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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체내에 유입 되었을 때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여성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노닐페놀

(Nonylphenol)은 계면활성제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노닐페놀 에폭

시레이트의 분해 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정한 소수성 화합

물로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저농도로 축적 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이다. 인간에게는 무정자증,

불임, 기형아, 성조숙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양에 있어서는 생물

의 자웅동체를 유발시키거나 수컷의 정소를 감소시키는 등의 생태계 교

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는 오염실

태 조사 및 노닐페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주를 이루었으며, 문제의 해

결을 위한 방법은 사용규제의 방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노닐페놀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양의 퇴

적물에 축적되게 되고, 해양생물에 노출되면서 먹이사슬에 따라 점차 농

축되게 되고 상위 포식자에까지 축적되어 해양생물 전반적으로 내분비계

가 교란될 수 있다. 인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일 수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기 전에 사전처리를 해야

하며, 그 접근 방법 중 하나로 노닐페놀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제재를 개

발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표는 노닐페놀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해능

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는데 있다. 또한, 노닐페놀에 노출된 해

양환경을 조사하여 노닐페놀 함량을 분석하고 미생물 배양액 처리에 따

른 노닐페놀 저감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 후 노닐페놀



Strain 
no. Similar strains Similarities  

(%)
Initial 

medium Sampling area

EH1-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02 LNM 안산갈대습지

EH1-02 Shewanella seohaensisS7-3(T) 99.63 LNM 안산갈대습지

EH1-03 Pseudomonas mendocina LMG 1223(T) 99.35 LNM 안산갈대습지

EH1-04
Rhizobium taibaishanense CCNWSX 

0483(T)
98.26 LNM 안산갈대습지

EH1-05 Rhizobium rosettiformans W3(T) 98.76 HNM 안산갈대습지

EH1-06 Aeromonas taiwanensis A2-50(T) 99.73 HNM 안산갈대습지

EH1-07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9.32 HNM 안산갈대습지

EH1-08 Pseudomonas plecoglossicida FPC951(T) 99.8 HNM 안산갈대습지

EH2-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47 LNM 안산갈대습지

EH2-02 Rhizobiumr osettiformans W3(T) 98.78 LNM 안산갈대습지

EH2-03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59 LNM 안산갈대습지

EH2-04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68 HNM 안산갈대습지

EH2-05 Aeromonas taiwanensis A2-50(T) 99.12 HNM 안산갈대습지

EH2-06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73 HNM 안산갈대습지

EH2-07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86 HNM 안산갈대습지

EH3-01 Pseudomonas alcaligenes NBRC 14159(T) 99.17 LNM 안산천

EH3-02 Rhizobium rosettiformans W3(T) 99.84 LNM 안산천

EH3-03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8.42 LNM 안산천

EH3-04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2 LNM 안산천

EH3-05 Pseudomonas geniculataATCC19374(T) 99.93 LNM 안산천

EH3-06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3 LNM 안산천

EH3-07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86 HNM 안산천

EH3-08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9.18 HNM 안산천

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저비용-고효율 대량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폐수 및 배출수 등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여 산업적 적용 기술

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탐색

○ 미생물의 노닐페놀 분해능 정성·정량적 분석 기술 확립

○ 미생물로부터 노닐페놀 분해효소 최적 생산 조건 구축

○ 환경시료(하천퇴적물, 하천수)로부터 페놀계 환경호르몬 함량 진단

Ⅳ. 연구개발결과

○ 하천 지역으로부터 노닐페놀 분해 신규 미생물 57주 분리 (7속, 23종, 

57주)



EH3-09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73 HNM 안산천

EH4-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68 HNM 정왕천� (하천)

EH4-02
Aeromonas punctata  subsp. caviae 

ATCC 15468(T)
100 HNM 정왕천� (하천)

EH4-03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31 HNM 정왕천� (하천)

EH4-04 Pseudomonas plecoglossicida FPC951(T) 99.76 HNM 정왕천� (하천)

EH4-05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3 LNM 정왕천� (하천)

EH4-06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04 LNM 정왕천� (하천)

EH4-07 Aeromonas dhakensis P21(T) 100 LNM 정왕천� (하천)
EH4-08 Comamonas testosteroni ATCC 11996(T) 99.86 LNM 정왕천� (하천)
EH4-09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하천)

EH4-10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86 HNM 정왕천� (하천)

EH4-11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3 HNM 정왕천� (하천)
EH4-12 Acinetobacter tandoii DSM 14970(T) 97.75 HNM 정왕천� (하천)
EH5-01 Pseudomonas stutzeri ATCC 17588(T) 99.9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2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3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6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4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5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2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6
Stenotrophomonas acidaminiphila 

AMX19(T)
100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7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MTCC 

434(T)
99.7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8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5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9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7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10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11 Pseudomonas japonicaIAM15071(T) 98.98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31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2 Rhizobium rosettiformans W3(T) 99.92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3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1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4 Pseudomonas toyotomiensis HT-3(T) 99.03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5 not identified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6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7 Pseudomonas beteli ATCC 19861(T) 99.79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8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9 Pseudomonas japonica IAM 15071(T) 98.76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10 Pseudomonas japonicaIAM15071(T) 98.91 HNM 정왕천� (배출수로)



○ 분리된 23종 모두 노닐페놀 분해에 대해 처음 보고됨

○ 분리 미생물 7종을 대상으로 배양액별 노닐페놀 분해능 정량·정성적 분

석

- 분석대상 7종 중 4종 (Shewanella seohaensis EH1-2, Comamonas 

testosteroni EH4-8, Acinetobacter tandoii EH4-12, 

Pseudomonas japonica EH6-9)이 99% 이상의 노닐페놀 제거 효과

를 보였고 나머지 3종(Aeromonas taiwanensis EH1-6,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EH5-7, Rhizobium rosettiformans 

EH6-2)도 55% 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냄.



○ 환경시료의 알킬페놀류(노닐페놀 및 그 이성질체, 옥틸페놀, 비스페놀A) 

함량 동시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확립

○ 환경시료 내 알킬페놀류 함량 분석

정왕천 안산천

하천수

(μg/L)

하천퇴적물

(μg/kg)

하천수

(μg/L)

하천퇴적물

(μg/kg)

Nonylphenol� mix 0.654 14,550±860 0.527 994±11

4-tert-octylphenol nda 1,470±10 nd 366±20

Bisphenol� A 0.202 nd 0.182 nd

Recovery(%) 75.0 95.9±14 90.4 113±13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미생물로부터 노닐페놀 분해 신규 유전자원 및 단백질체 확보

○ 페놀계 환경호르몬을 동시에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 개발을 통해 환경

처리 기술을 확립하고 그 분해 효소의 저비용-고생산-고정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환경호르몬 분해효소 상용화를 추

진함으로써 환경호르몬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

○ 환경호르몬 효소 치료제 가능성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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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의 구조

제 1 장 서론

1

노닐페놀 분해 신규 미생물 탐색 및 분해기술 개발

1.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탐색 및 유전학적 종 동정

2. 노닐페놀 및 분해산물의 정성, 정량적 분석기술 확립

3. 노닐페놀 분해효소 생산 최적 조건 확립

4. 해양환경 내 노닐페놀 진단 기술 확립

2

1. 기술적 측면

○ 노닐페놀 (Nonylphenol)

-미량으로도 수생생물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노닐페놀은 세척제, 페인트, 

살충제,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에

톡실레이트의 분해 산물로 알려져 있다. 

-노닐페놀은 수중에서 주로 퇴적물에 축적되며 반감기가 6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

을 정도로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써 산업폐수나 도시하

수처리공정에서 연안이나 도시하천 등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중생물의 자웅동체를 

유발시키거나 수컷의 정소 크기를 감소시키는 등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노닐페놀은 에스트로겐 계열의 성호르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같은 수용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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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르몬과 노닐페놀의 구조적 유사성

작용하여 인간의 성호르몬 체계를 교란,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여성

에게는 기형아 출산, 성조숙증, 생식기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탐색

-현재 노닐페놀에 대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에 대한 보고는 다른 대상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비해 현저히 적고, 대부분의 연구가 미생물 자체로 노닐페놀 분해능을 평

가하거나 분해효소를 정제하여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 재조합 효소의 개발

-현재 효소 생산 기술 수준이 재조합 단백질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져 있지만, 효소의 가격이 높게 생

성되는 주된 이유로 정제 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팀은 target 단백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효율 높은 다양한 신호 서열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

량으로 쉽게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어, 이러한 기술의 접목을 통해 

환경호르몬 분해와 관련되는 효소들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 효소가 갖는 활성과 특성에 의해 효소의 상용화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온도 및 pH 등이 적합한 효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 효소 처리에 의한 환경호르몬 제거

-가장 경쟁력 있는 효소 시스템들의 개발은 효소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조건에서 높은 활성을 가지는 다양한 효소들을 개발하고 생

산비용을 기존 국외의 기업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을 때, 비로소 효소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안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자체 효소 공급을 원

활히 하고 밖으로는 새로운 효소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닐페놀을 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 및 효소 자원들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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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소 유전자원을 활용해 재조합 단백질로 많은 양이 세포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체 개발한 저비용-고효율의 정제 방법을 접목시켜 산업적 접근을 

이루고자 한다.

- 환경호르몬 분해와 관련된 효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선점한다면 신시장 개척은 물론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노닐페놀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양의 퇴적물에 축

적되게 되고, 해양생물에 노출되면서 먹이사슬에 따라 점차 농축되어 상위 포식자

에까지 축적되어 해양생물 전반적으로 내분비계가 교란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기 전에 사전처리를 해야 하며, 그 접근 방법 

중 하나로 미생물 또는 효소제재를 개발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 국민 건강 보호

- 여성호르몬 작용을 하는 노닐페놀은 생체내에서도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 지속

적으로 호르몬 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이

다. 현재 노닐페놀에 대한 치료제 개념의 물질이 개발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계적으로도 사용규제 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노닐페놀은 미량으로

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노닐페놀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널리 퍼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노닐페놀 제거기술의 확립은 인

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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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 1994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영국 브루넬대학의 John Sumpter 교

수는 런던 주변 강에서 노닐페놀 오염에 의해 송어 들이 암컷화한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고, 1996년 미국 튜런대학의 존 매러크런 교수가 살충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호르몬 작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7년 일본, 덴마크 연구기관에서 20

대 남자의 정자수가 40대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와 환경호르몬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미국 EPA 연구개발국 (ORD, 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는 내분비계장

애물질 문제를 미국의 상위 6가지 우선 순위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판단하여 1996년

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6년 EDSTAC(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선정 및

시험 자문위원회)을 구성하여 2003년까지 위해성을 조사하였으며, 1998년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EPA는2010년부터 노닐페놀을 대체

하기 위한 물질을 연구하고 후보 물질 8종을 발표하였다.

- EU 국가 중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에 선도적인 덴마크 환경청은 2004년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목록”을 업데이트해서 발간했는데, 여기에 노닐페놀이 포함되는 알킬페놀

및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가 1위로 선정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1998년 5월 일본환경청에서 [환경호르몬 전략계획] 발표하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호르몬 전략기확 SPEED (Strategic Program

on Environmental Endocrine Disruptors)98"을 수립하여 내분비계교란물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내분비계 교란이 의심되는 물질들을 선정하여 이들 물

질을 중심으로 생태영향과 위해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어 2000

년에 노닐페놀을 포함한 12종, 2001년에 비스페놀 A를 포함한 8종, 2002년에 DDT를

포함한 8종, 2003년에 POPs를 포함한 8종을 평가대상 물질로 선정하여 이들의 내분

비계 교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 해외에서의 노닐페놀 제거를 위한 연구는 1992년 Croatia의 Ahel 에 의하여 노닐페놀

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것을 확인한 것을 시작으로 벨기에의 Tanghe, 일본 도

쿄해양대학의 Jujii 등에 의해서 노닐페놀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분리되면서 미생

물을 이용한 노닐페놀 분해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의 Soochow University, 중국의 Research Center for

Eco-Environmental Scienc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독일의

Rheinisch-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중국의 Shaghai Jiaotong

University등에서는 10편 이상의 논문을 통하여 nonylphenol을 분해하는 다양한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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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동정하고 그 분해능을 이용한 응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노닐페놀 제거와 관련된 특허 분석 겨로가 전 세계적으로 단 16건만 출원되었고 그

중 장치/소재관련 6건, 화합물관련 4건, 오존처리기술 3건, 식물 관련 기술 1건이 있

고, 미생물과 관련된 기술은 2건만이 존재하였다.

2. 국내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관련부처별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환경 매체 중 실태조사, 생태영향 정밀조사, 배출

원 및 영향 지역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내 오염

실태 모니터링, 수산물 잔류실태 연구 및 생물영향 실태 연구와 영향평가 기법 연구

를 수행하였다. 농림부 및 농촌 진흥청에서는 농경지 오염실태 모니터링 농업생태계

서식생물 위해영향 평가와 함께 독성 저감화 및 대체물질 개발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독성 및 작용 기전 연구와 함께 인체내의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EDCs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노닐페놀

의 환경 중 잔류 농도 및 국내의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하

천 등지에서 높은 수준의 노닐페놀이 검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APEs가 계면활성제

와 세정제로서 하수를 통해 하천이나 호수, 바다와 같은 수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침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험실 내 독성실험이나 오염현황 조사

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듯 노닐페놀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독성을 평가하기 위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분해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

정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2007년 울산대에서 biodegradation을 이용한 노닐페놀

및 비스페놀을 분해하는 연구를 통하여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이 보고되었고, 2012년

부경대와 강원대에서 노닐페놀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동정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 런던의정서의 발효로 국토해양부가 2012년 12월 21일 개정·공표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생활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미생물을 활용한

해결방법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1) 적조분해미생물을 활용한 해양오

염 방지 및 적조구제비용의 획기적 절감, 2) 유기용제, 화학류, 다이옥신, PCB 등 다

양한 유기오염물질의 오염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3) 유조선의 침몰 등 해상사고로

인한 원유오염 문제에 미생물을 사용하여 기름을 분해하는 친환경적인 처리방법 개

발, 4)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선박의 고급화와 여행객의 증가로 대형

여객선이 출현하게 되어 오·폐수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 및 통제의 필요성이 국제해

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등에 의해 제기되어 해양오염 처리기

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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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노닐페놀을 가정용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0.1% 이

상 함유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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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샘플 수집

  - 미생물 탐색 샘플은 안산천(안산), 정왕천(시흥), 안산갈대습지(안산)에서 퇴적

물과 물을 혼합하여 수집하였고, 환경시료 분석을 위한 샘플은 안산천과 정왕천

에서 하천퇴적물과 하천수를 각각 수집하였다. 

Figure 1. Sampling area for nonylphenol degrading bacteria screening and 

environmental analysis 

2.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탐색 및 유전학적 종 동정

 1) 미생물 탐색 및 배양

  -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 배양 배지는 기본 질소원과 미네랄

을 함유하는 M9 minimal salts (M9; 33.9g/L Na2HPO4, 15g/L KH2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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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no. Similar strains Similarities  

(%)
Initial 

medium Sampling area

EH1-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02 LNM 안산갈대습지

EH1-02 ShewanellaseohaensisS7-3(T) 99.63 LNM 안산갈대습지

EH1-03
Pseudomonas mendocina LMG 

1223(T)
99.35 LNM 안산갈대습지

EH1-04
Rhizobium  taibaishanense CCNWSX 

0483(T)
98.26 LNM 안산갈대습지

EH1-05 Rhizobiumrosettiformans W3(T) 98.76 HNM 안산갈대습지

5g/L NH4Cl, 2.5g/L NaCl or 20g/L NaCl)에 노닐페놀 원액 1drop을 떨어뜨

려 사용하였으며, 샘플 수집 지역이 담수지역인 경우 0.25%의 NaCl이 함유된 

M9 broth를 해수가 혼합된 지역은 2% NaCl이 함유된 M9 broth를 이용하였다. 

하천 등에서 수집된 샘플들은 잘 혼합 후 노닐페놀이 함유된 M9 broth 안으로 

10ul 씩 접종하여 30℃에서 3일간 shaking을 통해 배양하였다. 배양된 시료의 

배지 표면에 떠있는 노닐페놀을 일회용 도말봉을 이용해 채취한 후 0.1% yeast 

extract가 함유된 M9 agar plate에 다시 도말하고 30℃에서 3일간 배양하였고 

colony 형태, 색상, 크기 등을 기준으로 plate 별로 서로 다른 미생물들을 선별

하여 새로운 plate에서 순수 배양하였다. 그 결과 57개의 균주를 확보할 수 있었

으며 20% glycerol을 이용해 –70℃에서 장기 보존하였다. 

 2) 16S rRNA 서열을 이용한 유전학적 종 동정

  - 순수 배양된 미생물들은 주)마크로젠에 의뢰하여 16S ribosomal RNA 서열을 

확보하였으며 nucleotide BLAST 프로그램을 이용해 GenBank 내에 있는 다른 

유사서열들을 확인하였으며 EZTaxon 프로그램 

(http://www.ezbiocloud.net/eztaxon)을 이용해 표준균주(Type strain)들과 비

교 하였다. 또한 유전자 서열이 분석된 미생물들은 같은 속의 그룹별로 MEGA6 

프로그램의 neighbor-joining method를 이용해 계통 유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총 57개의 확보된 균주 (Table 1)가 확보되었으며, 그 중 유전자 

서열이 유사한 것들을 제외하고 7속 (Acinetobacter, Aeromonas, 

Comamonas, Pseudomonas, Rhizobium, Shewanella, Stenotrophomonas 속), 

23종의 균주가 확인되었다.

   Table 1. Genetic similarities analysis of isolated bacteria (LNM; M9 salt in 

0.25% NaCl and Nonylphenol 1drop, HNM; M9 salt in 2% NaCl and 

Nonylphenol 1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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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1-06 Aeromonas taiwanensis A2-50(T) 99.73 HNM 안산갈대습지

EH1-07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9.32 HNM 안산갈대습지

EH1-08
Pseudomonas plecoglossicida 

FPC951(T) 
99.8 HNM 안산갈대습지

EH2-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47 LNM 안산갈대습지

EH2-02 Rhizobiumr osettiformansW3(T) 98.78 LNM 안산갈대습지

EH2-03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59 LNM 안산갈대습지

EH2-04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68 HNM 안산갈대습지

EH2-05 Aeromonas taiwanensis A2-50(T) 99.12 HNM 안산갈대습지

EH2-06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73 HNM 안산갈대습지

EH2-07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86 HNM 안산갈대습지

EH3-01
Pseudomonas alcaligenes NBRC 

14159(T)
99.17 LNM 안산천

EH3-02 Rhizobium rosettiformans W3(T) 99.84 LNM 안산천

EH3-03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8.42 LNM 안산천

EH3-04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2 LNM 안산천

EH3-05 PseudomonasgeniculataATCC19374(T) 99.93 LNM 안산천

EH3-06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3 LNM 안산천

EH3-07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86 HNM 안산천

EH3-08 Pseudomonas alcaliphila AL15-21(T) 99.18 HNM 안산천

EH3-09 Pseudomonas monteilii CIP 104883(T) 99.73 HNM 안산천

EH4-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68 HNM 정왕천� (하천)

EH4-02
Aeromonas punctata  subsp. caviae 

ATCC 15468(T)
100 HNM 정왕천� (하천)

EH4-03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31 HNM 정왕천� (하천)

EH4-04
Pseudomonas plecoglossicida 

FPC951(T) 
99.76 HNM 정왕천� (하천)

EH4-05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73 LNM 정왕천� (하천)

EH4-06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04 LNM 정왕천� (하천)

EH4-07 Aeromonas dhakensis P21(T) 100 LNM 정왕천� (하천)

EH4-08 Comamonas testosteroni ATCC 99.86 LNM 정왕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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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T)
EH4-09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하천)

EH4-10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86 HNM 정왕천� (하천)

EH4-11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3 HNM 정왕천� (하천)

EH4-12 Acinetobacter tandoii DSM 14970(T) 97.75 HNM 정왕천� (하천)

EH5-01 Pseudomonas stutzeri ATCC 17588(T) 99.9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2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3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6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4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5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92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6
Stenotrophomonas acidaminiphila 

AMX19(T)
100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7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MTCC 

434(T)
99.73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8
Pseudomonas nitroreducens DSM 

14399(T)
99.5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09
Pseudomonas nitritireducens 

WZBFD3-5A2(T)
99.7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10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5-11 PseudomonasjaponicaIAM15071(T) 98.98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1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9.31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2 Rhizobium  rosettiformans W3(T) 99.92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3
Pseudomonas oleovorans subsp. 

lubricantis RS1(T)
98.19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4 Pseudomonas toyotomiensis HT-3(T) 99.03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5 not identified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6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7 Pseudomonas beteli ATCC 19861(T) 99.79 LNM
정왕천�

(배출수로)
EH6-08 Pseudomonas otitidis MCC10330(T) 99.86 HNM 정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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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로)

EH6-09 Pseudomonas japonica IAM 15071(T) 98.76 HNM
정왕천�

(배출수로)

EH6-10 PseudomonasjaponicaIAM15071(T) 98.91 HNM
정왕천�

(배출수로)

Figure 2. Numbers of previously reported nonylphenol degrading organisms 

and newly isolated bacteria in this study. 

3. 미생물 및 배양배지 성분에 따른 노닐페놀 분해 정량·정성 분석

 1) 노닐페놀 standard 확립

  - Nonylphenol, technical grade, mixture of ring and chain isomer 

(Sigma-Aldrich)를 standard로 사용하였으며, 이성질체가 하나의 시그널로 나

타나는 LC/MS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2) 배지 성분에 따른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배양

  - 미생물 배양용기에 따른 노닐페놀의 회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미생물 일

회용 배양용기 (Polystyrene tube)와 유리재질의 vial을 사용하여 2ml의 증류수

를 각각의 용기에 첨가하고 DMSO에 용해된 10% 노닐페놀 10ul(1mg)를 추가

로 첨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일회용 배양용기에서는 DMSO 소량 첨가에 의해서도 

배양용기 바닥을 녹여 흡착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에 유리배양 용기에 

DMSO를 첨가하였으나 배양액이 뿌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tube에 

EtOAc를 첨가하여 노닐페놀을 회수하였으며 추출된 노닐페놀의 양이 유리용기

를 사용했을 때 100%가 회수된 반면 일회용 배양용기에서는 10%만이 회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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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EtOH에 용해된 10% 노닐페놀을 가지고 위의 방법으로 똑같이 수행

했을 때 두 용기 모두에서 흡착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일회용 용기에서 회

수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유리용기에서는 뿌여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

고 전량 회수되었다. (Table 2) 이를 기반으로 미생물의 노닐페놀 분해 실험은 

유리용기와 EtOH에 용해된 노닐페놀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Table 2. Nonylphenol recovery detection according to vessel and solvent

배양용기 용매
EtOAc ext. weight  

(mg) 노닐페놀�회수율(%) Retention time

Polystyrene 
tube

DMSO 0.1 10 10.65

EtOH 0.2 20 　x

Glass vial
DMSO 1.0 100 10.58

EtOH 1.0 100 10.54

  - 미생물 및 배양액에 따른 노닐페놀 분해 정량·정성적 분석을 위해 담수 미생물

은 LB broth 4ml에, 해수 미생물은 marine broth 4ml에 각각 접종하여 30℃에

서 2일간 150rpm으로 배양 후 미생물 별로 1ml씩 3개를 1.5ml tube에 동량 

분주하고 5000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수집된 세포는 담수 

미생물의 경우 M9 (0.25% NaCl), M9 (0.25% NaCl)+0.1% yeast extract, 

LB broth 500ul로 각각 부유시켜 유리재질의 배양용기에 첨가하였고 각각의 배

양액 1.5ml를 추가로 첨가하여 final volume 2ml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EtOH에 용해된 10% 노닐페놀을 10ul(1mg) 첨가하여 30℃에서 3일간 

150rpm에서 shaking 배양 하였다. 해수 미생물은 M9 (2% NaCl), M9 (2% 

NaCl)+0.1% yeast extract, marine broth 배양액을 각각 이용하였으며 담수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노닐페놀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3) 미생물의 노닐페놀 분해능 분석

3-1)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 배양액의 추출물 수득

  - 미생물 배양액 2ml에 대하여 각각 4ml의 EtOAc를 첨가하고, 충분히 섞일 때까

지 shaking하였으며, 12시간정도 층 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두었다. 이후 상등

액을 파이펫으로 취하고, 감압 농축하여 배양액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3-2) 미생물 배양액 추출물 내 잔존 노닐페놀 함량 분석

  - 노닐페놀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위해 Agilent사의 1260 infinity LC 장비, 

ELSD 검출기, 6120 quadrupole MSD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시료의 주입은 동

사의 auto injecto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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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샘플에 2ml의 MeOH을 첨가하여 충분히 녹이고, membrane filter한 

solutio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3. LC/MS analytic condition for nonylphenol 

  - Table 3에 명시된 미생물 배양액별 추출물에 잔존하는 노닐페놀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노닐페놀 standard 용액(0.5 mg/mL in MeOH)의 분석을 우선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노닐페놀은 10.5-10.7분 사이에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19.0의 값을 나타내는 노닐페놀의 pseudomolecular ion peak 

([M-H]-)이 확인되었다.

Figure 4. ELSD/TIC chromatogram and MS chart of nonylphenol standard

  - 미생물 배양액 추출물에 대해서도 노닐페놀 standard와 동일한 조건으로 LC/MS 

분석을 하였으며, 노닐페놀 시그널의 면적값 비교를 통하여 배양액 내에 잔존하

는 노닐페놀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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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edium EtOAc ext. weight (mg) Retention time

EH1-2

M 1.4 10.61

MY 1.4 10.68

L 1.0 10.61

EH1-6

M 2.3 10.58

MY 2.4 10.72

MB 2.5 10.58

EH4-8

M 1.4 10.54

MY 1.5 10.58

L 0.5 10.52

EH4-12

M 0.8 10.79

MY 2.9 10.65

MB 2.0 10.72

EH5-7

M 2.9 10.75

MY 2.2 10.61

MB 4.7 10.54

EH6-2

M 1.7 10.89

MY 2.0 10.82

MB 3.5 10.61

EH6-9
M 2.2 10.68

MT 0.5 10.54
MB 8.8 10.61

Table 3. Culture of nonylphenol degrading bacteria according to media (M; 

M9 broth, MY; M9 broth + 0.1% yeast extract, LB; Luria-Bertani broth, 

MB; marine broth)

  - 선별된 7종 미생물에 대해 배양액별 노닐페놀 분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으며 각 배양액 중 최적 배양액을 선정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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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nylphenol degrading analysis according to bacteria strains and 

cultur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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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tOAc ext. weight  

(mg)
면적값

잔존�Nonylphenol  
(%) 제거율

EH1-2(L) 1.0 0 <0.1 >99.9

Figure 6. Quantitative analysis of nonylphenol removal effect at optimal media  

with LC/MS

- 최적 배양액에서 성장한 미생물 7종의 노닐페놀 분해능 분석결과 3종 

(Shewanella seohaensis EH1-2, Comamonas testosteroni EH4-8, 

Acinetobacter tandoii EH4-12)에서 99.9% 이상의 노닐페놀 제거 효과를 보였

으며 이들 속에 속하는 균주들은 속(genus) 단위에서 기존에 노닐페놀 분해에 대

한 보고가 전무하다. (Table 4)

- 그 외 Aeromonas taiwanensis EH1-6에서 67.1%,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EH5-7에서 55.5%, Rhizobium rosettiformans EH6-2에서 

56.5%,  Pseudomonas japonica EH6-9에서 99.1%의 노닐페놀 제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4. Nonylphenol removal effect of bacteria strains at optima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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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1-6(M) 2.3 1418.49 32.9 67.1 

EH4-8(L) 0.5 0 <0.1 >99.9

EH4-12(M) 0.8 0 <0.1 >99.9

EH5-7(MY) 2.2 1915.76 44.5 55.5 

EH6-2(M) 1.7 1873.41 43.5 56.5 

EH6-9(MY) 0.5 40.36 0.9 99.1 
Nonylphenol

standard
(1mg)

　 4306.73 100.0 0.0 

4. 환경시료 내 노닐페놀 함량 정량분석

 1) 노닐페놀류의 정량분석을 위한 표준물질(standard) 선정

  - 본 과제에서는 환경에 다양한 이성체로 존재하는 노닐페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

합물 형태의 표준물질인 Nonylphenol mixture (para isomers)을 선정하였고, 

유사한 화학적 특성과 독성을 갖는 4-Octylphenol 

(4-(1,1,3,3-Tetramethylbutyl)phenol), Bisphenol A (2,2-Bis(4-hydroxy 

phenyl)propane)를 추가 선정하였다.

Figure 7. SCAN chromatogram of Alkylphenols calibration standard, Surrogate 

standard and Internal standard. a: 2-fluorobiphenyl, b: 4-nonylphenol

 2) 환경시료 내 노닐페놀류 함량 분석

 2-1) 환경시료

 2-1-1) 하천수 시료

  - 안산천(37° 19′ 17″N, 126° 50′ 32″E), 정왕천(37° 18′ 56″N, 

126° 43′ 29″E)에서 하천수시료를 채집하였다. 하천수는 미리 세척한 테플

론 코팅된 플라스틱 용기에 채집하여 실험실로 옮긴 후 4L를 취하여 유기물 흡

착용 EmporeTM extraction disk (47mm, Supelco, USA)에 30~40mL/m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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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여과하였다. 여과 후 여과액은 버리고, 유기물이 흡착된 disk는 분석 전까

지 냉장보관하였다. 

 2-1-2) 하천 퇴적물 시료

  - 하천수시료와 동일한 위치에서 미리 세척한 갈색 유리 용기에 하천퇴적물시료를 

채집하였고, 동결건조 시킨 후 분석 전까지 냉장보관 하였다.

 2-2) 시약

  - 환경시료내 노닐페놀류 추출을 위해 노말헥산(n-Hexane)과 아세톤(Acetone)

은 Sigma-Aldrich사의 CHROMASOV◯R 등급, 메탄올(Methanol)은 J.T.Baker사

의 ULTRA RESI-ANALYZED◯R 등급을 사용하였다. 수분제거를 위한 무수황산

나트륨(Anhydrous Sodium Sulfate)과 황을 제거하기 위한 구리는 99%순도의 

Sigma-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구리는 Merk사의 GR등급 질산(Nitric 

acid)으로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극성물질 제거를 위해 Fisher Scientific사의 

Florisil (60~100 mesh)을 사용하였다. 

    노닐페놀류 정량용 표준 시약은 Sigma-Aldrich사의 Nonylphenol(para isomer, 

technical mix), 4-Octylphenol  [4-(1,1,3,3-Tetramethylbutyl)phenol], 

Bisphenol A [2,2-Bis (4-hydroxyphenyl)propane]를 사용하였고, , 그리고 

내부 표준용 표준시약과 회수율 검정용 표준시약은 각각 Chem Service사의 

2-Fluorobiphenyl, Sigma-Aldrich사의 4-Nonylphenol을 사용하였다.

 2-3) 시약 정제 및 기구 세척

  - 구리는 1 M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다시 초순수로 세척하였다. 무수황산나트륨

은 회화로에서 400°C로 4시간 가열하여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건조기에 

넣어 보관, 사용하였다. 플로리실은 회화로에서 130°C로 12시간 가열하여 수분

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초순수를 3% (w/w) 첨가하여 비활성화 시킨 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유리초자들은 PYREX 재질로서, 실험 전 세척제

(Extran MA 02, Merk)로 세처하고 회화로에서 400°C로 12시간 이상 가열한 

후 다시 아세톤과 노말헥산으로 3회 세척한 것을 사용하였다.

 2-4) 시료 전처리

 2-4-1) 하천수 시료

  - 유기물이 흡착된 disk를 뷰흐너깔때기(Buchner funnel) 위에 얹고 노말헥산과 

아세톤 1:1(v/v) 혼합용매 50 mL로 3회 반복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모두 합하

여 회전증발농축기(Rotary evaporator)로 2~3 mL까지 농축하고 다시 질소농축

기로 1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에 내부표준물질 2-Fluorobiphenyl 

(200 μg/mL) 0.1 mL를 첨가하여  GC 바이알에 옮긴 후 GC-MSD에 주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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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하천 퇴적물 시료

  - 원통형 GF/F 여지(Thimble)에 동결건조된 시료 3 g과 회수율 검정용 표준물질 

4-Nonylphenol (10 μg/mL) 1 mL를 주입한 후 노말헥산과 아세톤 1:1(v/v) 

혼합용매 150 mL로 12시간 속실렛 추출(Soxhlet extraction)하였고, 추출된 시

료는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2 mL로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플로리실 5 

g,  구리 2 g, 무수황산나트륨 6 g을 아래부터 순차로 충진한 유리관(내경 10 

mm, 길이 300 mm) 상단으로 옮긴 후 노말헥산과 아세톤 5:1 (v/v) 혼합용매 

80 mL로 용리하였다. 용리된 시료를 고순도 질소기체로 2 mL까지 농축하고 내

부표준물질 2-Fluorobiphenyl (200 μg/mL) 0.1 mL를 첨가하여  GC 바이알

에 옮긴 후 GC-MSD에 주입하였다.

 2-5) 정량 및 기기분석

 2-5-1) 정량 및 정도관리

  - 4-Octylphenol, Nonylphenol mixure, Bisphenol A를 혼합한 표준용액을 1, 

2, 5, 10, 25, 50 μg/mL의 6개 농도로 제조하였고 이들을 각각 1μL 씩 주입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4-Octylphenol과 Bisphenol A는 단일 화합물이기 

때문에 개별 정량하였고, Nonylphenol mixture는 혼합물로서 모든 혼합물들의 

피이크 면적을 수평으로 적분하여 그 합을 정량하였다.

  - 정량분석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해 회수율 검정용 표준물질로 4-Nonylphenol을 

사용하였고, 회수율은 하천수시료와 하천퇴적물시료가 각각 75~90, 95~113%였

다. 

 2-5-2) 기기 분석

  - 정량을 위해 Shimadzu사의 GC-2010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GCMS-2010plus 

검출기 및 GCMS solution V.2.5 SU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시료의 주입은 

동사의 AOC-20i auto injector를 이용하였다. 기기분석조건은 Figure 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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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strumental operating conditions of GC-MSD system for 

Alkylphenols analysis

 2-6) 함량 분석 결과

Table 5. Concentrations of nonylpehnol mix, 4-tert-octylphenol and 

bisphenol A in water and sediment in Jungwang and Ansan watercourse, a: 

Not detected

정왕천 안산천

하천수

(μg/L)

하천퇴적물

(μg/kg)

하천수 하천퇴적물

n=1 n=2

Nonylphenol� mix 0.654 14,550±860 0.527 994±11

4-tert-octylphenol nda 1,470±10 nd 366±20

Bisphenol� A 0.202 nd 0.182 nd

Recovery(%) 75.0 95.9±14 90.4 113±13

 2-6-1) 하천수 시료

  - 정왕천 하천수시료의 Nonylphenols와 Bisphenol A의 함량은 각각 0.654,      

  0.202 μg/L이었고, 안산천 시료의 함량은 각각 0.527, 0.182 μg/L이었다. 

두 지    역 하천수시료 모두에서 4-tert-octylphenol은 검출되지 않았고, 

4-Nonylphenol   의 회수율은 각각 75, 90%이었다(Table 5). 또한 두 지역 

하천수의 노닐페놀 함량비는 74~7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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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isphenol A/Nonylphenols contents ratio in water samples from 

Jungwang and Ansan watercourse

 2-6-2) 하천 퇴적물 시료

  - 정왕천 하천퇴적물시료의 Nonylphenols와 4-tert-octylphenol의 함량은 각각  

     14,550±860, 1,470±10 μg/L이었고, 안산천 시료의 함량은 각각 

994±11, 366±20  μg/L이었다. 두 지역 하천퇴적물시료 모두에서 Bisphenol 

A는 검출되지 않았고, 회수율은 각각 95.9±14, 113±13%이었다(Table 5). 특

히, 두 지역 하천퇴적물의 노닐페놀의 함량은 하천수시료 함량의 1800~22200 

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함량비는 73~9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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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4-tert-Octylphenol/Nonylphenols contents ratio in sediment 

samples from Jungwang and Ansan watercourse

5. 노닐페놀 관련 논문 분석 요약

1) 논문 분석 범위

  - 본 분석에서는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 기술인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개발]과 관련되며, ~ 2014년 

10월까지 공개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2) 검색 키워드

  - 분석에 사용된 검색식

구분 검색식

영문

(nonylphenol* or “nonyl* phenol*” or 

“4-(2,4-dimethylheptan-3-yl)phenol”) and (microorganism* or 

strain* or microb* or “micro* organism*” or “escherichia coli” 

or “E* coli” or colibacillosis or bacteri* or enzym* or 

synthetase* or synthase* or hydrolase* or dehydrogenase* or 

isomerase* or polymerase* or integrase* or oxidase*) and 

(remov* or reduc* or eliminat* or delet* or exclus* or clean* 

or decreas* or restor* or recover* or remediat* or 

decomposit* or degrad* or decay* or pu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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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동향 

  -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과 관련된 논문은 총 15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초 논문 발행은 1995년에 이루어졌음. 하지만 이후 발행건수가 

미비하다가 2000년 이후 발행 건수가 간헐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 이후 2003년에 발행건수 및 발행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발행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

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임.

  - 2002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인 특허동향과는 다르게, 상기 논문 분석결과에서 

논문 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

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이 기술적 가치가 없어 사장되는 분야가 아니며, 특허 출

원 감소는 국가 정책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은 외

국 저널을 중심으로 발행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저널의 발행건수는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남. 다만, 이는 권위있는 학회지가 외국학회지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저자

의 경우에도 주로 외국학회지에 투고하기 때문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됨.

  - 미생물 또는 효소를 이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대한 국가별 연구 활동 동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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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회지 제목 분해 미생물

1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Isolation of a bacterial strain able to 

degrade branched nonylphenol

Sphingomonas 

sp. TTNP3

2 Microbiology
Degradation of the xenoestrogen 

nonylphenol by aquatic fungi and their 

Clavariopsis 

aquatica

  - 분석 결과 일본이 26건으로 153건의 전체 논문 중 2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24건으로 24.16%, 이탈리아가 12건으로 12.8%, 독일과 타

이완이 각각 10건으로 10.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이 본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현

재까지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있어서 가장 활발히 연구를 진행중인 국가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이 4건밖에 되지 않으며, 특허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의 경우 특허 분석 결과와는 달리,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의 국

가에서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보여짐.

  - 우리나라의 경우 6건의 논문을 발표하며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의 

논문 발표 횟수가 독보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분야라고 판단됨.

  - 추출된 논문에서 개시하고 있는 노닐페놀 분해 미생물에 대한 종 리스트를 하기 

표와 같이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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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ases

3
Journal of 

Biotechnology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ross-linked laccase aggregate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elimin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Coriolopsis 

polyzona

4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Differential degradation of nonylphenol 

isomers by Sphingomonas xenophaga 

Bayram

Sphingomonas 

xenophaga 

Bayram

5 Chemosphere

Elimin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nonylphenol and bisphenol A 

and personal care product ingredient 

triclosan using enzyme preparation from 

the white rot fungus Coriolopsis polyzona

Coriolopsis 

polyzona

6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Sphingomonas cloacae sp. nov., a 

nonylphenol-degrading bacterium isolated 

from wastewater of a sewage-treatment 

plant in Tokyo

Sphingomonas 

cloacae sp. 

nov.

7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xenobiotic-degrading sphingomonads
Sphingomonads

8
Environmental 

Pollution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in river 

sediment

Pseudomonas 

sp. JC1

9
Engineering in 

Life Sciences

Elimin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using white rot fungi and their 

lignin modifying enzymes: A review

white rot fungi

10 Chemosphere

Biodegradation of endocrine-disrupting 

compounds and suppression of estrogenic 

activity by ligninolytic fungi

Irpex lacteus 

617/93, 

Bjerkandera 

adusta 606/93, 

Phanerochaete 

chrysosporium 

ME 446, 

Phanerochaete 

magnoliae 

CCBAS 134/I, 

Pleurotus 

ostreatus 3004 

CCBAS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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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etes 

versicolor 

167/93, 

Pycnoporus 

cinnabarinus 

CCBAS 595, 

Dichomitus 

squalens 

CCBAS 750

11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A novel metabolic pathway for 

degradation of 4-nonylphenol 

environmental contaminants by 

Sphingomonas xenophaga Bayram: 

ipso-hydroxylation and intramolecular 

rearrangement

Sphingomonas 

xenophaga 

Bayram

12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Sphingobium amiense sp. nov., a novel 

nonylphenol-degrading bacterium isolated 

from a river sediment

Sphingobium 

amiense sp. 

nov.

13
Bioresource 

Technology

Immobilization of laccase from the white 

rot fungus Coriolopsis polyzona and use 

of the immobilized biocatalyst for the 

continuous elimin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Coriolopsis 

polyzona

14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Enzymatic degradation of alkylphenols, 

bisphenol A, synthetic estrogen and 

phthalic ester

Candida 

cylindracea

15
Journal of 

Biochemistry

Profile of a nonylphenol-degrading 

microflora and its potential for 

bioremedial applications

Pseudomonas 

and 

Sphingomonas 

species

16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Isomer-specific degradation and endocrine 

disrupting activity of nonylphenols

Sphingobium 

xenophagum 

Bayram

17 Chemosphere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in sewage 

sludge

Bacillus 

sphaericus

18
Biotechnology 

Letters

Aerobic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by 

cold-adapted bacteria

Pseudomonas 

spp.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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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otrophomo

nas sp

19 Biodegradation

Degradation of the radioactive and 

non-labelled branched 4(3′,5′-dimethyl 

3′-heptyl)-phenol nonylphenol isomer by 

Sphingomonas TTNP3

Sphingomonas 

sp. TTNP3

20
Environmental 

Pollution

Biodegradation of nonionic surfactants. I. 

Biotransformation of 4-(1-nonyl)phenol by 

a Candida maltosa isolate

Candida 

maltosa

21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extracellular laccase of a fungus (family 

Chaetomiaceae) isolated from soil

family 

Chaetomiaceae

22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Degradation of a nonylphenol single 

isomer by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leads to a hydroxylation-induced migration 

product

Sphingomonas 

sp. TTNP3 

23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in a 

continuous bioreactor at low temperatures 

and effects on the microbial population

β-Proteobacteri

a

24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Role of P450 monooxygenases in the 

degradation of the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nonylphenol by the white rot 

fungus Phanerochaete chrysosporium

Phanerochaete 

chrysosporium

25
Biotechnology 

Letters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in a 

continuous packed-bed bioreactor

Sphingomonas 

sp.

26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Microbial degradation of a single 

branched isomer of nonylphenol by 

Sphingomonas TTNP3

Sphingomonas 

sp. TTNP3

27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Biodegradation of 4-n-nonylphenol by the 

non-ligninolytic filamentous fungus 

Gliocephalotrichum simplex: A proposal of 

a metabolic pathway

Gliocephalotrich

um simplex

28 Chemosphere

Cellular responses, biodegradation and 

bioaccumul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marine diatom Navicula 

incerta

Navicula incerta

29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Characterization of alkylphenol degradation 

gene cluster in Pseudomonas putida MT4 

and evidence of oxidation of alkylphenols 

Pseudomonas 

putida 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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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kylcatechols with medium-length 

alkyl chain

30 Chemosphere

Role of dissolved humic acids in the 

biodegradation of a single isomer of 

nonylphenol by Sphingomonas sp.

Sphingomonas 

sp. TTNP3

31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Quantification of the influence of 

extracellular laccase and intracellular 

reactions on the isomer-specific 

biotransformation of the xenoestrogen 

technical nonylphenol by the aquatic 

hyphomycete Clavariopsis aquatica

Clavariopsis 

aquatica

32
Biotechnology 

Letters

Influence of agitation on the removal of 

nonylphenol by the white-rot fungi 

Trametes versicolor and Bjerkandera sp. 

BOL 13

Bjerkandera sp. 

BOL 13

33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of 

Microcystis aeruginosa in response to 

nonylphenols and degradation of 

nonylphenols by M. aeruginosa

Microcystis 

aeruginosa

34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Integrated sonochemical and microbial 

treatment for decontamination of 

nonylphenol-polluted water

Paecilomyces 

lilacinus

35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Potential of a new biotreatment: 

Sphingomonas cloacae S-3T degrades 

nonylphenol in industrial wastewater

Sphingomonas 

cloacae S-3T

36
Environmental 

Chemistry Letters

Metabolism of a nonylphenol isomer by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Sphingomonas 

sp. TTNP3

37

FEMS 

Microbiology 

Letters

Extracellular laccase activity and transcript 

levels of putative laccase genes during 

removal of the xenoestrogen technical 

nonylphenol by the aquatic hyphomycete 

Clavariopsis aquatica

Clavariopsis 

aquatica

38
Bioresource 

Technology

Cyclodextrin-linked alginate beads as 

supporting materials for Sphingomonas 

cloacae, a nonylphenol degrading bacteria

Sphingomonas 

cloacae

39 Fungal Biology

Immobilized laccase of Cerrena unicolor 

for elimination of endocrine disruptor 

micropollutants

Cerrena 

unicolor C-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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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Biodegradation

Contribution to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oxidation metabolites of 

nonylphenol in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41
Marine Pollution 

Bulletin

Removal and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by different Chlorella species

Chlorella sp. 

(1uoai), 

Chlorella sp. 

(2f5aia) and 

Chlorella 

miniata (WW1)

42
New 

Biotechnology

The degradation of alkylphenols by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 a review 

on seven years of research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43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mpact of bio-augmentation with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in 

membrane bioreactors degrading 

nonylphenol

Sphingomonas 

sp. strain 

TTNP3

44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Acceleration of nonylphenol and 

4-tert-octylphenol degradation in sediment 

by phragmites australis and associated 

rhizosphere bacteria

Phragmites 

australis and 

associated 

rhizosphere 

bacteria

45
Bioresource 

Technology

Removal and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by immobilized Chlorella 

vulgaris

Chlorella 

vulgaris

46

FEMS 

Microbiology 

Letters

Maricurvus nonylphenolicus gen. nov., sp. 

nov., a nonylphenol-degrading bacterium 

isolated from seawater

Maricurvus 

nonylphenolicus 

gen. nov., sp. 

nov.

47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Enzymatic removal of estrogenic activity of 

nonylphenol and octylphenol aqueous 

solutions by immobilized laccase from 

Trametes versicolor

Trametes 

versicolor

48
Biocontrol 

Science

Bacterial degradation and reduction in the 

estrogen activity of 4-nonylphenol

Pseudomonas 

sp. and 

Acidovorax sp.

49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Accelerated degradation of a variety of 

aromatic compounds by Spirodela 

polyrrhiza-bacterial associations and 

contribution of root exudates released 

Spirodela 

polyrrh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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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 polyrrhiza

50
Journal of 

Microbiology

Degrad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by genetic transformants with 

two lignin degrading enzymes in Phlebia 

tremellosa

Phlebia 

tremellosa

51
Microbiology 

(United Kingdom)

Two identical nonylphenol monooxygenase 

genes linked to IS6100 and some putative 

insertion sequence elements in 

Sphingomonas sp. NP5

Sphingomonas 

sp. NP5

52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Biodegradation of bisphenol A and 

4-alkylphenols by Novosphingobium sp. 

strain TYA-1 and its potential for 

treatment of polluted water

Novosphingobi

um sp. TYA-1

53

Journal of 

Environmental 

Monitoring

Removal of organic toxic chemicals using 

the spent mushroom compost of 

Ganoderma lucidum

Ganoderma 

lucidum

54
Acta Biochimica 

Polonica

Utilization of 4-n-nonylphenol by 

Metarhizium sp. isolates

Metarhizium 

sp.

55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Degradation of alkylphenols by white rot 

fungus Irpex lacteus and its manganese 

peroxidase

Irpex lacteus

56 Chemosphere

Exploring the potential of applying 

proteomics for tracking bisphenol A and 

nonylphenol degradation in activated 

sludge

Sphingomonas 

sp. TTNP3

57

Environmental 

Technology 

(United Kingdom)

Comparative assessment of three 

ligninolytic fungi for removal of phenolic 

endocrine disruptors from freshwaters and 

sediments

Trametes 

versicolor

58
Chemistry and 

Ecology

Fate and effects of nonylphenol in the 

presence of the cyanobacterium 

Microcystis aeruginosa

cyanobacterium 

Microcystis 

aeruginosa

59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and 

Biodegradation

Detoxification and elimination of 

xenoestrogen nonylphenol by the 

filamentous fungus Aspergillus versicolor

Aspergillus 

versicolor

60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and 

Intracellular proteome expression during 

4-n-nonylphenol biodegradation by the 

filamentous fungus Metarhizium robertsii

Metarhizium 

robert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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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egradation

61

Biotechnology 

and 

Biotechnological 

Equipment

Biodegradation of phenol and phenolic 

derivatives by a mixture of immobilized 

cells of Aspergillus awamori and 

Trichosporon cutaneum

Aspergillus 

awamori and 

Trichosporon 

cutaneum

62
Current 

Microbiology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arine 

nonylphenol-degrading bacteria and 

description of Pseudomaricurvus 

alkylphenolicus gen. nov., sp. nov.

Pseudomaricurv

us 

alkylphenolicus 

gen. nov., sp. 

nov.

63
Soil Science and 

Plant Nutrition

Degradation profiles of branched 

nonylphenol isomers by Sphingobium 

amiense and Sphingomonas cloacae

Sphingobium 

amiense and 

Sphingomonas 

cloacae

64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Sustainable biodegradation of phenolic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by 

Phragmites australis-rhizosphere bacteria 

association

Phragmites 

australis-rhizosp

here bacteria

65

Advanced 

Materials 

Research

Kinetic study on the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by rhodotorula sp.
Rhodotorula sp.

66

Huanjing 

Kexue/Environme

ntal Science

Biodegradation of toxic organic pollutants 

by bacillus sp. LY with heterotrophic 

nitrogen removal ability

Bacillus sp. LY

67

Huanjing 

Kexue/Environme

ntal Science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bio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a bacterial strain able to 

degrade nonylphenol

bacteria strain 

F-10

68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and 

Biodegradation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by two 

alphaproteobacterial strains in liquid 

culture and sediment microcosm

 Rhizobium sp, 

Sphingobium 

sp

69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China)

Toxicity of the xenoestrogen nonylphenol 

and its biodegradation by the alga 

Cyclotella caspia

Cyclotella 

caspia

70
Environmental 

Microbiology

Biodegradation of endocrine-disrupting 

compounds by ligninolytic fungi: 

Mechanisms involved in the degradation

Ligninolytic 

fungi 

71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onylphenol-degrading bacteria

Ochrobactrum 

sp. SW-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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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 

sp. SW-3-F2, 

Achromobacter 

sp. SW-3-G, 

Alcaligenes sp. 

SW-3-I 

72

Journal of 

Molecular 

Catalysis B: 

Enzymatic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wo 

thermostable laccases from Pycnoporus 

sanguineus and potential role in 

degrad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Pycnoporus 

sanguineus

73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The potential of Cerrena unicolor laccase 

immobilized on mesoporous silica beads 

for removal of organic micropollutants in 

wastewaters

Cerrena 

unicolor

74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Laccase production by the aquatic 

ascomycete Phoma sp. UHH 5-1-03 and 

the white rot basidiomycete pleurotus 

ostreatus dsm 1833 during submerged 

cultivation on banana peels and enzyme 

applicability for the removal of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aquatic 

ascomycete 

Phoma sp. 

UHH 5-1-03 , 

basidiomycete 

Pleurotus 

ostreatus dsm 

1833

75
Industrial 

Bioprocessing

Microbe degrades nonylphenols 

differentially

Sphingomonas 

xenophaga

76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Decontamination of a municipal landfill 

leachate from endocrine disruptors using 

a combined sorption/bioremoval approach

Pleurotus 

ostreatus

77

Chinese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nonylphenol (NP)-degrading enzyme from 

Bacillus cereus. Frankland

Bacillus cereus

78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Nonylphenol biodegradation in river 

sediment and associated shifts in 

community structures of bacteria and 

ammonia-oxidizing microorganisms

Gammaproteob

acteria, 

Alphaproteobac

teria and 

Bacteroidetes

79
Environmental 

Science and 

Variation of nonylphenol-degrading gene 

abundance and bacterial community 

Stenotrophomo

nas strain 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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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Research

structure in bioaugmented sediment 

microcosm

and 

Sphingobium 

strain Y2

80

Huanjing Kexue 

Xuebao/Acta 

Scientiae 

Circumstantiae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 bacterial strain for the simultaneous 

biodegradation of nonylphenol and 

bisphenol A

The bacterial 

strain, NB-1

81

Journal of 

Microbiology, 

Immunology and 

Infection

Biodegradation of toxic chemicals by 

Pleurotus eryngii in submerged 

fermentation and solid-state fermentation

Pleurotus 

eryngii

82

Taiwanese 

Journal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Food Science

Aerobic degradation of nonylphenol from 

mangrove sediment in Taiwan

Paenibacillus 

polymyxa

  - 전체적으로, Sphingomonas 속 미생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도 다양한 속 및 종의 미생물들이 노닐페놀 분해 효능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6. 노닐페놀 관련 특허 분석 요약

1) 논문 분석 범위

  - 본 분석에서는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 기술인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개발]과 관련되며, ~ 2014년 

10월까지 공개된 주요 출원국(한국, 일본, 유럽, 미국)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음.

2) 검색 키워드

  - 검색식

  

기술명
검색식

대분류

노닐페놀
 ((노닐* adj 페놀*) or 노닐페놀* or nonylphenol* or (nonyl* 

adj phenol*) or (dimethylheptan adj 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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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연도별 특허동향

  -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 “노닐페놀” 만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 제거 후에 

유효 특허의 수가 매우 적었음. 따라서 노닐페놀 제거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예컨데 노닐 페놀 검출방

법, 노닐페놀 독성 치료용 조성물 등) 또한 포함시켰으나, 전체 유효특허 수는 

29건에 불과함.

  - 노닐페놀 제거 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효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 건수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원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

임. 전체적으로 다른 기술분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허 출원이 거의 없는 것으

로 판단됨.

  -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대한 주요 출원국의 출원년도별 특허동향과 관련하여 총 

29건 중에서 일본(JPO)에 가장 많이 출원 (16건, 55%) 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한국(KIPO)에 9건(31%), 미국(USPTO)에 3건(10%) 그리고 유럽(EPO)에 1

건(4%) 순으로 출원된 것이 조사되었음. 

  - 특히 일본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대한 

관심과 권리화에 대한 노력이 4개국 중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출원 건 수는 

2002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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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적고, 또한 29건의 유효 특허 중에서 다중 국가 출

원은 한건도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경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노닐페놀 제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하면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발명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보다는 하기

에 개시하는 바와 같이 논문 발표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과제

인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선행

특허가 거의 없는 관계로 특허 출원 또는 발명의 실시가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4)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 노닐페놀 관련 기술별 특허동향

  - 노닐페놀 제거 기술은 16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노닐페놀 검출 기

술은 12건으로 41%, 노닐페놀 독성 치료 기술은 1건으로 4%를 차지함. 노닐페

놀 제거 기술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노닐페놀 검출에 관련된 분야도 동시

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중 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6건의 노닐페놀 제거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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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닐페놀의 제거 기술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 식물을 이용한 기술, 오존을 처

리하는 기술, 화합물을 처리하는 기술, 제거 장치 또는 소재를 이용한 기술로 분

류할 수 있음.

  - 총 16건의 노닐페놀 제거 기술중에서 장치/소재에 관련된 기술이 6건으로 38%, 

화합물과 관련된 기술이 4건으로 25%, 오존 처리 기술이 3건으로 19%, 미생물 

관련 기술이 2건으로 12%, 식물과 관련된 기술이 1건으로 6%로 나타남.

  - 미생물을 이용하여 노닐페놀을 분해하는 기술에 있어서 검색된 상기 2건의 유효

특허는 모두 일본에만 등록된 특허임. 따라서 본 과제의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실시하더라도 일본을 제외하면 자유 실시

가 가능함. 또한, 일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원천 기술로 볼 

수 있을 만한 선행특허는 존재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등

록 특허에 대한 회피 설계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본 과제와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

로 사료됨.

  - 본 과제의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추후에 

출원하는 경우, 상기 두 건의 특허에 개시된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또는 백색 노

후균이 아닌 균주를 사용하거나, 특정 효소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미생물을 개발

하여 출원한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문제는 별론,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특

허 등록을 통한 권리화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국내에서는 기술의 실시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출원을 통하여 타 국가에 권리화를 하

게 된다면,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있어서 기술이전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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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노닐페놀 관련 시장성 분석 요약

1) 노닐페놀의 위해성 및 제거 필요성

  - 노닐페놀은 국내외에서 그 위해성에 따라 다양한 규정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에서는 취급제한물질(환경부고시 제2009-23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독물(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1-4호)로 규정하고 있음.

  - 노닐페놀과 관련된 국내 관련법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노닐페놀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시 유독물(‘01.4)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등

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04년부터 배출량조사 대상물질로 지정하였음.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전구체 물질은 2002년부터 주방용 세척제로 사용을 금지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전구체 물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노닐페놀은 미국 일리노이 주 EPA, 캐나다 WWF,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

소에서 내분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용기포장의 원료물질로써 EU에

서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및 일본에서는 허용되어 있음.

  - 미국 일리노이 EPA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목록에는 알킬페놀류 중 노닐페놀만 

“known(알려진 물질, 동물에서 내분비계 장애작용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화합

물)”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EU의 규제유해물질목록에 함유되어 있음(REACH – 
1300여 물질 규정하고 있음)

  - EU는 2003년부터 중량비 0.1% 이상 농도의 산업용 및 가정용 세척제, 직물 및 

피혁 가공, 금속가공, 유화제, 제지,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등에 유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U 국가 중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에 선도적인 덴마크 환경청은 

2004년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목록”을 업데이트해서 발간했는데, 여기에 노닐

페놀이 포함되는 알킬페놀 및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가 1위로 선정되어 있음.

  - 식품용 용기포장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합성수지제 허용 물질목록에는 알킬페놀

류가 수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21 CFR 및 일본(PVC 협회 자주규격)

에서는 허용되어 있음.

  - 이렇듯 노닐페놀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규정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나, 

2010년도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노닐페놀과 노닐페놀 에톡시레

이트는 국내에서 약 14,720톤 제조되었으며, 약 18,938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사용되고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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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조사한 특허 및 논문 동향에 따르면, 관련 분야 특허 건수가 매우 적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부경대학교 김영목 교수팀에서 관련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외에 특허 및 논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

었음.

  - 그에 따라, 단순히 노닐페놀의 사용 규제에 그치지 않고, 폐수 및 배출수 등에서 

배출될 수 있는 노닐페놀을 분해하여 제거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근원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

음.

  - 그에 따라, 본 기술인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개

발”은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로서 관련 분야 시

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음.

2) 관련 기술의 시장성 예측

  - 대상기술인 ‘해양미생물 및 효소를 활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 개발’ 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적용이 가능한 기술임.

  - 먼저, 노닐페놀 제거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장의 규모나 매출 달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노닐페놀, 비스페놀A 

등을 비롯하여 환경 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사용 규제를 위한 

논의에 그치고 있어, 그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만이 수행되

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어, 세부적인 시장의 형성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그에 따라, 노닐페놀 제거라는 구체적인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하여 상위 개념으로

서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탐색하여 본 기술의 시장성을 예측하

고자 함.

  - 본 기술은 (i) 노닐페놀을 분해할 수 있는 신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ii) 상

기 확보된 미생물 자원을 통하여 노닐페놀 제거 효과를 확인하고, (iii) 상기 미

생물로부터 분해효소를 정제하고, (iv) 분해효소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 및 유

전체 분석을 통하여 분해효소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v) 확보된 유전자원을 토대

로 재조합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고, (vi)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노닐페놀의 분해 

효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바, 미생물 및 효소 관련 기술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생물 및 효소는 최근 산업적 수요가 매우 확대되어 가고 있고, 미생물은 고부

가가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생물소재로 점점 각광을 받고 있으

며, 미생물 유전체 해독은 2010년 4월 현재 완전히 해독된 것이 1,250개,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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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것이 4200개로서, 점차 미생물과 함께 다양한 유전체 자원을 함께 확보하

여 활용함으로써, 효소 등의 분야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본 기술은 미생물 산업 분야의 다양하고 최신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본 기술에서는 단순히 노닐페놀을 분해 및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하

고 동정해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기 미생물로부터 분리 정제될 수 있는 분해

효소의 탐색, 상기 분해효소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유

전자원 확보, 및 그의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미생물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미생물은 오염된 환경의 독성물질이나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을 분해함으로써 환

경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생물 기반 해양오염 

처리기술의 관점에서 기존에도 유류 화합물에 오염된 환경에서 토착 미생물의 군

집이 빈약하거나 난분해성 화합물의 생분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생물접종법이 활

용되고 있음.

  - 최근 유기용제, 화학류, 다이옥신, PCBs 등 다양한 유기오염물질의 오염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금속 오염정화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음.

  -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미생물은 가장 친환경적인 정화제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오염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유류나 유기용제 오염

제거에 치중하여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본 기술

의 경우에도 미생물 및 그의 효소를 잘 활용하면 매우 유망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바이오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외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순수한 미생물 및 관련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바이오시장의 30%를 차지하며, 전체 미생물 분야로 

확대하면 약 39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 중 효소 시장은 약 4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또한, 국내 미생물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7,714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효소 시장만으로도 410억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렇듯, 매우 증가되고 확대된 미생물 산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해성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제거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노닐페놀 분해 및 제거 기술에, 미생물 및 효소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본 기술

은 최근 시장동향에 발맞춘 유망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양바이오 산업 중 노닐페놀 제거 기술로 한정된 본 기술의 특허 및 논문 분석 

결과에서도 국내 출원인/저자의 특허 및 논문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분석된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및 기술수준은 해양 선진국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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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나, 우리나라의 다양한 투자 정책(예컨대, 2020

년까지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기술에 324억원 예산 투자 계획) 및 지리적 이점

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반대로 그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기술의 최종 목적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인 노닐페

놀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수 및 배출수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기술인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환경 산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환경보건기술’은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기 환경유해인자의 하나로 본 기술의 노닐페놀이 속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들 

수 있음.

  - 또한, 기술적으로는 환경부하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체 건강’과 ‘생

태계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i) 환경부하 및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측정, 모니터링하고, (ii)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인체, 생태계 유

해영향을 평가, 관리하며, (iii)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

른 인체, 생태계 위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환경 산업의 분류 중에서, 본 기술은 최종 단계인 위해도 저감/회피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생태계 및 환경으로부터 위해도를 줄이기 위

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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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관련 국내 정책

   

  - 국제표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

적 실행방안 마련 추진을 위해 제1차(‘01~‘05) 및 제2차(‘06~‘10)에 이

어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11~‘15)를 수립하여 화학물질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오염을 정화하는 데에 최신의 미

생물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본 기술은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기술로 발전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 산업은 유해영향에 대한 단순 평가 중심에서 사전예방 측면의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바, 국내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

고 있는 노닐페놀에의 사전처리를 통한 오염방지를 위한 본 기술의 유망성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환경 산업 시장은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미생물 시장 및 해양바

이오 시장에 비하여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 환경 산업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7,96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며, 2017년에는 9,9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

일, 중국, 캐나다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

국의 시장 성장률은 정체 상태에 있음. 또한,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가 가장 큰 약 

1,407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음(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안,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 국내 환경 산업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55조 5,522억원 규모로, 세계 환경시장

의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등 신흥 국가가 높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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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시장 점유율도 점차 확대될 전망임. 폐기물 시장이 가

장 큰 30조 1,691억원 규모를 보이며, 최근에는 본 기술과 관련된 환경복원, 복

구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 분야의 산업이 최근 65.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가장 유망한 분야로 점쳐지고 있음(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본 기술은 비록 환경 시장의 매우 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면서 매우 넓은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환경 산업에 

속하는 본 기술은 유망한 산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시장성 분석

  - 본 기술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독성평가/시험 및 규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으로 노닐페놀 등의 유해화학물질

을 제거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본 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활

성화되어 큰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은 초기 단계의 기술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

으로, 특허 건수 자체가 매우 적어 권리를 행사하는 기업이나 연구 그룹 자체가 

매우 적은 수이며, 소수의 논문을 통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노닐페놀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 따라서, 폐수 및 배출수 등으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기존의 다른 공정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제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분야이자 상위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미생

물 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및 환경 산업은 모두 기술의 고도화,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현대화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의 관심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그 산업 분야의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기술은 기술 발전 동향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미생물 산업 시장의 경우 세계 약 390억 달러 수준(효소 시장 약 42억 달러 수

준), 국내 약 7,714억원 수준(효소 시장 약 410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

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산업 시장의 경우 세계 약 36억 달러, 국내 약 800여

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환경 산업 시장의 경우 세계 약 

8,000억 달러, 국내 약 55조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본 

기술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처리 시장 분야가 세계적으로 약 1

조원대 시장, 국내 약 1천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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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기술이 상용화되어 유해화학물질 근절의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된다면, 약 200~300억원대 시장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됨.

  - 본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 더하여, 단순히 미생물 

및 효소의 탐색 및 동정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배출과 같은 단계에서 산업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비용을 투자하면서도 고효율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처리 장비 또는 시설과 융합하여 기술 개발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존 수처리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처리 시설과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협력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자 하는 기술의 기

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가 선행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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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미생물로부터 노닐페놀 분해 신규 유전자원 및 단백질체 확보

2. 페놀계 환경호르몬을 동시에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 개발을 통해 환경처리 기술

을 확립하고 그 분해 효소의 저비용-고생산-고정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여 세계 최초의 환경호르몬 분해효소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호르몬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

3. 환경호르몬 효소 치료제 가능성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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