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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종들은 인간의 식품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광합성 미세조류
Nannochloropsis oculata는 영양적 가치가 우수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합성 미세조류 Nannochloropsis
oculata의 고농도배양을 위한 배양온도, 초기 pH, 배양액 선정, 인공해수 농도, 배지농도, CO2영향 등 최적조건을 확립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3%의 인공해수, 초기 pH 8.5, 배양온도 25 ℃가 최적 배양조건으로 판별되었다. 미세조류에
CO2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건조 균체량이 0.76 g/L이었지만, 5% CO2 공급 이후 1.50 g/L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클로로필 생합성은 미세조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Microalgae has been seen all over the seawater and several species are used for human food. Specially, Nannochloropsis oculata, a photosynthetic microalgae, has been focused for a vast array of valuable nutritious compounds. In order to find high
mass Nannochloropsis oculata culture conditions, some of important growth factors of pH, temperature, culture media, and
CO2 effect were tested. The optimal growth condition was found to be as follows : 3% artificial seawater, initial pH 8.5, and
temperature 25 ℃. The alga mass and chlorophyll content were dramatically increased by applying 5% flue CO2 gas (1.50 g/L
algae in a continuous CO2 flue; 0.76 g/L alga without CO2). It was shown that the chlorophyll biosynthesis wa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alga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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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을 보인다[11]. 높은 광량과 온도에서는 기능성 카로티노이드의 생
합성이 일반적인 미세조류와 다르게 진행됨이 보고되어 있다[12,13].
최근 Nannochloropsis oculata로 결핵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으며[14],
Nannochloropsis oculata에서 추출한 생리활성물질이 항산화활성과
주름제거에 효과가 있어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15].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성장이 빠르며 빛이 있는 곳
에서 쉽게 배양되는 큰 장점을 가진다[16].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하
여 이산화탄소 고정화 역할을 하므로 지구온난화문제가 대두되고 있
는 오늘날 미세조류를 이용한 CO2 저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조류는 일정량의 이산화탄소에 의해 높은 세
포성장률을 가지지만[17,18],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CO2 저감공정에
필요한 미세조류 선발 및 배양최적화 등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9,20].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세조류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배양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배양방법으로 판형, 관형, 수직형, 광생물반응
기(photobioreactor, PBR), 노지(Open pond) 배양방법 등이 있다. 노지
배양방법은 설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21,22], 일교차

미세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000여 종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졌다. 대다수는 녹조류나 남조류로 수중에서 태양 에너지와 이산화탄
소, 무기염류로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및 담수에 많이 존재
한다[1,2]. 미세조류의 산업적 이용은 1940년 세계2차 대전 중 독일에
서 식물성 지방과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
미세조류는 염료, 기름, 탄화수소를 생산하여 대체 에너지로써 이용가
능하며 토양의 정화와 비료[4] 및 동물사료[5,6]로서 산업적으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세조류에서 합성되는 기능성 색소는 산
화방지 및 노화방지제로서 이용된다[7].
Nannochloropsis의 경우 1∼4 µm[8]로 크기가 작으며[9] 수산양식
용 사료로 많이 이용된다[10]. Nannochloropsis의 superfamily에는 N.
gaditana, N. oculata, N. salina, N. granulata, N. limnetica 등이 있으며[9],
Nannochloropsis oculata는 중금속과 고광도 빛에 의하여 차별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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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하와이, 미얀마, 태국,
브라질, 중국에서 실용화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
렷하고 기온차가 크며, 넓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용화되기
어렵다[24-26].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밀폐형 광생물반응기가[23] 보고
되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실용화되고 있지는 않다[21].
미세조류는 빛 이외에도 다양한 성장인자를 요구하며 물과 이산화
탄소, 여러 영양분[27] 뿐만 아니라 pH, 온도, 배지성분, 교반속도 및
염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조절되어진다[7]. 본 연구는 배양
에 필수적인 기본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CO2의 영향에 따른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는 Nannochloropsis
oculata의 대량 배양에 필요한 효율이 높은 광생물 반응기 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연구로써 Nannochloropsis oculata의 고농도 배양과 산업
화에 이용이 기대된다.

2. 실

험

2.1. 균주 및 배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세조류는 해양 서식 녹조식물문 중 녹조강인
Nannochloropsis oculata NIES-2145 (Npo-2145)이다. 2.3∼2.5 µm의
크기를 가진 구형의 형태로 일본국립환경연구소(www.nies.go.jp)
Microbial Culture Collection at NIES (NIES)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
였다. 균주 배양에 사용된 배지는 f/2 배지를 사용하였다[8]. f/2 배지
는 121 ℃에서 15 min간 멸균, 냉각 후 사용하였다.

Figure 1. Calibration curve and the equation to measure Dry cell
weight (optical density at A680).
2.4. 클로로필 추출 및 분석

Nannochloropsis oculata의 클로로필 추출은 G. A. Codd의 방법[29]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 mL 균체를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100% methanol 1 mL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60 ℃에서 30 min 추출한
다음 0 ℃에서 5 min 냉각시켜 650, 6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클로로필 함량을 계산하였다.
Chlorophyll (mg/L) = 25.5 × A650 + 4 × A665[30]

3. 결과 및 고찰

2.2. 배양조건

균주는 300 mL 삼각플라스크에 배지 150 mL을 사용하였으며, 교반
속도는 180 rpm, 광도 3000 lux[28]의 조건하에 초기접종농도 0.40 g/L
로 배양하였다. 반응기 내의 광 조사는 광주기 12 h : 12 h (light :
dark)으로 명반응시 형광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온
도와 조도가 적절히 조절되는 배양기 내부에서 실시하였으며, 균주의
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0일마다 계대배양을 실시하였
다. 균주의 최적 배양 온도를 확립하기 위해 25, 30, 35 ℃로 온도 조
건을 변화하여 20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초기 pH는 pH 6.5∼9.5까지
1.0 단위로 6 N-HCl, 6 N-NaOH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배지에 사용
된 물(배양액)은 인공해수(Acworth, Georgia 30102 U.S.A.)를 사용하
였으며, CO2의 영향에 대한 실험의 배양조건으로는 5% (vol/vol,
CO2/Air)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0.1 vvm (vol/vol⋅min)으로 공급하였
다. 주입되는 기체는 0.2 µm의 필터를 통과시켜 기체에 포함된 오염
균을 배제시켰다[22].
2.3. 균체량 분석

균체량은 UV/Vis 분광기(Optizen 2120UV, Mecacy Ltd, Korea)를
이용하여 68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optical density, O.D.)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때 흡광도와 세포의 건조 질량과는 직선적
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건조 균체량(dry cell weight, DCW)의 상
관관계식(Figure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건조 균체량은 미리 건조
기에서 건조하여 항량된 여과종이를 이용하여 여과된 균체를 105 ℃
로 조절된 건조기에서 3 h 동안 건조시킨 후 얻어진 건조무게로부터
건조 균체량을 계산하여 O.D. 값과의 상관관계식을 산출하였다.
Dry cell weight (g/L) = 0.2563 × A680 + 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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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양 온도의 영향

Nannochloropsis oculata의 온도에 따른 세포성장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광도를 3000 lux로 고정하고, 25, 30, 35 ℃의 배양 온도 조건을
확립하여 20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세포성장 확인은 UV/Vis 분광기로 5일 간격으로 20일간 O.D. 값을
측정 하여 건조 균체량으로 환산하였다. 25 ℃에서는 초기접종 농도
0.40 g/L에서 0.75 g/L로 세포의 성장이 2배가량 증가하면서 가장 좋
은 성장을 보였으며, 30 ℃에서는 세포성장이 0.57 g/L로 25 ℃보다는
느리게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5 ℃에서는 0.40 g/L로 세포성
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 보고된 L. Krienitz의 연구[28]와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배양된 미세조류의 색깔을 비교해 보았
을 때, 25 ℃에서 가장 진한 초록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35 ℃ 에서는 투명한 색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2(B)).
D. S. Joo의 연구[24]에 의하면 Spirulina platensis 균주는 45 ℃에서
5일간 배양시 미세조류의 성장이 중지되고, 탈색이 일어나면서 사멸
한다고 보고되었는데, Nannochloropsis oculata 역시 35 ℃에서는 색
깔이 탈색이 일어나면서 사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
로 이후의 실험은 25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초기 pH의 영향

배양온도 25 ℃, 광도 3000 lux로 고정하고, 초기 pH 6.5∼9.5까지
1.0 단위로 총 4종류의 실험 군으로 pH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ure 3), pH 8.5에서는 0.77 g/L의 균체량을 생산하여 가장 우수한
성장을 보였으며, 0.60 g/L의 균체량을 생산한 pH 9.5에 비해 균체량
이 1.28배 더 많이 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 6.5, 7.5일 때의 균
체량은 각각 0.63, 0.73 g/L를 생산하였으며, pH 8.5 > 7.5 > 6.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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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Figure 2.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A) Cell growth at 25 ℃ (■), 30 ℃ (□), 35 ℃ (●) and
(B) The algae cells grown after 20 day incubation.

(B)

Figure 4. Effects of artificial seawater content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Artificial seawater content. 1% (■), 2%
(□), 3% (●), 4% (◯), and 5% (▲). (A) Cell growth and (B) pH
changes during the culture.
이 비교적 높은 3%의 인공해수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4. 배지 농도에 따른 성장

Figure 3. The influence of initial pH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pH 6.5 (●), pH 7.5 (■), pH 8.5 (◯), and pH 9.5 (□).
순으로 성장 속도를 보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pH 6.5 이하의 산성
조건과 pH 9.5 이상의 알칼리 조건에서는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3.3. 인공해수 농도의 영향

인공해수의 농도가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5일 간격으로 20일간 pH와
O.D. 값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인공
해수 1%일 때에는 세포성장이 0.48 g/L로 성장이 저조하였으며 2, 4,
5%일 때는 세포성장이 각각 0.65, 0.67, 0.66 g/L로 서로 비슷한 성장
을 관찰하였다. 인공해수 3%의 경우 세포성장이 0.70 g/L로 1%에 비
해 약 1.45배 정도 좋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일정량의 인공해수
는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상의 인공
해수는 미세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이후 실험은 해수의 농도와 유사하고 이 실험에서 균체 성장량

배지의 농도에 따른 세포의 성장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균주의 기본
배지인 f/2를 기초로 하여 f, 2f, 3f, 4f, 5f 농도로 배지를 만들어 배양
하였다. Nannochloropsis oculata 배양에 이용되는 f/2 배지는 증류수
가 아닌 해수(부산 연근해)를 이용하였다. 확인결과 f/2 배지에서 배양
하였을 때 균체생산량은 1.44 g/L이었으며, f, 2f, 3f, 4f, 5f는 각각
1.52, 1.56, 1.55, 1.54, 1.52 g/L로 서로 비슷한 균체를 생산하였다
(Figure 5). 본 실험에서는 배지의 농도가 진할수록 영양분 공급이 원
활하게 이루어져서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이 더 좋을 것이라
는 예측과는 달리 고농도의 배지에서도 저농도의 배지일 때와 마찬가
지로 균체 성장은 서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번의 반복실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에 있어서 f/2 배지의 농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염분 비에 따른 균체성장

본 실험에서는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과 염도별 배양액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증류수, NaCl, 인공해수와 해수 총 4종류를 선정
하여 실험하였다. NaCl과 인공해수의 경우는 증류수에 NaCl과 인공
해수를 각각 3%의 농도로 만들었으며, 해수(부산 연근해)의 경우 해
수를 여과한 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증류수와 NaCl은 초기 접종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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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influence of f/2 medium concentration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f/2 (■), f (□), 2f (●), 3f (◯), 4f (▲), and
5f (△).

(A)

Figure 6. The influence of culture media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D.W. (■), NaCl (□), artificial seawater (●), sea water (◯).

(B)

(C)

Figure 7. The effect of CO2 on the growth of Nannochloropsis oculata. CO2 : 5% CO2 flue gas supply with air (●), Non-CO2 : environmental
air(◯). (A) Cell growth, (B) pH changes, and (C) chlorophyll Production/ dry cell weight.
인 0.40 g/L보다 낮은 0.38와 0.36 g/L로 Nannochloropsis oculata가 사
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해수와 해수에서는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며 각각 0.50와 0.54 g/L로 초기 접종농도보다 약 1.3배 높
은 세포성장률을 보였다(Figure 6). 이 결과를 토대로 해수 및 인공해
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들이 Nannochloropsis oculata의 성장
에 필요한 필수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절과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해수 대신 항상 일정한
염 농도 조건을 갖춘 인공해수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6. CO2의 영향

CO2 영향은 Spirulina platensis의 배양조건[22]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기 균체 접종농도 0.40 g/L로 25일 배양결과, CO2를 공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0.76 g/L의 균체를 생산하였으며, CO2 공급 이
후 1.50 g/L의 균체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CO2를 공급 하였을 때 세포
의 성장이 약 2배정도 높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7(A)). 클
로로필 함량 또한 CO2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26.23 mg/L 생산하
였으나, CO2 공급 이후 43.11 mg/L 생산하여 1.64배 높은 클로로필
함량을 보였다(Figure 7(C)). CO2를 공급하였을 때 CO2 공급 11일 이
후 pH가 6.8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최적의 pH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
과를 보였으며, 배양 후반부로 갈수록 pH의 변화가 작았다. 그러나
CO2를 공급하면 pH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CO2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균체량을 생산하였다. CO2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
양 4일째 되던 날 초기 pH 8.5에서 pH 10.3으로 높아지면서 21일 동
안 비슷한 pH 경향을 보였다(Figure 7(B)). 위 결과는 Nannochloropsis
oculata배양에 있어서 일정량의 CO2공급은 균체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클로로필함량 증가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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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Nannochloropsis oculata의 대량배양을 위한 효율적인 광생물반응
기를 개발함에 있어 최적의 배양조건 확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Nannochloropsis oculata의 대량배양을 위해 배양조건을 확립하고자
Nannochloropsis oculata의 최적온도, 초기 pH, 배양액 변경, 인공해수
농도, 배지농도, CO2 주입에 따른 영향을 균체의 성장과 클로로필 함
량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최적 배양 조건을 선정하였다.
온도 25 ℃에서는 초록색을 띄며 0.75 g/L의 균체를 생산하여 성장이
가장 좋았다. 초기 pH의 경우 pH 8.5에서 0.77 g/L 균체를 생산하여
성장이 가장 좋았으나, pH 6.5 이하 산성조건과 pH 9.5 이상의 알칼리
조건에서는 성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공해수를 이용하여 배
양한 실험에서 균체의 성장이 0.68 g/L로 다른 배양액(증류수, NaCl)
보다 성장이 좋음을 확인하였고, 인공해수 3%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되었다. f/2는 보다 높은 배지조건에서는 생장률이 커
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CO2를 주입하여 배양 하였
을 때 균체의 성장이 1.50 g/L로 CO2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CO2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클로로필의 함량이
26.23 mg/L이였지만, CO2를 공급한 이후에는 43.11 mg/L로 1.64배 높
은 클로로필 생산율을 보였다. 이 실험은 Nannochloropsis oculata의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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