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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생물학적 수소생산 잠재력을 가진 한국산 단세포성 남세균 단종배양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5부터 4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역의 68개 정점에서 반복적으로 시료를 채집하였다. 확보된 77개 종주의 단종배양체 가운데 6개 종

주(KNU CB-MAL002, 026, 031, 054, 055, 058)는 일반적인 수소생산 조건에서 0.15 mL H2 mL-1 이상의 수소 누

적량을 나타내었고, 60시간 이상의 수소 지속생산을 기록하였다. 6개 실험 종주의 수소생산을 더욱 높여주는 최적의

공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각 종주의 수온 및 염분 등급 별 성장도를 측정하여, 종주 간의 차이(inter-

strain difference)를 비교 하였다. 실험 종주 6개의 일일 최대 성장률은 1.78~2.08 범위로 높았고, 모든 실험 종주가

질소고정능을 나타내어, 광생물학적 수소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16S rRNA 분석결과, 실험 종주 들은

Cyanothece sp. ATCC51142와 높은 유사도(99%)를 보였으나, 6개의 종주 모두가 분자계통도에서는 ATCC51142와

서로 다른 clade에 별도로 나뉘어져, 본 실험 종주의 일부는 신종일 가능성이 있다. 엽록소-a는 건중량 대비 함유량이

3.4~7.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보조색소인 홍조소와 남조소의 함유량은 대서양산 남세균 Synechococcus sp. Miami

BG03511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적 성장온도로 확인된 30~35 oC 구간 밖의 온도에서는 성장이 크게 제한되었으며,

40 oC의 고온에서는 모든 실험종주의 성장이 거의 정지됨을 확인하였다. 실험 종주들은 30 psu의 염분에서 성장이

우세하였다. 이 가운데 CB055 종주는 15 psu까지의 상대적 저염 구간에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하여, 염분의 변동에

대한 내성이 높은 종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광염 특성의 종주는 연안수의 계절적인 염분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온대 연안역에서 이 종주를 생물공학적으로 응용하게 될 경우, 기반해수의 계절적인 염분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양

공정상의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규명된 각 종주 별 생리적 특성 자료는 향후 광생물학

적 수소생산 최적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모델연구에 긴요할 것이다.

To set up unicellular cyanobacterial strains with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potential, live samples were

repeatedly collected from 68 stations in the coastal zone of Korea for the four years since 2005. Among 77 cya-

nobacterial strains established six (KNU strains, CB-MAL002, 026, 031, 054, 055 and 058) were finally chosen

as the excellent strains for H2 production with H2 accumulation over 0.15 mL H2 mL-1 under general basic H2

production conditions as well as positive H2 production for more than 60 hr. To explore optimum procedures for

higher H2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six cyanobacterial strains, the inter-strain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

under the gradient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investigated. The maximum daily growth rates of the

Received April 22, 2015; Revised June 22, 2015; Accepted July 22, 2015

*Corresponding author: ywonho@kunsan.ac.kr



132 박종우 · 김주희 · 조애라 · 정연덕 · 김평중 · 김형섭 · 이원호

six strains ranged from 1.78 to 2.08, and all of them exhibited N2-fixation ability.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16S rRNA sequences, all the test strains were quite close to Cyanothece sp. ATCC51142 (99%). The six strains,

however, were grouped into separate clades from strain ATCC51142 in the molecular phylogeny diagram. Chlo-

rophyll-a content was 3.4~7.8% of the total dried weight, and the phycoerythrin and phycocyanin contents were

half of those in the Atlantic strain, Synechococcus sp. Miami BG03511. The growth of the six strains was signifi-

cantly suppressed at temperatures above the optimal range, 30~35 oC, to be nearly stopped at 40 oC. The growth

was not inhibited by high salinities of 30 psu salinity in all the strains while strain CB055 maintained its high

growth rate at low salinities down to 15 psu. The euryhaline strains like CB055 might support massive biotech-

nological cultivation systems using natural basal seawater in temperate latitudes. base seawater. The biological

and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est strains may contribute to designing the optimal procedures for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by unicellular cyanobacteria. 

Key words: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unicellular marine cyanobacteria, strain-specific condition, N2-fixing

cyanobacteria, Synechococcus sp. Miami BG043511

서 론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수소생산 연구는 희소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약 30여년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경제적인 측면의 한계로 실용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수소생산 효율의 극대화 및 유용

물질 탐색 등을 겸행한 복합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단가를 줄

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생산능이 우수한 종주의 발굴이 시

급하며, 종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수소생산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질소고정 남세균 종주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작은 광합성기간과

수소생산기간으로 나뉘어져 일반 해양 미세조류의 수소생산 기작

이 광합성기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해

양 미세조류의 수소발생에 관여하는 hydrogenase 효소는 극도로

낮은 산소 분압에도 반응성이 심각하게 저하하여 지속적인 수소

생산에 적합하지 않아(Ghirardi et al., 2000), 수소생산은 몇 분 이

내에 멈추며, 동시에 나타나는 uptake hydrogenase 효소 작용으로

인해 생물이 생산 하는 전체 gas 중 1% 미만에 불과한 수소생산이

나타난다(Asada and Miyake, 1999). 그러나 질소고정 남세균은

nitrogenase 효소를 이용하여 수소생산을 할 수 있으며, nitrogenase

효소의 생산시기가 광합성시기와 중복되지 않아 산소에 대한 수

소생산 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09). 질소고정 남세균을 이용한 수소생산방법은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효율의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소

생산능이 우수한 종주가 필요하다. 우수 수소생산 종주가 확보되

어야만 수소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복합적 연구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소생산능이 있는 질소고정 남세균 77종주를 확보

한 후, 우수 수소생산 종주를 최종 선별하여 각 종주의 생리적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종 선별된 남세균 종주들이 내포하고

있는 색소체 분석을 통해 종간의 차이성을 확인하고, 수온 및 염

분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수소생산 고효율 조건 중 일차

적으로 필요한 유기물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수소생산 연구와 더불어 남세균 종주의 특성들을

고려한 기본연구의 병행을 통해 추가 복합연구를 수행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종주

질소고정 남세균 종주 중 타 종주 대비 최대 수소누적량이 높

고 수소생산시간이 긴 종주를 대상으로 최종 6종주를 선별하였다

Fig. 1. Light micrographs of the experimental cyanobacterial strains.

Scale bar =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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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able 1). 최종 선별된 6종주는 KNU CB-MAL002, 026,

031, 054, 055, 058이었으며, 모든 종주가 단세포 형태였으며 0.15 mL

H2 mL-1 이상의 최대 수소누적량을 보였고, 60시간 이상 수소생

성이 지속되어 최종선별 하였다(Table 1, Park et al., 2010; Park

et al., 2014). 또한 수소생산능이 우수한 종주로 알려진 대서양산

Synechococcus sp. Miami BG043511(Mitsui et al., 1987)를 비교

대상종주로 본 실험에 사용하여, 국내 종주와의 생리적 특성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

수소생산 종주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수소생산능이 확인된 국내산 6종주와 대서양산 1종주의 DNA를

추출하기 위해 세포농도가 약 0.1 × 108 cells mL-1이 되도록 배양한

후, 1 mL의 각각의 배양체를 4 oC, 12000 rpm 조건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pellet을 획득했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3차 증

류수 200 µL를 넣어 위 원심분리 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2회 실시하

여 해수의 염을 제거하였다. 염 제거 후 DNA extraction kit(Bioneer)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으며, 추출 DNA는 -20 oC에서 냉동 보

관 후 PCR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DNA에서 6종주의 small subunit(SSU) rDNA를 증폭하기

위하여 universal primers 27F(forward: 5'-AGA GTT TGA TCM

TGG CTC AG-3'; reverse:5'-TAC GGY TAC CTT GTT ACG ACT

T-3')를 이용하였다(Frank et al., 2008; Martin and Colleen, 1998).

PCR 반응액은 1×완충용액, 1.5 mM MgCl2, 0.2 mM dNTPs, 0.1%

BSA, 5% DMSO, 2.5 U Ex Taq polymerase(Takara, Japan), 0.5 µM

프라이머와 1 µL의 주형을 포함하여 최종 50 µl가 되도록 하였다

(Bioneer, Seoul, Korea).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수행은

pre-denature는 94 oC로 3분, denature는 95 oC로 45초, annealing은

55 oC에서 1분, elongation은 72 oC로 3분, post-elongation은 72 oC로

5분간 수행하였고 증폭반응은 40회 반복 수행하였다. PCR 산물은

1% 아가로즈 젤에 전개하고 EtBr로 염색 하여 UV하에서 DNA

band를 확인하였다. 

PCR product는 AccuPrep Purification Kit(Bioneer)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SSU rDNA 염기서열에 분석은 ABI PRISM® 3700 DNA

Analyze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USA)에 의해 분석되었고

모든 염기서열은 ContigExpress alignment program(InforMax,

Frederick, USA)과 NCBI Blast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http://blast.ncbi.nlm.nih.gov/Blast)를 이용하여 염기서

열을 확인하였다.

종주의 16S rDNA 유전자 염기 서열(약 1400bp 내외)을 이용

하여 Genbank의 Blast에서 근연종을 찾아 해당 남세균 종주들의

속한 그룹을 파악하였다. 근연종과의 16S rDNA 유전자 염기 서

열의 유사도가 낮은 그룹과 Genbank상에 등록된 해당 그룹의 근

연종들의 16S rDNA 유전자의 염기 서열들을 Genetic Data

Environment(GDE 2.2) program을 사용하여 정렬(alignment)하였

고 이때 16S rDNA의 secondary structure 정보를 고려하여 정렬 하

였다. 정렬된 염기서열은 Bayesian 분석을 위해 MODELTEST 3.7

(Posada and Crandall 1988)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았고 선

택된 모델은 MrBay 3.1.2 version(Huelsenbeck and Ronquist,

2001)을 이용하여 Bayesian value를 얻었다. Out group으로 진정

세균인 Escherichia를 설정하고, 7종주의 DNA sequence 분석 결

과와 7종주와 유사한 종주로 보고된 바 있는 여러 남세균 종주들의

염기서열 database를 이용하여 secondary structure 상에서 1200~

1400 base pair의 sequence 배열을 정리하여 phylogenetic tree를

구축하였다. 

수소생산 종주의 색소체 함유량 분석

7종주의 엽록소-a(chlorophyll-a)와 원시색소인 남조소(phycocyanin)

와 홍조소(phycoerythrin)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주색소인 엽록소-a(chlorophyll-a)의 농도 측정은

6종주를 f/2+BGER 배양액(Table 2), 온도 20 oC, 100 µE m-2 s-1의 연

속광조건에서 2주 동안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해양환경 공정시험

법을 기준(국토해양부, 2010년 7월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엽록

소-a 측정을 위해 배양한 종주를 각각 35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pellet을 확보하고, 이를 재 부유시켜 10 mL를 직경

47 mm GF/F 여과지로 여과하여 이를 통과하지 못한 입자 전체를

총 엽록소-a 분석시료로 처리하였다. 해수를 여과하기 직전에 엽

록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1% 탄산마그네슘(MgCO3) 용액을

1 mL 첨가하였다. 각각의 여과지를 20 mL vial에 넣고, 90% 아세톤

10 mL를 주입한 다음, 24시간 동안 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시

료를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UV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 mini 1240)를 이용하여 630, 645,

663, 750 nm에서 흡광량을 측정한 후 엽록소-a 농도로 환산하였

다(해양환경 공정시험법, 2010년 7월 기준).

남조소(phycocyanin)와 홍조소(phycoerythrin)의 분석 시료는 엽

록소-a(chlorophyll-a)의 농도 측정에 사용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배양체는 원심분리(3500 rpm, 10 min)하여 분리하였

고, 분리된 배양체를 1.0% NaCl 용액으로 간단하게 수세한 다음

다시 원심분리하여 배양체를 얻었고, 얻어진 배양체는 동결건조하여

Table 1. The origin and morphology of cyanobacterial strains tested for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h : height, w : width)

No. Strain Location & Date
Size

(h×w μm)

Max. H2 production

(mL H2 flask-1)

Duration of

H2 production (hour)

1 KNU CB-MAL002 Chunsu Bay surface, 08/20/2005 5~7 0.87 60

2 KNU CB-MAL026 Goheung surface, 04/18/2006 1~2 × 5 1.55 84

3 KNU CB-MAL031 Garorim Bay surface, 06/02/2006  2 × 5~7 2.65 84

4 KNU CB-MAL054 Buan surface, 09/11/2006 4~7 1.34 84

5 KNU CB-MAL055 Garorim Bay surface, 10/21/2006 2 × 7 0.72 84

6 KNU CB-MAL058 Garorim Bay surface, 10/21/2006 2 × 5~7 1.87 84

7 Synechococcus sp. Miami BG043511 Bahama Island, 30 m depth, 1981 2 × 5~7 12.0 84



134 박종우 · 김주희 · 조애라 · 정연덕 · 김평중 · 김형섭 · 이원호

원시색소 추출용 시료로 하였다. 동결건조한 각 종주 별 배양체는

10 mL 0.1 M phosphate buffer(pH 7.0)를 가한 다음 15분간 voltex하

고 4 oC 냉장고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원심분리(3500 rpm, 10 min)

하였다. 각 종주 별로 상등액을 취하여 UV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 mini 1240)를 이용하여, 남조소

(phycocyanin)는 620 nm에, 홍조소(phycoerythrin)는 560 nm에서

흡광량을 측정한 후 함량을 계산하였다(Joo and Cho, 2000; Alka and

Jayashree, 2010; Boussiba and Richimond, 1979; Craig and Carr,

1968; Donald et al., 1976; Mishra et al., 2010; Zhang and Chen,

1999). 정량적 분석을 위해 원심분리한 배양체는 각각 47 mm GF/F

여과지로 여과하여 60 oC의 온도로 6시간동안 oven에 넣어 건조

시킨 후, 종주 별 건중량을 측정하여 건중량 대비 색소체의 양을

계산하였다. 

수온 단계 별 최적성장 비교

실험에 사용한 7종주의 온도 별 성장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

25, 30, 35 oC 구간의 4가지 온도조건에서 실험배양을 실시하였다.

f/2+BGER 배양액에 2주간 실험 온도별로 2세대 적응시킨 실험종

주를 각각 1,000 cells mL-1이 되도록 접종하고, 100 µE m-2 s-1 연속

광에서 배양액의 온도를 20, 25, 30, 35 oC로 구분하여 3주간 배

양하였다. 24시간 단위로 5 mL씩 2개의 subsample을 취하고

Lugol's solution으로 고정하였다. 고정시료 중의 세포구를 광학 현

미경(Olympus, CH-2)에서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와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계수하였다. 계수 한 결과를 토대로 지

수성장 구간을 구하고, 각 온도 별 지수성장구간 3일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일일 최대 성장률을 확인하였다.

염분 단계 별 최적성장 비교

7종주를 3가지의 서로 다른 염분 환경 하에서 시험 배양하여 성

장패턴을 비교하였다. f/2+BGER 배양액(Table 2)에 각각 실험 염

분에서 2주간 2세대 적응 배양한 실험종주를 각각 1,000 cells mL-1

이 되도록 접종하였고, 100 µE m-2 s-1 연속 광에서 5, 15, 30 psu 등의

세가지 염분조건으로 나누어 2주간 배양하였다.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단위로 5 mL씩 2개의 subsample을 취하고 형광광도

계(Turner Designs Model 10-AU)를 사용하여 형광값을 측정, 각

종주 별 세포 성장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결 과

계통분류학적 위치

남세균 7종주의 16S rDNA 분석 결과 Cyanothece sp. ATCC51142

와 높은 유사도(99%)를 보였다. 유전자 염기 서열의 분석에 기반

한 Phylogenetic tree에서 Bayesian value로 판단 해 보면, 크게 세

개의 group으로 묶였다. 첫 번째 group은 Miami BG043511, CB031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group은 CB002, CB026, CB054, CB055 종주로

구성되었으며, 세 번째 group은 CB058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또

한 분자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종들 간의 위치를 Genbank의 염기서열을

통해 비교 해 본 결과, 7종주 모두 Cyanothece sp. ATCC51142와 99%

의 유사도를 보였다(Table 3). 

Phylogenetic tree 결과를 확인 해 보면, 7종주 모두 Cyanothece sp.

ATCC51142와 99%의 평균 염기 유사도를 보였지만 Bayesian

value가 0.58로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 세밀하게 분석 하였을 시 같은

group에 묶이지 않았다(Fig. 2). 특히 7종주 중 CB058종주는 다른

6종주가 속하는 clade와 0.68의 Bayesian value가 나타나 다른 6

종주에 비해 가장 유사도가 다른 종주로 확인 되었다. 나머지 6종

주는 염기 유사도를 통해 서로 구분은 가능하였으나, 각 종주 간

유사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 같은 group에 속하는 매우 유사한 종

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류적 위치를 보였다. 

색소체 함유량 

7종주의 엽록소-a(chlorophyll-a)와 원시색소인 남조소(phycocyanin)

와 홍조소(phycoerythrin)의 함유량은 Table 4와 같았다. 7종주의

엽록소-a(chlorophyll-a)는 건중량 대비 함유량 3.4~7.8% 함유량

Table 2. Molar additions to basal seawater for the modified f/2+BGER

medium

Reagents
Final concentration in medium

(mol L-1)

 NaNO3  8.83 × 10-4

 NaH2PO4·H2O  3.63 × 10-5

 Na2 EDTA·2H2O  1.20 × 10-5

 FeCl3·6H2O  1.17 × 10-5

 ZnSO4·7H2O  8.00 × 10-5

 f/2 medium MnCl2·6H2O  9.00 × 10-7

 CoCl2·6H2O  5.00 × 10-8

 CuSO4·5H2O  4.00 × 10-8

 Vitamin B12  3.70 × 10-10

 Thiamin HCl  3.00 × 10-7

 Biotin  2.00 × 10-9

 H3BO3  1.60 × 10-6

 BG trace Na2MoO4·2H2O  4.60 × 10-5

 Citric acid  3.10 × 10-5

 Tris  1.00 × 10-3

Table 3. Comparison of 16S rDNA sequence identities from H2 producing cyanobacterial strains

Strain Identities Gaps Similar species

CB-MAL002 1329/1342 (99.0%) 5/1342 (0%)

Cyanothece sp. ATCC 51142

CB-MAL026 1207/1220 (98.9%) 4/1220 (0%)

CB-MAL031 1329/1342 (99.0%) 5/1342 (0%)

CB-MAL054 1256/1274 (98.5%) 8/1274 (0%)

CB-MAL055 1339/1354 (98.8%) 6/1354 (0%)

CB-MAL058 1345/1357 (99.1%) 4/1357 (0%)

Miami BG043511 1331/1350 (98.6%) 6/13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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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종주에 비해 CB002는 상대적으로 낮은 엽

록소-a 함유량을 보였다. 

남조소(phycocyanin)와 홍조소(phycoerythrin)의 건중량 대비 함

유량은 남조소는 0.2~1.2%, 홍조소는 0.1~0.5%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

든 종주에서 홍조소는 남조소 함유량의 절반 정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서양산 남세균 Miami BG043511은 남조소와 홍조소의 함

유량이 국내산 남세균 6종주에 비해 2배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국내산 종주들은 0.2~0.5% 범위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수온 단계 별 최적성장 비교

국내산 남세균 6종주와 대서양산 남세균 1종주를 포함한 총 7

종주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특성을 나타냈다(Fig. 3~9).

20 oC에서는 7종주 모두 배양 시작한 지 5일~7일 사이에 지수

성장기에 들어갔으며, 최대 생물량(2.43×106 cells mL-1)은 배양 20

일만에 CB055 종주에서 나타났다. CB055종주와 대서양산 남세

균 종주 BG043511은 다른 종주에 비해 최대 생물량이 평균 500

cells mL-1 만큼 높은 성장을 보였다. 다른 종주들이 배양 10일 후

부터 지수성장기에 들어간 반면 CB002는 16일부터 지수성장기에

들어가고 20일에 최대 생물량 1.6×106 cells mL-1을 나타내어, 다른

종주에 비해 지연된 개체군 성장주기를 보였다.

모든 실험종주가 25 oC에서는 20 oC에 비하여 더 빠른 시기인

배양 3일~6일 사이에 지수성장기에 들어갔으며, CB054 종주에서

배양 18일에 최대 생물량(3.77×106 cells mL-1)을 나타냈다. 종주

별 최대 생물량은 모든 종주가 실험기간에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성장유형을 나누어 보면 CB026, CB054, CB055의 그룹과 CB031,

CB058, BG043511의 세 종주로 된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

다. 다른 6개 종주들이 배양 4일 후부터 지수성장기에 들어간 반

면, CB002는 6일부터 지수성장기에 들어가 대조를 보였다.

7개 종주 모두 30 oC와 35 oC에서 배양 2일~4일 사이에 지수성

장기에 들어갔으며, 30 oC에서 CB026 종주는 배양 13일에 최대

생물량(4.12×106 cells mL-1)을 나타냈다.

35 oC에서 기록된 최대생물량인 4.88×106 cells mL-1(CB031 종

주, 배양 21일)은 20 oC를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30 oC와 35 oC에서는 최대 생물량과 성장패턴이 시험 종주의 종류나

시험 온도 등과 무관하게 모두 유사하였다. 

그리고 고온인 40 oC에서 종주들의 성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서양산 Miami BG043511과 수소생산능이 우수한 종주 선별 시

Fig. 2. Seven unicellular cyanobacterial strains for molecular phylogeny of

cyanobacterial strains based on Baysian analysis of nuclear encoded SSU

rDNA sequence. Consensus Bayesian tree based on 1,618 aligned

positions of nuclear small subunit (SSU) rDNA using the TrN+I+G

model with Escherichia as outgroups. The parameters were as follows:

assumed nucleotide frequency with empirical; substitution rate matrix

with A-C substitutions=1.0000, A-G=3.7918, A-T=1.0, C-G=1.0, C-

T=6.9738, G-T=1.0; proportion of sites assumed to be invariable= 0.4378

and rates for variable sites assumed to follow a gamma distribution with

shape parameter=0.6944. The branch lengths are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character changes. The numbers above the branches indicate

the Bayesian posterior probability (left). Only posterior probabilities

≥0.5 are shown.

Table 4. Comparison of pigment contents from the seven H2 producing

cyanobacterial strains

Strain
Chlorophyll a

(%)

Phycocyanin

(%)

Phycoerythrin

(%)

CB-MAL002 3.4 0.4 0.2

CB-MAL026 6.9 0.5 0.2

CB-MAL031 6.7 0.4 0.2

CB-MAL054 7.8 0.5 0.3

CB-MAL055 7.3 0.3 0.2

CB-MAL058 7.4 0.2 0.1

Miami BG043511 5.0 1.2 0.5

Fig. 3.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02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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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주 대비 수소측정치가 높게 나타난 CB031의 고온 성장 실

험을 진행하였다. Fig. 10에서, 두 종주 모두 40 oC에서 극히 저조

한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Miami BG043511은 초기 접종농도 480

cells mL-1에서 최대 생물량 1,170 cells mL-1, CB031은 초기 접종

농도 250 cells mL-1에서 최대 생물량 1,097 cells mL-1을 보여, 두

종주 모두 40 oC에서는 성장이 거의 정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분 단계 별 최적성장 비교

국내산 남세균 6종주와 대서양산 남세균 Synechococcus sp.

Miami BG043511종주의 염분 별 형광값의 일별 변동 및 각 염분

구간 별 최대 형광값은 Fig. 11과 같았다. 실험종주 모두 30 psu

구간에서 높은 성장패턴을 보였으며, 각 종주별로 5, 15 psu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CB002, 026, 031, 054, 058, Miami BG043511은 5 psu에서 최

대 형광측정값이 30 psu 대비 2~5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15 psu에서

30 psu 대비 1.5~2배의 차이를 보인반면, CB055는 30 psu 대비

두 조건에서 1.5배의 차이로 패턴상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종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한 결과, 모두 30 psu 조건에서 최대

성장률이 확인되었으며, CB058 종주는 배양 5~6일째 지수성장을

보인 반면, 그 외 종주는 배양 2~3일째 지수성장을 나타냈다. 30

Fig. 4.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26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Fig. 5.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31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Fig. 6.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54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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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에서 최대 성장률은 0.24(CB002)~0.41(CB058)의 법위로 나타

났으며, 15 psu에서 CB002, 031, Miami BG043511은 0.18~0.25로 상

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그 외 종주는 0.25~0.36으로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CB026, CB055는 시간이 지나도 30 psu

의 성장패턴과 유사하게 지속되었다. 

토의 및 결론

종주간 계통분류학적 위치

분자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종들 간의 위치를 Genbank의 염기서

열을 통해 비교 해 본 결과, 7종주 모두 Cyanothece sp. ATCC51142

Fig. 7.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55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Fig. 8.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CB058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Fig. 9. Daily fluctu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the maximum growth rates the test strain Miami BG043511 under 4 different temperatures.

Fig. 10. Cell density of H2 producing strains, CB031 and Miami

BG043511, at 4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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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99%의 유사도를 나타냈다. Phylogenetic tree 결과를 확인 해

보면, 7종주 모두 Cyanothece sp. ATCC51142와 99%의 유사도를

보였지만 같은 group에 분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Cyanothece sp. ATCC51142와 같은 종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

이며, 본 결과를 분석하였을 시 Cyanothece 속에 속하는 유사도가 높

은 근연종으로 아직 염기서열 등록이 되지 않은 신종일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7종주의 분류적 위치를 확인 해 보면, 7종주

중 CB058종주는 다른 6종주에 비해 가장 유사도가 낮은 종주로

확인 되어 다른 group으로 구분 지어졌다. 나머지 6종주는 염기

유사도를 통해 서로 구분은 가능하였으나, 각 종주 간 유사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 같은 group에 속하는 매우 유사한 종주로 나타

났다. 각 종주별로 형태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

리적인 특성의 차이가 종주 별로 구분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Fig. 11. Daily fluctuation of chlorophyll fluorescence of 7 test strains under 3 different sali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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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간 색소체 함유량

색소체 분석 결과 7종주는 모두 남세균의 일반적인 함유량과 동

일한 비율의 엽록소-a를 함유하고 있었지만, 남조소와 홍조소의 함

유량이 대서양산 Miami BG043511에서 국내산 종주들에 비해 2

배 높은 값이 확인되어 종주 별 지역적 특성이 나타났다고 유추

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대서양산 남세균 Miami BG043511은

Kumazawa와 Mitsui(1994)의 예전 연구에서, 세포농도가 약 2×106

cells mL-1일 때 엽록소-a 농도를 5 µg mL-1으로 제시한 결과가 있

다. 본 실험을 통해 측정된 Miami BG043511의 엽록소-a 농도가

세포농도 1×109 cells mL-1일 때 1680 µg mL-1으로 나타나, 세포

당 엽록소-a 량은 이전의 측정치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다른 연구

팀들의 남조소와 홍조소 자료에서도 남세균의 남조소는 함유량이

1% 수준 또는 1%를 초과한 종주 등이 보고되어(Joo and Cho,

2000; Craig and Carr, 1968; Donald et al., 1976; Takano et al., 1995),

본 연구결과인 0.3~1.5% 범위의 남조소 함유량과 유사한 범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홍조소 역시 남조소 함유량 대비 50% 수준으

로, 기존에 발표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대서양산 남세균 Miami

BG043511의 남조소와 홍조소 함유량이 국내산 종주의 2배 수준

으로 나타난 것은 대서양의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지역적 특이성

때문에 연안성인 국내산 종주들에 비해 보조색소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국내산 종주와 대서양산 종주 간의 특성차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종주 별 종 특성을 조건 별로

세분하여 규명하고, 본 수소생산 실험에 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조색소체의 함유량이 높은 종주

들의 경우 다른 종주보다 깊은 수심에서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성장 및 수소생산 효율을 측정해 보는 것도

추가 응용연구로서 큰 가능성을 보인다. 

수온 단계 별 최적성장

7종주의 온도 별 성장패턴을 확인 해 본 결과, 시험 온도 별로

종주의 성장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20 oC에서는 모든 종주

가 5일 이후 지수 성장을 나타낸 반면, 25, 30, 35 oC에서는 모든

종주가 2~3일 이후 지수 성장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중 30, 35 oC

에서는 모든 종주가 4일째부터 지수 성장하여 20, 25 oC의 온도보다

30, 35 oC에서의 고온에서 지수 성장이 빨리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0, 35 oC에서는 세포농도 4.0×106 cells mL-1 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반면, 20℃에서는 최대 세포농

도가 20일이 지나서야 2.5×106 cells mL-1에 도달하였다. 25 oC에

서는 평균 13일이 되어서야 4.0×106 cells mL-1에 도달하여 고온

에서 잘 성장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CB002종주의 최적 성장

온도는 35 oC이며, 배양 17일에 최대 생물량인 4.12×106 cells mL-1

이 되었고, 배양 3일에서 4일 사이에 지수 성장을 하였다. CB026은

25 oC에서 35 oC의 구간에서 거의 비슷한 성장을 보였으며, 30 oC

에서 배양 13일에 최대 생물량인 4.12×106 cells mL-1을 기록하였

다. 배양 4일에서 6일 사이에 지수 성장을 하였다. CB031의 최적

성장 온도는 30~35 oC이며, 35 oC에서 배양 21일에 최대 생물량인

4.8×106 cells mL-1을 보였다. 배양 2일에서 3일 사이에 지수 성장을

하였다. 나머지 4종주(CB054, CB055, CB058, BG043511)에서는

30~35 oC에서 최적성장이 나타났으며, 최적 수온에서는 각각 3~4,

8~9, 2~3, 3~4일째부터 지속 성장이 시작되었다. 추가적으로 실험

한 온도인 40 oC에서는 BG043511과 CB031의 두 종주 모두 최대

생물량 약 1,000 cells mL-1을 보여, 40 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세포

성장이 제한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종주들의 세포 성장 제한 온도가 40 oC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

으며, 남세균의 최대 성장 온도로 보고된 30~35 oC의 범위 내에서

모든 종주들이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Schütz et al., 2004). 

염분 단계 별 최적성장

30 psu 배양의 경우 2일에서 6일 사이에 지수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형광측정치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

psu의 염분에서 최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종주들 중 CB026과 CB055를 제외한 5종주는

30 psu와 15 psu의 최대 형광 값의 차이가 2배 이상 나타난 결과로

보아, CB026, CB055에 비해 고염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5 psu 정도의 중염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나타낸 CB026,

CB055는 간척용지인 다른 기수지역에서 활발하게 생장할 수 있

으므로, 수소생산 적용 시 다른 종주들에 비해 고염분 요구의 제

한성이 완화된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질소고정 남세균을 이용한 수소생산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

루어진다. 일차적으로 최적성장 조건에서 우수 종주의 지수성장을

유도하여, 세포 내 유기물(또는 환원력) 축적을 극대화한다. 이차

적으로는 최적성장 조건과는 판이한 수소생산 조건에서, 생산에

관여하는 질소고정 효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정 조건 및 공

정을 규명하게 된다(Mitsui, 1992; Miyake et al., 1999; Turner et

al., 2001). 일차적으로 수소생산 종주의 최적 생장조건을 적용할

경우, 수소생산 효율 및 생산시기를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Ohta et al., 1981; Matsunaga and Mitsui, 1982), 본격적인 수소

생산 단계 이전의 최적 배양체 준비를 위하여 종주 특이적인 수

온, 염분, 광도 등의 적정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연안에서 확보한 수소생산 우수 종주 각각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종주 특이적인 수소생산 최적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일단계의 성

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종주 특이적 성장조건을 적용하여

생산된 배양체를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수소생산 단계에 필요한

별도의 수소생산 조건을 종주 특이적으로 최적화할 경우, 기존의

수소생산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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