였다. 이때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검출기와 HP5 column (30

m×0.320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Agilent tech-

nologies, USA)을 이용하였으며 carrier gas로 질소를 사용하

여 1.0 ml/min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주입온도는 250℃, 측정

온도는 250℃, 오븐 온도는 80℃에서 300℃까지 승온 온도 1

5℃/min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유 분해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해양에는 석유탄화수소를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

는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미생물은 산업폐수 또는 생활하

수가 유입되는 지점에 널리 분포한다[4]. 선박의 이동이 잦으

면서 수도권과 인접하여 생활하수의 유입이 많고 정유공장 

등의 지대가 인접한 인천연안의 갯벌에서 원유(crude oil)를 

탄소원으로 하는 80균주를 순수분리 하고 이들 균주에 대해 

oil film-collapsing assay법을 이용하여 생물계면활성을 보유

하여 원유를 유화시킬 수 있는 12균주를 2차 선별하였다.

이들 중 활성이 좋았던 Incheon9의 16s rRNA유전자를 분

석한 결과 Acinetobacter sp. 종과 유전자가 유사하였고 이들 

균주들과 유전적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Acinetobater sp. BK44

(GQ202271)와 유전적 연관도가 99%로 상동성이 높았다. 이에 

Acinetobater sp. Incheon9라 명명하고 NCBI에 유전자 염기서

열을 등록하여 accession code KF548540을 부여 받았다(Fig.

1).

리파아제 활성

리파아제는 triacylglycerol을 분해하여 저분자로 만드는 효

소로 물과 기질의 계면에서 기질을 용해하는 계면활성현상

(interfacial activation)을 가진다[17]. 이러한 리파아제의 성질

을 이용하여 세제산업에서는 Humicolar lanuginose를, 유화제

산업에서는 Chromobacterium viscosum균주를 이용하고 있다

[5]. 이외에도 환경분야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이나 모래,

유공장의 폐수처리를 위해 미생물의 리파아제를 이용하고 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18]. p-nitrophenyl-butyrate를 기

질로 하여 분리된 균주들의 lip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Incheon9가 28.32 unit/ml로 가장 활성이 좋았다. 이는 Acin-

etobacter sp. KACC14342의 16.82 unit/ml, Pseudomonas aeru-

ginosa KACC10186의 24.53 unit/ml보다 활성이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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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ulsification activity and lipase activity of Acinetobacter sp. KACC 14342, Psudomonas aeroginosa KACC 101806 and

Acinetobacter sp. Incehon 9

Bacterial strain A) Lipase activity B) Emulsification activity

Acinetobacter sp. KACC 14342

Psudomonas aeroginosa KACC 101806

Acinetobacter sp. Incehon 9

16.82

24.53

28.32

0.14

0.06

0.38

A) Lipase activity B) Emulsification activity

Table 2. Emulsification activity and stabilization of various sub-

strate by biosurfactant solution

Substrate
A) Emulsification

activity
(OD 540 nm)

B) Decay constant

(Kd, 10-2)

Olive oil

Triacetin (C2:0)

Tributyrin (C4:0)

Hexane (C6)

Octane (C8)

Decane (C10)

Tetradecane (C14)

Hexadecane (C16)

1.63

0.69

1.49

0.33

0.27

0.28

0.31

0.38

-3.0

-3.2

-2.3

-5.6

-4.2

-5.2

-1.2

-0.3

A) Emulsification activity B) Decay constant, Kd

유화활성 측정

생물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미생물들은 n-alkane의 탄소

를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고분자의 탄화수소 화합물이 미세한 

입자로 유화되고 세포와 기질의 접촉면이 넓어진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보다 쉽게 분해 할 수 있으며 추후 

유류 유출에 의한 해양 오염에도 응용 될 수 있다[6, 12]. 이에 

고분자물질인 n-hexanedecane (C16)을 분해하는 정도로 생물

유화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Incheon9는 0.38 (OD 540 nm)로 

활성이 가장 좋았다. 이는 생물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고 알려

진 Acinetobacter sp. KACC14342의 0.14, Pseudomonas aerugi-

nosa KACC10186의 0.06보다 활성이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 B). 기존 연구에 의하면 Candida rugosa와 

Pseudomonas aeruginos가 생성하는 리파아제는 계면활성능력

이 없으며 Proteus vulgaris가 생성하는 리파아제는 부분적으로 

계면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7]. 그러나 Incheon9의 경우 

리파아제 활성도 가지면서 동시에 계면활성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질에 따른 유화활성과 유화안정성 측정

탄소원의 길이에 따른 여러 종류의 탄화수소화합물을 기질

로 하여 기질별 유화활성을 측정하였고, 또 시간에 따라 유화

활성이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하여 유화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탄소원에 따른 기질별로 유화활성은 olive oil을 분해할 때 

유화능이 1.63으로 가장 좋았으며 hexane (C6)은 0.33, octane

(C8)은 0.27, decane (C10)은 0.28, tetradecane (C14)은 0.31,

hexadecane (C16)은 0.38로 C6~C18은 기질별 유화활성이 비

슷하였다(Table 2, A). Acinetobacter sp. BE-254와 Nocardia sp.

L-417가 비교적 긴 탄소화합물인 n-tetradecane, n-hex-

adecane에서 유화활성이 좋았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Incheon

9는 탄화수소수가 적은 tributyrin에서 유화활성이 높게 측정

되었다[16].

유화안정도는 기질에 대한 유화안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화정도가 붕괴되는 정도를 기울기

(Kd, decay constant)로 나타내며 Kd값과 유화안정도는 반비

례 관계이다. 대부분의 기질에 대해 Acinetobacter sp. Incheon9

는 대부분의 탄화수소기질에 대해 음의 Kd값을 가져서 안정

적인 유화활성을 보였다(Table 2, B).

최적 배양 및 유화활성 조건

Acinetobacter sp. Incheon9의 성장 조건별 유화활성을 측정

한 결과 서로 상관성이 있었다. 온도의 영향은 20℃가 성장과 

유화활성의 최적의 온도였으며 30℃, 37℃, 42℃에서는 유화

활성뿐 아니라 성장도 감소하였다(Fig 2, A). 이는 기존에 보고

된 Acinetobacter sp. 2-3A의 최적 온도 25~30℃, Acinetobacter

sp. BE-254의 30℃보다 낮은 온도에서 활성도가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다[16]. 우리나라 해양의 연평균 수온이 15.8℃, 토양

은 25℃로 Incheon9는 토양뿐 아니라 해양에서도 활성을 유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14].

또, 배지의 초기 pH에 따른 성장과 유화활성의 영향을 조사

한 결과 pH 7이 가장 최적인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Acinetobacter sp. 2-3A가 pH 7에서 활성이 좋았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Fig. 2, B).

NaCl농도에 따른 성장과 유화활성을 조사한 결과 0~1%의 

NaCl첨가 배지로 배양 결과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NaCl이 

0% 일 때 보다 1%에서 유화능과 성장도가 좋았다(Fig. 2, C).

Incheon9는 낮은 염분에서 활성이 좋은 것으로 측정되어 해수

와 담수가 섞이는 하구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

다.

Acinetobacter sp. Incheon9의 성장과 유화활성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시간에 따른 생물계면활성제의 유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균체의 성장과 함께 유화능도 증가하고 

대수증식기에서 정지기가 되는 72시간에서 96시간까지가 최

고의 활성도를 보였다(Fig. 3). 이는 대수증식기까지 균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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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Effects of temperature, pH and NaCl concentration of

the growth and emulsification activity of Acinetobacter
sp. Incheon9. A) Temperature : 20℃, 30℃, 37℃ and 4

2℃ for 72hr B) pH: pH 5, pH 7, pH 8, pH 9 at 20℃

for 72hr C) NaCl: 0%, 1%, 2%, 3%, 5% (■ : Emulsifica-

tion activity, ◆: Cell growth).

Fig. 3. Time course growth and biosurfactant production by

Acetinobacter sp. Incheon9. The cell was cultured in LB

medium 30℃, pH 7 added 1% NaCl for 72hr. (■ :

Emulsification activity, ◆: Cell growth)).

A

B

Fig. 4. Gas chromatograms of total hydrocarbon fractions form

the undegraded substrate oil, crude oil. A) sterile control

B) treated with Acinetobacter sp. Incheon9.

과 더불어 생물계면활성제의 활성이 증가하다가 정지기에 들

어가면서 증가량이 감소한다는 기존 보고와 유사하였다[10].

원유 분해 활성 확인

원유에는 saturates (61%), aromatics (335), resin (4%), as-

phaltenes (2%)등이 함유 되어 있으며 이들 원유 성분 중 par-

affine계 탄화수소인 saturates의 분해정도를 gas chromatog-

raphy로 분석하였다. Incheon9를 접종한 배양액과 무처리군 

배양액을 동일한 환경에서 7일간 배양한 결과 carbon chain이 

대부분 분해되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Fig. 4).

인천연안 갯벌에서 원유를 유일 탄소원으로 하여 성장 할 

수 있는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16s rRNA유전자 분석을 통해 

Acinetobacter sp. Incheon9이라 명명하고 NCBI에 등록

(KF548540)하였다. 이 균주는 생물계면활성능력과 리파아제 

활성을 동시에 가지며 Paraffine계 탄화수소를 분해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20℃, pH 7, 1% NaCl첨가한 배지에서 배양 

시 최적 성장 및 유화활성을 보였으며 72시간에서 96시간까지

의 대수증식기에 가장 활발한 유화활성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환경정화에 활용 가능한 생물자원 

찾은 연구로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도 실험실과 

유사한 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추가 되어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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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천 연안에서 분리한 원유 분해 미생물의 특성 연구

최혜진
1,2
․오보영

1
․한영선

1
․허명제

1
․김종국

2
*

(
1인천보건환경연구원,

2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토착 미생물은 친환경적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유(crude oil)를 분해하는 80균주를 인천 연안에서 분리

하고 oil film collapsing방법을 이용하여 유화능이 있는 12균주를 선별하였다. 이들 균주에 대해 ρ-nitrophenyl

butylrate를 기질로 이용하여 리파아제(lipase)활성과 n-hexanedecane을 기질로 이용하여 유화(emulsification)활

성을 측정하여 원유 분해 활성이 좋은 Incheon9를 선별하고 gas chromatography (FID)로 paraffine계 탄화수소

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균주의 16s rRNA유전자 분석을 통해 Acinetobacter sp.로 동정하고 NCBI에 

등록하여 accession code (KF548540)를 부여 받았다. Acinetobacter sp. Incheon9의 성장과 유화능이 최적 배양 조

건은 20℃, pH 7, 1% NaCl였으며 대수증식기 기간에 가장 높은 유화능을 보였으며 탄화수소가 짧은 trybutyrin에

서 분해능력이 좋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오염에 활용 가능한 미생물자원군의 확보를 위한 연구였으며 추후 

활용을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동일한 활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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