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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Emitting Diode)를 이용한 미세조류 (Chaetoceros 
calcitrans)의 성장 및 생화학적 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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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ne microalgae Chaetoceros calcitrans was cultured under a fluorescent lamp (CON) and light-emitting diodes 
(LEDs) of various wavelengths (blue, LB; red, LR; green, LG; white, LW); changes in growth, fucoxanthin, chlorophyll-a, 
amino acid and fatty acid profiles were investigated. LR-exposed cultures exhibited the highest specific growth rate (SGR) 
(0.34), whereas LG-exposed cultures showed the lowest SGR (0.26). After cultivation for 10 days, the maximum dry cell 
weight (g/L) of LR-exposed cultur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ose exposed to other light conditions (LR≧
CON>LB≧LW≧LG). Eicosapentaenoic acid (EPA)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ON-exposed cultures compared to 
those exposed to LW (P<0.05), with no marked difference compared to those exposed to LB, LR and LG (P>0.05). The 
fucoxanthin content was highest in LB-exposed cultures (6.3㎍/mL), whereas LW showed the lowest (3.6㎍/mL; P<0.05). 
Chlorophyll-a content was highest in cultures exposed to LB compared to other light sources. These results suggest consistent 
differences in growth and biochemical composition after exposure to light of different wave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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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미세조류는 다양한 양소 및 생리활성물질의 

생산뿐만 아니라 광합성 능력에 기인한 고효율의 이산

화탄소 제거와 화석연료를 체하기 위한 바이오에너

지원으로써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Oh et al., 2003; 
Park et al., 2010). 하지만 미세조류가 산업적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량생산에 따른 바이오매스 

(biomass)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미세조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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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배양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

이다 (Coutteau and Sorgeloos, 1993).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양방법보다 배양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높

을 수 있는 배양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환경 조건하 (수온, 염분, pH, 이산화탄소 및 

광 조건 등)에서 최적 성장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광 관련인자는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Park et 
al., 2013). 특히, 광의 파장은 미세조류의 양적 성장과 

질적 함유량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원의 선

택은 인위적인 미세조류 배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이다 (Mouget et al., 2004; Sánchez-Saavedra and 
Voltolina, 2006). 

한편, 차세  에너지절약형의 체 광원인 발광다이

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는 다른 발광체보다 

친환경적으로 수명이 길고 소비전력이 낮으며 열 발생

이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Oh et al., 2007). 또한 가

시광선 의 모든 파장을 구현할 수 있어 해당 미세조류

의 광합성에 필요한 특정 파장만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유용 미세조류의 량배양에 효율적인 광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Das et al., 2011). 하지만 현재 

부분의 미세조류 배양장에서는 이러한 빛 파장에 따

른 광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형광등 (실내)과 자

연광 (실외)만을 이용하여 배양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

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파장의 LED 광원을 준

비하여 량배양이 용이하고 양소가 풍부하여 패류

양식산업에 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유용 미세조류 

Chaetoceros calcitrans (Raghavan et al., 2008)의 성장, 
클로로필-a (chlorophyll-a), 푸코잔틴 (fucoxanthin), 지

방산 (fatty acid) 및 아미노산 (amino acid) 함량의 변화

를 조사하여 최적 배양을 위한 광원을 선택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종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조류 (C. calcitrans)는 2013년 

3월에 국내 생산업체인 (주)NLP에서 종을 분양받아 지

속적으로 계 배양 (sub-culture)된 것을 이용하 다.

실험 장치 및 실험구

인큐베이터 (MIR-553, SANYO, Japan) 내부에 가로 

60 cm, 세로 65 cm의 공간을 확보하여 bar 형태의 LED 
램프 (SS-light 0.75 W, LED-SYSTEM Inc., Korea)를 

고정시켜 설치하 다 (Fig. 1). Bar 형태인 LED 램프를 

각 공간에 설치한 것이며, 이 때 투입된 전력은 각각 

3W로 동일하게 공급되었다. 설치된 각각의 LED 실험

구는 파장 가 다른 청색 (460 nm, LB), 녹색 (520 nm, 
LG), 적색 (630 nm, LR) 및 흰색 (복합파장, LW)이
으며, 여기에 실내 배양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형광

등 (FL10CW-10W, Wooree Inc., Korea)를 조구 

(CON)로 하여 3회 반복 실험하 다. LED 광원은 상부

에 설치된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광이 공급된 것이며, 
각각의 실험 공간은 칸막이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해당 

LED 광원만이 조명되었다. 

Fig. 1. Experiment view of LED light treatment. 

실험 조건

실험을 위해 멸균 해수가 담겨진 1L 유리플라스크  

(배양수 700 mL)에 C. calcitrans를 접종하고 conway 배
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규산염을 넣어주었다. 또한 LED 
램프가 설치된 곳에 미세조류가 접종된 유리플라스크

를 넣고 에어라인을 통해 폭기를 시켜주었으며, 이후 

인큐베이터의 온도를 22±1℃로 맞춰주어 10일간 회분 

(batch) 배양방법으로 실험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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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의 분석 방법

배양일수에 따른 양적 성장을 알아보고자 건조중량 

값을 산출하 다. 건조중량은 GF/C 여과지 (47 mm, 
WhatmanTM, UK)를 이용하여 20 mL의 배양수를 여과

하고 증류수로 남아있는 염을 녹인 후 10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하여 무게를 매일 측정하여 L당 g으로 환산하

여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배양일수 경과에 따른 상 성

장률 (Specific growth rate, SGR) 값은 Rico-Martinez 
and Dodson (1992)의 방법에 따라 구하 다.

한편, 클로로필-a 및 푸코잔틴과 같은 색소 함유량의 

변화는 Wellburn (1994)의 방법에 따라 분광광도계 

(V-550, JASCO, Japan)로 값을 측정한 후 공식에 입

하여 구하 으며, 그 외 지방산과 아미노산은 Park et 
al. (2013)의 방법에 따라 전처리를 행한 후 gas 
chromatography (HP6890 plus, Agilent, USA)와 아미노

산 분석기 (L-880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구하 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test)의 방법을 이용하 는데, 이는 독립변수 

(빛 광원)에 의해 종속변수 (세포 건조중량, 색소, 지방

산 및 아미노산 등)에 한 평균치의 차이를 살펴본 것

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 값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SPSS 
program (Ver. 14.0)으로 검정하여 나타내었다. 이 때 

그림 및 표에 나타낸 상이한 문자나 윗첨자는 유의성 

(P<0.05, 신뢰수준 95%)에서 서로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과

광원에 따른 C. calcitrans의 성장

세포성장에 따른 건조중량과 상 성장률 (SGR)을 

Fig. 2과 Fig. 3에 나타내었다. 세포성장에 따른 건조중

량은 4일째부터 실험구간 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기 시작하여 8일째 LR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건조중량 

값 (0.73 g/L)을 보여 다른 LED 실험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P<0.05). 하지만 조구인 CON (0.68  
g/L)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반면 

LG는 0.54 g/L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P<0.05). 또한 상 성장률인 SGR 값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 LR에서 0.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G에서

는 0.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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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y cell weight (g/L) of Chaetoceros calcitrans cultured 10 
days under various light sources. LB, LED blue; LR, LED red; LG, 
LED green; LW, LED white; CON, fluorescen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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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fic growth rate (SGR) of Chaetoceros calcitrans cultured 
at the different light sources. Letters of "a" to "d"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non-order symbo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otally different letters (ex. a:b or a:c etc) between light 
conditio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while a same 
superscript (ex. a:ab or b:ab)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색소 함량의 변화

광원에 따른 C. calcitrans의 클로로필-a와 푸코잔틴 

함량의 변화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클로로필

-a의 최 값은 LB에서 3.9 mg/L로 조구인 CON의 

2.8 mg/L 보다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LR, LG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LW는 1.3 mg/L로 가

장 낮은 값을 보 다 (P<0.05). 푸코잔틴의 함량도 LB
에서 가장 높은 6.3 ㎍/ mL로 나타났으며, CON과 LG
가 다음 그룹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반면 L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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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는 각각 3.6, 3.7 ㎍/mL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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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hlorophyll-a content (mg/L) of Chaetoceros 
calcitrans at various light sources. Symbols are same with Fig. 2. The 
different letters on bar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refer to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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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fucoxanthin content (μg/L) of Chaetoceros 
calcitrans at various light sources. Symbols are same with Fig. 2. The 
different letters on bar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refer to Fig. 3.  

지방산 및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

각기 다른 광원에 따른 C. calcitrans의 지방산 조성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FA (saturated fatty 
acids)은 LW 및 CON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LG를 

제외하곤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MUFA 
(mono unsaturated fatty acids)는 모든 실험구간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C18:2n6 (linoleic acid) 및 

C18:3n6 (gamma-linolenic acid)은 LR가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5). 또한 

C20:4n6 (arachidonic acid, ARA)은 LR에서 유의적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LB를 제외한 다른 실험구들

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본 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방산 중에 하나인 고도불포화지방

산 20:5n3 (eicosapetaenoic acid, EPA)은 CON에서 2.3 
(㎍/mg dry matter)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LW를 제외한 

다른 LED 실험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n-3 HUFA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s)의 

경우, 조구를 포함한 모든 실험구간에서 유의적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1. Fatty acid compositions (㎍/mg dry matter) of Chaetoceros 
calcitrans at various light sources*

Light1

Fatty acid
LB LR LG LW CON

∑SFA2 10.2 ab 10.5 ab 8.6 a 11.8 b 11.3 b

∑MUFA3 7.7 a 7.5 a 6.7 a 7.4 a 8.1 a

C18:2n6 1.3 a 1.8 b 1.3 a 1.5 ab 1.2 a

C18:3n6 0.7 a 0.9 b 0.7 ab 0.8 ab 0.6 ab

C20:4n6 0.8 a 1.1 b 0.8 ab 0.8 ab 0.9 ab

C20:5n3 1.9 ab 1.9 ab 1.8 ab 1.5 a 2.3 b

∑HUFA4 4.9 a 5.6 a 4.7 a 4.6 a 5.0 a

n-3 HUFA 2.2 a 1.9 a 1.8 a 1.5 a 2.3 a

n-6 HUFA 2.8 a 3.7 b 2.9 a 3.2 ab 2.7 a

n-9 HUFA 2.2 a 3.0 b 2.3 a 2.7 ab 2.1 a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groups in the same row and different 
letter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Refer to Fig. 2
2Saturated fatty acid; 6:0, 8: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20:0, 21:0
3Mono unsaturated fatty acid; 15:1, 16:1, 17:1, 18:1n9, 20:1, 22:1n-9, 
24:1
4Highly unsaturated fatty acid; 18:2n-6, 18:3n-3, 20:2, 18:3n-6, 
20:3n-6, 20:4n-6, 20:5n-3, 22:2, 22:6n-6

한편, 실험구에 따른 아미노산 함량 변화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구간을 비교했을 때, 필수아

미노산 및 비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특정 파장 에서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 항목간을 

비교해 볼 때, 파장에 따라 분명 필수아미노산 및 비필

수아미노산의 함량 변화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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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ino acid compositions (ng/mg dry matter) of Chaetoceros 
calcitrans at various light sources*

Light1

Amino acid LB LR LG LW CON

Aspartic acid 124.3 ab 120.8 ab 130.5 b 130.8 b 110.4 a

Threonine 49.7 ab 46.4 a 51.9 b 50.0 ab 50.2 ab

Serine 84.7 a 83.6 a 86.4 a 92.4 a 82.7 a

Glutamic acid 86.9 a 86.8 a 98.2 b 88.4 a 91.0 a

Glycine 43.2 ab 42.0 a 47.0 bc 43.1 ab 47.3 c

Alanine 57.0 a 55.6 a 63.9 b 59.1 ab 61.4 ab

Cysteine 7.0 a 6.6 a 7.1 a 7.4 a 7.7 a

Valine 46.4 a 44.9 a 49.0 a 48.6 a 47.4 a

Methionine 7.3 a 6.3 a 7.3 a 6.4 a 7.2 a

Isoleucine 30.6 a 30.7 a 34.1 b 32.3 ab 34.8 b

Leucine 59.9 a 60.0 a 66.3 b 62.6 ab 66.0 b

Tyrosine 21.5 ab 21.1 a 23.0 ab 20.0 a 26.9 b

Phenylalanine 47.7 ab  46.9 a 52.1 b 48.1 ab 50.8 ab

Lysine 42.5 a 42.3 a 46.6 a 45.0 a 53.4 b

HN3 19.4 a 18.1 a 20.3 a 19.9 a 18.6 a

Histidine 12.7 a 13.3 a 15.6 b 13.4 a 16.4 b

Arginine 38.5 a 38.3 a 42.1 b 38.8 a 45.0 b

Proline 49.6 a 47.4 a 50.4 a 51.6 a 44.8 a

EAA2 (%) 10.4 a 11.0 a 12.2 b 11.0 ab 12.4 b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groups in the same row and different 
letter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Refer to Fig. 2
2Essential amino acids

고 찰

광원에 따른 C. calcitrans의 성장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광원 중 400- 
700 nm의 파장 를 이용하나 모든 범위 내에서 광합성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적색광 (600-700 nm)
과 청색광 (400-500 nm)에서 미세조류의 성장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as et al., 2011). 또한 

미세조류 종마다 선호하는 파장 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 를 구현할 수 있는 

LED를 미세조류 배양에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배

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도 LED를 적용해 본 결

과, 각기 다른 파장에 따른 C. calcitrans은 분명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의 성장률 (SGR) 
및 세포성장에 따른 건조중량은 LR인 적색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Markou (2014)는 Arthrospira platensis

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blue LED에서 4.68 mg/L/day
인 반면 red LED에서는 30.69 mg/L/day으로 차이를 보

인다고 하 다. 또한 Wang et al. (2007)의 Spirulina 

platensis와 Choi et al. (2013)의 Chlorella sp. 및 Lee 
and Palsson (1994)의 C. pyrenoidosa도 red LED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적색광이 다른 LED 파장 와 형광등에 비해 

성장이 높은 이유로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광자 (photon)에 의한 빛 흡수의 전달 차이라 할 

수 있다. Figueroa et al. (1994)는 빛 흡수를 행하여 광

합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 전달함에 있어 적색광이 청색

광에 비해 1.2~1.5배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 다. 둘째로 탄소

원의 축적률 차이를 들 수 있다. 세포 내 탄소 축적률이 

높을 때 광합성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archetti et al., 2013), 특히 다른 파장 에 비해 적색

광 파장 에서 탄소 축적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Figueroa et al., 1995). Aguilera et al. (2000)는 

Porphyra leucosticta에게 흰색, 청색 및 적색광에 따라 

탄소 사작용의 향을 살펴본 결과, 적색광에 비해 

청색광에서 탄소의 축적이 낮아 결국 성장률과 바이오

매스가 낮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 다. 셋째로 광합성

유효광량자 (umol/m2/s)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Choi 
et al. (2013)의 실험에서 형광등은 64 W로 4,500 lux이
나 유사한 빛 세기를 가지고 있는 red LED에 비해 광

합성유효광량자속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2.5배 느리며, 생산량은 50% 감소한다고 하 다. 마지

막으로 세포 내 동화작용 및 사작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Figueroa et al. (1995)는 색소 당 산소 발생을 통

한 광합성률을 측정한 결과, red LED가 다른 광에 비

해 빛 흡수의 효율성이 높다고 하 으며, 이로 인해 광

합성 유도 유전자의 전사 및 효소활성과 같은 세포 내 

동화작용 및 사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고하

다 (Ruyters, 1984; Das et al., 2011). 이처럼 본 연구

에서도 red LED가 다른 LED와 형광등에 비해 높은 성

장률과 바이오매스를 보 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

유들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한편, 본 실험에서 흰색계열인 LW (복합파장) 및 

RGB 조합인 형광등 ( 조구)과 green LED인 L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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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 을 뿐이지 성

장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니다. Schofield et al. 
(1990)는 C. gracilis를 RGB 광원인 white로 배양했을 

때 성장 및 광합성이 향상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

도 부정적인 향은 받지 않았으며, 성장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기 때문에 본 종을 배양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LG의 경우 

성장률은 다른 조명등에 비해 유독 낮았는데, 이는 빛

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빛 파장

을 수용하여 광합성을 행한 결과이므로 본 종을 배양하

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광원이라 판단되어진다.

색소 함량의 변화

광합성에 의해 축적되는 미세조류의 색소 함량 및 축

적할 수 있는 생합성 능력은 환경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고 하 으며, 그 중에서도 빛의 파장은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하 다 (Mouget et al., 2004). 실제 

Figueroa et al. (1995)는 빛 파장에 의해 chlorophyll, 
phycocyanin, phycoerythrin와 같은 주색소 및 보조색소

의 함유량이 차이를 보인다고 하 으며, Katsuda et al. 
(2006)는 Haematococcus pluvialis도 LED 광원에 따라 

astaxanthin의 축적률이 달라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

구에서 C. calcitrans의 chlorophyll-a 함유량은 blue 파
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포 성장이 높았던 red 파
장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파장 에 따른 

chlorophyll-a 축적률의 차이 때문이라 판단되어진다. 
광합성을 통한 세포 성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chlorophyll-a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선호하는 

파장 가 아니기에 광합성을 위해 빛을 더욱 활용하고

자 성장이 유리했던 red 파장 에 비하여 그렇지 않았

던 blue 파장 에서 chlorophyll-a 생합성이 더욱 유리

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Kim et al., 2011). 또한 

Seyfabadi et al. (2011)는 성장이 유리한 파장 에서 세

포분열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미처 chlrophyll을 축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연구보고도 

있어 이러한 향도 작용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한편, 최근 fucoxanthin은 다양한 의약산업 및 식품산

업 분야에서 그 이용성이 넓어지고 있는 유용 색소로 

현장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amers et al., 
2010; Peng et al., 2011). 본 연구결과, fucoxanthin의 

함량은 chlorophyll-a 함량과 같은 경향을 보여 성장이 

다소 낮았던 blue LE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성장과 색소함량에 한 LED 광원의 불일

치는 빛에 의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세포수

의 감소와 함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Lamers et al., 
2010; Shariati and Hadi, 2011), 스트레스 환경 조건에

서 세포분열을 행하는 동안에는 최 한 빛 흡수의 양을 

많이 하려는 방어기작이 작용하여 세포 당 fucoxanthin 
축적률은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Shariati and Hadi, 2011). 실제 blue LED 파장은 자외

선에 가까운 단파장이므로 성장보다는 스트레스에 

한 사작용이 촉진되어 세포성장은 저해되나 (Ben- 
Amotz et al., 1989), fucoxanthin과 같은 색소의 함량은 

성장에 유리했던 다른 파장에 비해 높게 축적되었던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실제로 Mogedas et al. (2009)의 광

합성활성광 (400-700 nm)에 UV-A (320-400 nm)를 보

충해 주는 실험에서 carotenoid 축적량은 UV-A를 비춰

주지 않은 조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UV 광원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미세조류의 반

응기작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Mogedas et al., 2009).

지방산 및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

미세조류의 지방산 및 아미노산과 같은 생화학적 조

성은 배양환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빛 광

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Pratoomyot et al., 
2005; Park et al., 2013; Saha et al., 2013). 최근 미세조

류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는 지방산 중 C16~C18 계열의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

어 있기 때문이다 (Saha et al., 2013). 또한 높은 함량의 

SFA 및 MUFA는 원활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이상적인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산의 함량 

변화 유도는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Saha et 
al., 2013). 아울러, EPA 및 DHA와 같은 고도불포화지

방산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고부가

치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함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현

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Das et al., 2011; 
Yoshioka et al., 2012; Saha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SFA 및 

EPA와 같은 지방산의 함량 변화는 각기 다른 광원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자료에 의한 

것처럼 빛 파장에 따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s 
et al., 2011; Yoshioka et al., 2012; Sah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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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 et al. (2013)는 H. pluvialis에게 빛 광원과 양염의 

조건을 달리하여 SFA와 MUFA와 같은 지방산 함량의 

변화를 유도하 으며, Yoshioka et al. (2012)와 Das et al. 
(2011)도 각각 Isochrysis galbana 및 Nannochloropsis sp.
에게 LED 파장 를 달리하여 EPA와 DHA의 함량변화

를 유도하여 그에 따른 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단백질원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

성 평가는 구성아미노산의 조성 및 함량과 관련이 있으

며, 미세조류를 단백질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

수아미노산의 함량은 높을수록 효율적이다 (Webb and 
Chu, 1983). 이러한 측면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각기 다른 광원에 따라 분명 아미노산 함량 변화가 유

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특정 파장 에서 필

수 및 비필수아미노산 함량 변화가 규칙적인 변화를 유

도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필수아미노산

의 총량 (EAA)은 green LED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Park et al. (2013)에서 Nannochloropsis sp. 종과 동

일하게 나타난 결과로 green 파장 에서 보다 자극을 

받아 이에 더욱 활발하게 합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결 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파장 가 다른 LED를 
조명했을 때 세포성장, 색소 (chlorophyll-a, fucoxanthin), 
아미노산 및 지방산 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 세포성장 및 성장률을 고려한

다면 red LED로 본 종을 배양하는 것이 유리하나 색소

는 blue LED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에 특정 지방산 및 아미노산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적

합한 파장 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양 목적이 다르다면 그에 맞는 특정 파장의 

광원으로 본 종을 배양하여 원하고자 하는 물질을 얻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추후 2개 파장

의 혼합 광원을 이용한 실험을 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

를 얻는다면 본 종을 배양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최적

의 광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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