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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Nannochloropsis oculata (N. oculata)와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는 다른 미세조류에 비해 높은 중성지질 
함유량으로 인해 바이오 디젤 생산에 중요한 자원이다. 나노기포 산소수, 수소수를 이용해 만든 배지에서 미세조류를 
배양하였다. N. oculata 배양 결과 세포 성장은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며 지질 함량은 대조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vulgaris 역시 N. oculata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미세조류의 광합성으로 인한 색소의 함량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클로로필 함량은 나노 기포산소수와 수소수에서 배양한 N. 
oculata가 대조군 보다 약 54%, 30% 증가하였으며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각각 21%, 25%씩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C. 
vulgaris의 클로로필 함량은 기포산소수와 수소수에서 대조군보다 59%, 39% 증가하였으며 카로티노이드 함량도 49%, 
29% 증가하였다.

Microalgae Nannochloropsis oculata (N. oculta) and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 are important sources for biodisel because 
of the high content of neutral lipids. Stable nano bubble is maintained for a long time and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use 
in biotechnology. In this study, effects of nano bubble oxygen or hydrogen water on the microalgae growth were characterized. 
The cell growth in nano bubble water was similar to that of control, and the total lipid content was rather low. But, chlorophyll 
content of N. oculata grown in nanno bubble oxygen and hydrogen water increased 54% and 30%, and increased 59%, 39% 
in C. vulgaris. Carotenoid content also increased 21%, 25% in N. oculata and 49%, 29% in C. vulgaris grown in nano bubble 
oxygen and hydrogen water. From these results, nano bubble water seems to enhance the photosynthetic capacity of 
micro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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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미세조류는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통해 생

장하는 생물로 광합성률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높으며 세포의 성장 

또한 빨라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적합하다[1]. 미세조류가 함유하고 있는 

지질은 바이오 디젤 생산에 이용된다[2]. 바이오 디젤 생산에 이용되는 

미세조류는 지질 함량이 높은 Nannochloropsis oculata, Chlorell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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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Nannochloropsis oculata (N. oculata)는 해수에 존재하는 미

세조류로 양식용 사료로 주로 이용되며 지질 함량이 다른 미세조류에 

비해 높다고 보고된다[3,4].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 또한 N. 
oculata와 동일한 환경에서 생장하는 미세조류로 건조중량당 14∼30%

의 지질을 함유한다고 알려져 있다[5]. N. oculata와 C. vulgaris는 광합

성을 통해 chlorophyll과 carotenoid계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으며 N. 
oculata는 lutein, zeaxanthin, β-carotene, α-carotene을, C. vulgaris는 

cantaxanthin과 astaxanthin을 함유한다[6]. 

나노 기술은 주로 환경, 수산양식,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며, 나노 기

술 가운데 나노 버블 연구는 폐수를 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나노 

버블은 마이크로 버블이 자연상태에서 수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크

기가 약 0.5∼10 μm 범위의 극초미세기포이다[7,8]. 나노 버블을 수처

리에 이용할 때에 공기 용해효율이 높아 대전작용, 물리적 흡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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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나다고 보고되어 있다[9]. 또한 대전 효과가 높아 안정화된 나노 

버블은 기포 특성이 장시간 유지되기에 생명공학 분야와 의학적인 응

용이 가능하다[10]. 나노 기포수는 산소나 수소 등의 기체를 나노 기포 

상태로 물속에 체류시킨 물의 종류로, 포화용해도 이상으로 기체를 물

속에 용해시킨다. 산소가 순수한 물에 용해될 때에 용해된 산소 원자 

또는 분자는 물 분자와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고 물 분자 격자 사이에 

일종의 이물질로 존재한다. 이때 물 분자 내부에 허용 가능한 범위의 

이물질 농도를 포화용해도라 하는데, 포화용해도를 초과하는 기체는 

물속에 잔류하지 못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액체 외부로 방출된다. 

M. Takahashi 등[11]은 미세기포의 크기가 50 μm 이상이면 수초 이내

에 수면위로 부상하여 대기중으로 확산되지만, 이하일 경우에는 곧바

로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물속에 잔류하여 수개월 이상 수중에 체류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물속에 잔류하는 기포 중의 일부는 외

부압력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축 혹은 액체 내 파열된다고 발표

하였다. 물속에 오랜기간 동안 체류하는 기포의 경우 물 분자의 브라운

운동, 음의 표면전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기포 간 정전기적 반발력, 

인접한 물 분자끼리 무수히 반복되는 수소 결합 및 이들의 분해 또는 

반데르발스 결합처럼 기포의 부력에 대항하는 여려 현상을 통해 미세 

기포가 액체 중에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있다[12].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이산화탄소의 주입이나 

배지의 pH, 빛 세기 등이 있다. 미세조류의 이산화탄소 첨가 방법은 

컬럼이나 마이크로 버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 예로, Chiu 등[13]은 컬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N. oculata를 배양하였으며 2%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배양했을 때

에 성장률이 가장 좋았으며 중성지질의 함량 또한 증가함을 보고하였

다. Ranjbar 등[14]은 광배양기에 버블 컬럼을 넣어 미세조류를 배양하

였으며 이를 통해 고 효율의 astaxanthin의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광배양기에 airlift loop를 이용한 Zimmerman 등[15]은 Chiu와 달리 

Dunaliela salina (D. salina)를 배양하고 마이크로 버블 시스템을 이용

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다.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함께 주입되었는

데, 이산화탄소를 넣은 세포의 성장은 증가한데 반해 산소를 주입한 

세포의 성장은 대조군에 비해 저해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산소를 넣

어 미세조류를 배양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세포의 성장

은 저해된다. 하지만 최근 미세조류 광배양시 고려되는 빛 세기, 온도, 

pH 와 같은 조건과 달리 산소를 주입하는 것이 세포의 성장에 비 의존

적인 조건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광합성 과정의 산소와 빛이 병합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는 Raso 등[16]의 연구로 산소의 주입 양을 달리하

여 미세조류의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Raso 등은 산소의 농도에 따

른 Nannochloropsis sp. 성장연구를 진행하였고, 배지 내 녹아 있는 산

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의 농도가 높아지며 세포 건조 중량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소의 주입은 배지 내 pH와 관련이 있는

데, J. E. Armstrong 등[17]은 빛을 저해하고 산소와 pH를 조절하여 

Cylindrotheca sp.를 배양하였으며 산소와 pH가 증가하면 세포의 농도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산소는 생물체가 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원소이며 수소는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생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수소나 지질과 같은 부산물이 생산된다. 위의 연구처럼 산소

와 이산화탄소 주입이나 pH 조절을 통해 미세조류를 배양한다면 생장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용한 나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는 기포형태로 체류하는 미세기포의 크기 및 개체수를 NTS 

(Nano Particle Tracking Analyzer)를 이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N. 

oculata와 C. vulgaris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세포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2. 실    험

2.1. 사용균주 및 배양방법

본 연구에는 Nannochloropsis oculata NIES-2145 (Npo-2145)와 

Chlorella vulgaris (KMMCC 191)를 사용하였다. N. oculata는 일본국

립환경연구소(Microbial Culture Collection at NIES (NIES))로부터 분

양받았으며 C. vulgaris는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서 분양받았다. F/2

배지를 사용하여 250 mL 삼각플라스크에서 working volume 100 mL

로 25 ℃, 120 rpm, 광도 3000 lux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광주기는 

12 h : 12 h (명 : 암)으로 명반응 시 형광등을 사용하였다(18). F/2 배지

는 1 L의 인공해수에 NaNO3 150 mg, NaH2PO4⋅9H2O 8.69 mg, ferric 

EDTA 10 mg, MnCl2 0.22 mg, CoCl2 0.11 mg, CuSO4 ⋅5H2O 0.0196 

mg, ZnSO4⋅7H2O 0.044 mg, Na2SiO3⋅9H2O 50 mg, Na2MoO4⋅2H2O 

0.012 mg, Vitamine B12 1 mg, Biotin 1 mg, Thiamine⋅HCl 0.2 mg을 

첨가하여 제조한 후 121 ℃에서 15 min 멸균, 냉각 후 사용하였다[19].

2.2. 나노기포 산소수 및 수소수 제조 

나노기포를 배양액에 생성시키기 위해 poly-sulfone으로 제조한 약 

100 nm 크기의 표면기공을 갖는 중공사막(PS-001, (주) 퓨어멤)을 사

용하여 순도 99.9%의 공업용 산소 및 수소를 증류수에 약 2 h 동안 

버블링하였다. 배양액 속에 체류하는 기포의 크기 및 개체수 측정을 

위해 영국 Nano Sight Ltd. (www.nanosight.com)에서 제작한 LM10-HS 

모델의 Nano Particle Tracking Analyzer를 이용하였다. 

버블링 한 나노기포 수소수의 기포 크기를 측정한 결과 미세기포의 

평균 직경은 250 nm였으며 가장 많은 기포의 평균 크기는 107 nm, 

표준편차(SD)는 148 nm, 10% 내 기포 크기(D10)는 79 nm, 50% 내 

기포 크기(D50)는 512 nm, 90% 내 기포 크기(D90)는 478 nm였다. 나

노기포 수소수의 미세기포 개수는 2.05 × 108개로 확인되었다. 나노기

포 산소수의 미세기포 평균 직경은 173 nm, 가장 많은 기포의 평균 

크기는 129 nm, SD는 78 nm, D10은 75 nm, D50은 172 nm, D90은 

266 nm였으며 나노기포 산소수의 미세기포 개수는 1.75 × 108개였다. 

2.3. 나노기포 수소수, 산소수 배양

증식기의 N. oculata와 C. vulgaris 세포를 수확하여 680 nm에서 흡

광도를 0.3으로 조정하였다. 수소수와 산소수 배지를 만들기 위해 일반 

f/2 배지에 이용하는 인공해수를 3차 증류수가 아닌 나노기포 수소수

와 산소수로 대체하여 만들었다. 실험에 사용된 수소수와 산소수는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공 받은 것으로 나노 버블을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각각 첨가하였다. 

2.4. 색소 함량 분석

광합성을 통해 증가된 색소 함량 분석을 위해 24일 간 배양한 미세

조류 균주의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색소함량 

측정은 세포 1 mL을 13000 rpm에서 3 min 원심분리 한 뒤 상등액을 

제거하고 methanol 1 mL을 첨가하였다. 60 ℃에서 30 min 반응하고 

0 ℃에서 2 min 냉각시킨 후 13000 rpm에서 2 min 원심분리하여 상등

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등액은 UV/Vis분광기를 이용해 650, 653, 

461, 664 nm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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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ll growth of N. oculata and C. vulgaris i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 N. oculata, (B) C. vulgaris.

Figure 2. Linear correlation between fluorescence intensity and 
triolein concentration.

Chlorophyll (mg/L) = (A650 × 25.5) + (A655 ×4)

Carotenoid (mg/L) = (A461 + (0.046 × A664)) × 4

 

2.5. 지질함량 분석

배지 조성에 따른 균주의 지질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Chen 등[21]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세포의 흡광도를 0.5로 조정한 후 세

포 10 μL와 증류수 138 μL, nile red 2 μL 그리고 DMSO 50 μL를 

혼합하고 40 ℃ 배양기에서 10 min 반응하였다. 형광광도계(Infinite F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excitation 495 nm, emission 620 

nm에서 형광값(fluorescence intensity)을 측정하였다. nile red로 염색된 

세포의 형광값과 미세조류 자체의 형광값을 빼서 나타내었다. 세포내 

중성지질 함량 정량을 위해 Bertozzini 등[22]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

에 이용하였다. 중성지질의 검량선 작성을 위해 triolein (sigma)를 이용

하였다. Triolein의 농도별로 nile red 염색 시행 후 형광값을 측정하였

다. 측정한 형광 강도를 이용해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중성지질 함량을 측정하였다[23].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기포 산소수, 수소수 배지에 따른 세포 생장

나노기포 산소수, 수소수 그리고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녹인 인공

해수를 기본으로 f/2 배지를 만들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세 종류의 배

지에 동일한 균주를 접종하여 배지에 따른 세포 성장을 살펴보았다. 

N. oculata의 배지 성분에 따른 세포 성장을 보면 기본 3차 증류수로 

제조한 f/2와 나노기포 산소수, 수소수 배지의 세포 성장은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나 나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의 배지 내 미세조류 성장은 

점차 증가하였으며(Figure 1(A)), C. vulgaris 균주 또한 N. oculata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Figure 1(B)).나노기포 산소수와 수

소수의 미세조류 생장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요인으로는 배지의 pH

와 용존산소(DO) 함량이 있다. 세 종류의 배지 pH를 측정해보니 수소

를 첨가한 배지는 7.3, 산소를 첨가한 배지는 7.5, 대조군으로 이용된 

f/2 배지는 7.8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지의 pH 변화는 미세조류 배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윤 등[24]은 bubble column을 이용하여 미세

조류를 배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에 pH 7에 가까운 배지에서 그렇

지 않은 배지보다 높은 세포 농도를 보였다. 이는 나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를 이용하여 배지 내 pH를 조절하여 미세조류를 배양한다면 대

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등[25]은 높은 용존산소의 

함유는 미세조류 생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하였다. 나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의 용존산소 함량은 orion versa star 40B pH/se meter kit 

(Therm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노기포 산소수의 경우 산소

를 주입한 초기에는 용존산소의 함량이 100∼150 ppm 정도이며, 1주

일 후에는 40∼60 ppm으로 감소하며 나노기포 수소수는 1500 ppd 

(mg/L)에서 1주일 후에는 700∼800 ppd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한 

용존산소의 함량은 1달 정도 유지되며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함량의 

유지기간이 매우 감소한다. N. oculata와 C. vulgaris는 25 ℃에서 배양

하는 미세조류이기 때문에 배지 내 용존산소 농도는 빠르게 감소하였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또한 대조군에 비해 pH가 낮은 

나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에서 배양한 미세조류의 성장이 약 10%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수소수, 산소수 배지에 따른 세포의 중성지질 함량 

미세조류 내 지질 함량은 nile red를 이용한 형광 강도를 이용해 측정

하였다. 중성 지질 함량을 정량하기 위해서 표준용액으로 triolein을 이

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23]. 세 종류의 배지에서 배양한 N. 
oculata와 C. vulgaris의 형광 강도 수치를 검량선을 이용해 중성지질 

함량을 정량하였다(Figure 2). 그 결과 N. oculata와 C. vulgaris 모두 

수소수와 산소수가 아닌 기본배지의 세포에서 중성지질 함유량이 높

음을 확인하였다(Figure 3). N. oculata 균주는 수소수와 산소수에서 배

양이 기본 배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질을 함유하였으며(Figure 3(A)), 

C. vulgaris 균주는 산소수가 수소수에 비해 낮은 지질 함유량을 확인

하였다(Figure 3(B)). 미세조류의 배양 환경 요소 가운데 pH를 조절하

면 세포 내 유용 물질 함유량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져 왔다. F. Han 

등[26]은 Chlorella pyrenoidosa를 이용하여 배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pH를 조절한다면 세포 내 지질 함유량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흔히 미세조류는 배양 환경에서 질소와 같은 필요한 영양소의 고갈 되

거나 배양 환경이 변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에 세포의 중성지

질 함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 등[27]은 Chlorella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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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Figure 3. Lipid content of N. oculata and C. vulgaris i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 N. oculata, (B) C. vulgaris.

B)A) C)

  

Figure 4.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 of N. oculata i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 Chlorophyll content, (B) Carotenoid 
content, (C) culture of microalgae o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nd control.

B)A) C)

Figure 5.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 of C. vulgaris i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 Chlorophyll content, (B) Carotenoid 
content, (C) culture of microalgae on nano-bubble oxygen/hydrogen water and control.

fed-batch 실험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면 균체의 농도만 

증가하였으며 영양분이 부족한 배양 말기에는 미세조류 내 지질의 농

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미세조류가 스트레스 하에 노출되

면 불리한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 지질의 대사를 변경하거나 지질의 합

성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미세조류의 균체량이 증가

하였으며 세포 내 지질 함량은 감소하였다. 이는 미세조류 세포의 배양 

환경이 적절하였으며 세포가 생존에 대처하는 스트레스가 적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3.3. 수소수, 산소수 배지에 따른 세포의 색소 함량

미세조류의 광합성 양에 따른 색소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chlorophyll과 carotenoid 함량을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이전 N. oculta 

와 C. vulgaris의 배양액 색을 보니 육안으로 보기에도 나노기포 산소

수와 수소수를 이용해 배양한 세포의 색이 대조군에 비해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C), Figure 5(C)). N. oculata의 chlorophyll 

과 carotenoid 함량을 비교하였다. 먼저 N. oculata의 chlorophyll 함량

을 비교하면 산소수에서 9.3 μg/mL, 수소수는 8.6 μg/mL로 대조군인 

일반배지에 비해 각각 54%, 3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A)). 

Carotenoid 함량 또한 산소수와 수소수가 대조군으로 이용된 일반 배

지에 비해 21%, 25%씩 증가하였다(Figure 4(B)). C. vulgaris의 

chlorophyll 함량은 산소수가 10.6 μg/mL, 수소수가 8.7 μg/mL로 대

조군에 비해 59%, 39% 증가하였으며 carotenoid 함량은 산소수, 수소

수 각각 49%, 29% 증가하였다(Figure 5). 

위의 결과들은 W. B. Zimmerman(15)과 K. Ying 등(28)의 연구결과

와 비슷한 결과이다. W. B. Zimmerman의 연구는 micro bubble을 이용

하여 Dunaliela salina를 배양하였으며 배양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세



328 최수정⋅김영화⋅정인하⋅이재화

공업화학, 제 25 권 제 3 호, 2014

포 건조중량과 함께 세포 내 색소의 함량또한 증가하였다. K. Ying의 

연구는 공기를 주입하며 Dunaliela salina를 배양하였으며 공기를 주입

하지 않은 대조군은 18일 동안 4.3 mg/L의 클로로필을 생산한데 반해 

공기를 주입한 세포에서는 32.7 mg/L의 클로로필을 생산하였다. 이는 

기포를 주입하여 미세조류를 배양할 경우 색소의 함량이 약 8배가량 

증가함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미세조류 배양 시 기포를 첨가하는 것

은 세포 생장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색소의 함량을 증가시킨다. 세포의 

생장과 색소의 함량 증가는 광합성에 따른 것으로 미세조류는 생장을 

위해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과정 중에서 chlorophyll과 carotenoid계 

화합물이 합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포 산소와 수소를 첨가하여 

배양한 미세조류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색소함량을 확인하였다. 나

노기포 산소수와 수소수의 생장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음을 확인하였

을 때에 색소의 함량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 버블 시스템을 이용해 산소와 수소를 첨가한 

배지에 N. oculata와 C. vulgaris를 배양하였다. 산소수와 수소수를 이

용한 배지에서 배양한 미세조류 균주들의 세포 성장은 아무 것도 첨가 

하지 않은 배지(대조군)와 비슷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포 내 

지질 함량은 세포를 nile red로 염색하여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세 

종류의 배지에서 배양한 N. oculata의 중성지질 함량은 대조군이 50.1 

μg/mL인데 반해 산소와 수소를 첨가한 배지에서는 각각 37.1 μg/mL, 

31.5 μg/mL로 감소하였다. C. vulgaris 또한 대조군에서는 33.3 μ

g/mL였으며 수소수를 첨가한 배지는 31.4 μg/mL로 대조군과 비슷한 

함량이었으나 산소수 첨가 배지의 지질 함량은 23.1 μg/mL로 대조군

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배지에 따른 세포의 클로로필과 카

로티노이드 함량을 비교해 보았으며 N. oculata와 C. vulgaris 모두 대

조군 배지 보다 산소와 수소를 첨가한 배지에서 최고 59% 증가하였다. 

나노 버블 시스템을 이용해 산소와 수소를 첨가한 배지에서 미세조류

를 배양한 결과 세포 내 중성지질 함량은 감소하였으나, 색소의 함량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나노 버블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세조류 배지 내 

이온의 양을 증가시켜 pH를 조절한다면 세포 내 광합성 양이 늘어나 

색소 함량 또한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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