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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미세조류인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는 다른 미세조류에 비해 다량의 지질을 함유한다. 본 연구는 자외선 조사를 
통해 변이주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C. vulgaris에 자외선을 1, 2, 3, 4, 5 min간 조사하였으며 자외선 조사 시간에 비례하
여 세포 생존율 및 색소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자외선 조사를 통해 C. vulgaris의 변이주를 유도하였으며, 지질 
축적량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균주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변이주는 UM10, 15로 명명하였으며, 야생균주와 동일한 환경
에서 배양하였다. 변이주의 특성 분석을 위해 21일간 배양 후 세포 생장률, 건조 중량, 색소 함량, 지질 함량을 측정하
였다. 그 결과, 두 종의 변이주는 야생균주에 비해 약 1.4배 높은 세포 생장률을 보였으며, 건조 중량은 약 1.5배 증가
하였다. 광합성을 통한 미세조류 내 색소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변이주
의 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 모두 야생균주에 비해 약 10%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변이주의 지질 함량은 야생균
주에 비해 약 1.2, 1.5배 증가하였다.

Abstract
Micro-algae Chlorella vulgaris (C. vulgaris) is an important source for bio-diesel because of the high content of neutral lipids.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induce mutants of C. vulgaris by UV-B irradiation. C. vulgaris was first exposed to UV-B 
for 1, 2, 3, 4, 5 min. As the UV-B exposure time increased, the cell viability and pigment content were decreased. Mutants 
of C. vulgaris were also induced through ultraviolet irradiation and two strains were selected with respect to lipid contents, 
where were named as ‘UM10’, ‘UM15’. They were then cultivated in the same way as to the wild type. After 21 days of 
cultivation, the cell growth, dry cell weight, pigment contents, and lipid contents were measured for investigating character-
istics of mutants. As a result, the cell growth and dry cell weight of both mutants increased about 1.4 and 1.5 times, re-
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wild type. In addition,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were measured in order to inves-
tigate pigment contents in micro-algae through photosynthesis. It was shown that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of both 
mutants decreased about 10% compared to those of wild type. Lipid contents in UM10 and UM15 increased about 1.2 and 
1.5 times,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f wi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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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을 통해 생장

하기에 광합성 효율이 높으며 육상식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 미세조류 내 유용 성분들은 주로 의약품, 폐수 

정화, 바이오매스 생산에 이용된다.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생산은 주

로 지질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종에 국한되어 있다[2]. Chlorella v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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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s (C. vulgaris)는 해수에서 자생하는 미세조류로 세포 당 최대 30%

의 지질 함유량을 자랑한다[3]. 또한 β-carotene, canthaxanthin, astax-

anthin과 같은 색소를 함유하며 이는 주로 암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

에 이용된다[4]. 하지만 C. vulgaris의 세포 크기가 2~10 µm로 매우 작

기 때문에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균주 개량이 필요한 실정이다[5].

최근 미세조류는 바이오디젤 및 항공연료를 포함하는 진보된 바이

오연료를 생산하는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진보된 바이오연료를 

위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매우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현재 미

세조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은 배양, 수확, 오일 추

출 및 조류 내 세포 추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 비

용 중 약 60%는 미세조류 배양에 사용되며, 20%는 세포 수확 시 이용

된다. 미세조류 배양 및 수확에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의 80%가 

사용됨을 볼 때에 균주 내 유용성분 증가를 위한 균주개량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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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 미세조류 균주 개량 방법으로는 크게 미세조류 세포 내 유전

자 정보를 변형하는 방법과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균주를 개량하는 

무작위적 돌연변이법(random mutagenesis)으로 나눌 수 있다[7]. 무작

위적 돌연변이법은 미세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균주 개량 방법의 일종

으로 대사산물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다. 돌연변이 유발을 위해 물

리적인 돌연변이원과 화학적인 돌연변이원을 균주에 처리하게 되는

데, 물리적인 돌연변이원으로는 전자빔, 자외선, X-ray 조사 등이 있

으며 화학적 돌연변이원으로는 ethyl methane sulphonate (EMS), 

N’-methyl-N’-nitrosoguanidine (MNNG), N’-methyl-N’-nitrosourea (MNU) 

등이 있다[8]. 

이와 같은 무작위적 돌연변이법을 이용한 균주 개량은 유전적 정보 

변화를 통한 균주 개량에 비해 단순한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개량된 

균주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이 낮다는 단

점을 가진다[9]. 자외선 조사를 통한 돌연변이 유발은 DNA 복제 과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지며 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경우 세포 생장 억제 및 콜로니 형성 능력 억제, DNA 손상을 들 수 

있다. 대장균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과정이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되며, 자외선 조사 시 발생된 DNA 손상 부위에 

불특정 염기를 주입 및 복제 과정이 반복되면 돌연변이가 유발된다고 

발표하였다[10].  

A. platensis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유도하였으며, 돌연변

이의 항산화 효소(SOD, POD)와 중성지질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

였다[11]. 또한 전자빔을 A. platensis에 조사하여 얻은 돌연변이 균주의 

지방산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7]. EMS 처리를 통해 A. pla-

tensis 균주를 개량하였으며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성지질 및 phy-

cobiliprotein과 같은 유효성분의 증대를 보고하였다[12]. Chlorococcum 

sp. 균주에 자외선을 조사를 통해 항산화효소 및 단백질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C. vulgaris 균주

를 개량하였으며 선별된 균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사용균주 및 배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서 분양받은 Chlorella vul-

garis (KMMCC 191)를 사용하였다. F/2 배지를 사용하여 250 mL 삼

각플라스크에서 working volume 100 mL로 25 ℃, 120 rpm, 광도 3000 

lux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F/2 배지는 1 L의 인공해수(NaCl 20.758 

g/L, KCl 0.587 g/L, NaHCO3 0.17 g/L, NaBr 0.0746 g/L, H3BO3 

0.0225 g/L, NaF 0.0027 g/L, Na2SO4⋅10H2O 5.5 g/L, MgCl2⋅6H2O 

9.395 g/L, CaCl2⋅2H2O 1.316 g/L, SrCL2⋅6H2O 0.0214 g/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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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간 멸균, 냉각 후 사용하였다[13]. 광주기

는 12 h : 12 h (명 : 암)으로 명반응 시 형광등을 사용하였다[8].  

 

2.2. 자외선 조사 및 돌연변이 균주 선별

본 연구에서는 UV-B 파장(254 nm)으로 UV 램프 스탠드(15 W)를 

이용하여 균체에 직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수 증식기의 C. vulgaris 

균주를 인산완충용액으로 세척 후 6-well에 5 mL씩 담아 뚜껑을 열고  

1, 2, 3, 4, 5 min 간격으로 자외선에 노출시킨 후 채취하였다. 획득한 

샘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균체 성장 

확인을 위해 일부 샘플을 50 mL conical tube에 나눠 담고 10일간 액

상배양하였다. 액상 배양은 12 h : 12 h (명 : 암)으로 형광등 조사하며 

25 ℃에서 배양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콜로니 획득을 위해 자외

선 조사 시간별로 획득한 샘플을 고체 f/2 평판 배지에 도말하였다. 고

체 배지에서 획득한 콜로니들을 액체 배지에 재 배양하여 세포 생장 

및 유용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7]. 

2.3. 균체량 분석 

세포 균체량 분석을 위해 680 nm에서 UV/Vis 분광기(Optizen 2120 

UV, Mecasys Ltd, Kore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건조 균

체량(Dry Cell Weight, DCW)은 항량된 종이필터(Whatman filter)를 

이용해 여과된 균체를 105 ℃로 조절한 건조기에서 3 h 동안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15]. 

2.4. 색소 함량 분석

광합성을 통해 생장하는 미세조류 내 색소함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 21일 차에 세포 내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분석

하였다. 세포 내 색소함량 측정은 세포 1 mL를 13000 rpm에서 3 min

간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제거하고 methanol 1 mL를 첨가하여 60 

℃에서 30 min간 반응하였다. 이후 0 ℃에서 2 min간 냉각 후 13000 

rpm에서 2 min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등액

은 UV/Vis 분광기를 이용해 650, 653, 461, 664 nm 파장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후 아래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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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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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질함량 분석

자외선 조사 후 얻은 변이주의 지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Chen 등

[16]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하려는 세포의 흡광도를 0.5

로 조정하고 세포 10 µL와 증류수 138 µL, 0.5 µg/mL 농도로 조절한 

nile red 2 µL, DMSO 50 µL를 혼합하여 40 ℃에서 10 min간 반응하

였다. 반응 후 형광광도계(Infinite F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

여 excitation 495 nm, emission 620 nm에서 형광값(fluorescence in-

tensity)을 측정 후 nile red로 염색된 세포의 형광값과 미세조류 자체 

형광값을 빼서 세포가 가진 지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측정한 지질 함

량의 정량을 위해 Bertozzini 등[17]의 방법을 변형하여 검량선을 작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포 내 지질함량의 정량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외선 조사에 따른 C. vulgaris 영향

자외선 조사에 따른 C. vulgaris의 세포 생존율 및 변화 양상을 관찰

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적합한 자외선 조사선량을 확인하기 위해 

UV-B (254 nm)램프를 이용하여 1~5 min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

외선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포 생존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 0 min 조사한 세포의 생존율을 100%로 보았을 때에, 5 

min 조사한 세포의 생존율은 약 30%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외선 조

사 시간 증가에 따라 조사선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 

또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세포 내 색소함량 또한 자외선 조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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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UV exposure time on the cell viability in C. 
vulgairs treated with UV-B irradiation.

(a)

(b)

Figure 2. Effects of UV exposure time on the pigment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 in C. vulgairs treated with UV-B irradiation. 
(a) Chlorophyll content, (b) Carotenoid content.

Figure 3. Effects of UV exposure time on the lipid content in C. 
vulgairs treated with UV-B irradiation. 

(a)

(b)

Figure 4. Cell growth and dry cell weight of WT, UM10 and UM15. 
(a) Cell growth, (b) Dry cell weight.

에 비례하여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로로필 함량은 Figure 2(a)

에 나타내었으며 자외선을 5 min간 조사하였을 때에 2.7 mg/L로써 자

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 65%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5 

min간 자외선을 조사한 세포의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약 65%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b)).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지질 함량 측정을 위해 3번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5 min간 조사

한 세포 내 지질 함량은 35 µg/mL로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이 

41 µg/mL임을 감안할 때에 약 15% 감소함을 확인하여 자외선 조사 시

간에 따른 세포 내 지질 함유량 변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 Arthrospira platensis (A. platensis) 균주에 자외선을 조사하

였을 때에, 자외선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나선형의 세포 형태가 변화

하며 세포 내 색소함량이 감소함을 보고하였으며[11], Nannochloropsis 

oculata (N. oculata)의 경우에도 자외선 조사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 생

존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8]. 

3.2. 자외선 조사에 따른 세포 생장 및 세포건조중량

C. vulgaris 세포에 UV-B (254 nm) 램프 스탠드를 이용하여 1 min

간 조사하여 얻은 변이주 가운데 지질 함량이 야생균주에 비해 증대된 

2종에 대해 UM10, 15로 명명하였다. UM10과 15를 3일 간격으로 세

포 생장을 측정하였다(Figure 4(a)). UM10과 15의 세포 생장은 야생균

주에 비해 약 1.4배 증가함을 보였다. 세포 건조 중량은 야생균주보다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UM15의 세포 건조 중량은 약 1.5배 증가하였

다(Figure 4(b)). 박 등은 A.platensis 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얻은 돌

연변이주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돌연변이주의 세포 생장률은 야생균

주와 비슷하거나 일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1]. 김 등 또한 미세조류

인 N. oculata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주를 획득하였으며 야생

균주보다 증가한 세포생장율을 확인하였다[8]. D. F. Glaeson은 카리브

해에 자생하는 산호초에 자외선 조사에 따른 생장 확인실험을 진행하

였다[18]. 그 결과 자외선에 노출된 실험군의 세포 농도와 생장률이 대

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3. 자외선 조사에 따른 세포의 색소 함량 

자외선 조사에 따른 C. vulgaris 변이주의 생장에 따른 색소함량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양 21일차에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함량

을 측정하였다(Figure 5). 두 변이주의 클로로필 함량은 UM10은 4.14 

mg/L, UM15는 3.87 mg/L로 야생균주에 비해 각각 약 5, 11% 감소하

였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UM10이 1.54 mg/L, UM15가 1.41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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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 of WT, UM10 and 
UM15. (a) Chlorophyll content, (b) Carotenoid content.

Figure 6. Lipid content of WT, UM10 and UM15.

로 약 10, 17%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는 기 보고된 논문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조류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균주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자외선 조사를 통해 얻은 변

이주는 생장은 야생균주에 비해 좋았으나, 색소 축적량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8]. Alpine 호수 내 부착생물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으며,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세포 내 클로로필 색소함량이 대조군에 비

해 약 50% 감소함을 발표하였다[19]. 자외선 조사를 통해 Chlorella 

s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0.21 

pmol의 β-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었지만,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는 0.08 pmol의 β-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약 62%가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20]. 식물 세포에 자외선 조사를 통해 색소가 감소함과 동시에 

개체수의 감소도 함께 일어남을 보고한 논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2]. S. L. Dube 등은 자외선은 식물의 생산성과 관련있는 광합성을 

저해하며, 자외선 조사를 통해 스트레스가 유도된 식물은 CO2 저감 

효과 및 세포 내 클로로필 함량의 감소를 불러옴을 보고하였다[22]. 

이처럼 자외선 조사를 통해 스트레스가 유도된 변이주의 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3.4. 자외선 조사에 따른 세포의 지질 함량

세포 배양 21일째에 지질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동일한 과정을 3번 

진행하여 평균값으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변이주의 지질 함량을 측

정한 결과 UM10은 36 µg/mL, UM15는 30.1 µg/mL의 지질을 함유하

여 야생균주에 비해 약 1.2, 1.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ure 6). 미

세조류는 질소와 같은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의 고갈과 같은 스트레스

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포 내 중성지질을 다량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Haematococcus pluvialis를 이용한 제한 배지 생장 실험에서 

질소 결핍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세포 내 astaxanthin의 함량이 증가

함을 보고 하였다[23]. Chlorella 배양 과정에 fed-batch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 지속적인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면 균체의 농도가 증

가했으나, 영양분이 결핍되면 세포 내 지질 축적량이 증가를 확인하

였다[24]. 이와 같이, 미세조류의 성장 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스트

레스에 대응하여 유용물질의 합성 대사과정을 변환하게 되며 이는 생

장 속도 감소를 통한 세포 수확량 감소를 초래한다. 하지만, 자외선 

조사를 통해 얻은 UM15 변이주는 정상적 세포 생장 조건에서 야생균

주에 비해 생장률이 높으며 세포 내 지질을 다량 함유하는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미세조류 C. vulgaris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지질이 다량 

축적된 변이주를 얻고자 하였다. 자외선 조사선량에 따른 C. vulgaris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 2, 3, 4, 5 min간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자외

선 조사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 생존율 및 색소함량, 지질 함량이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C. vulgaris에 자외선을 1 min간 조사하여 두 종의 

변이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UM10과 15로 명명하였다. 두 변이균주

의 세포 생장은 야생균주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세포 건조 중

량은 UM15가 약 1.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UM10과 15의 클로로필 

함량은 야생균주에 비해 최대 10% 감소하였으며 카로티노이드 함량

은 최대 17% 감소하였다. 변이주의 지질 함유량은 세포를 nile red로 

염색하여 형광강도를 측정하였으며, triolein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조사를 통해 선별한 변이주 UM10과 15의 지질 축적

량은 야생균주의 지질 축적량에 비해 약 1.2, 1.5배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자외선 조사를 통해 얻은 변이주는 야생균주에 비해 세포 생장

률 및 건조중량, 세포 내 지질 축적량은 증가한 반면 세포 내 색소함

량은 감소하였다. 자외선 조사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세포 내 지질 축

적량을 증가시키고, 광합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세조류 내 

지질 축적량 증가는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매스 생산 및 기능성 

식품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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