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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국내 하수처리장 대부분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에 

목적을 둔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운전되고 있다. 활성슬

러지 공법은 박테리아에 의한 유기물 제거 효율이 약 

90%로 높은 장점을 갖지만, 질소 및 인의 제거효율은 

약 30%로 낮은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효율을 가진 공법

에 의해 처리된 처리수가 하천 및 호소로 방류되면 부영

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생태계 및 상수원 

오염으로 정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법 보다 질소, 인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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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는 광합성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단세포 생

물로써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너지를 ATP, NADPH2와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한다. 또한, 성장을 위한 영양소로 질소

와 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폐수 내에 포함된 다

양한 영양염류의 효율적인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에 현재 미세조류를 적용한 하폐수처리에 

대한 기초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binandan and Shanthakumar, 2015; Cai et al., 2013; 

Shen et al., 2015).

미세조류를 적용한 하폐수처리는 미세조류의 성장 

및 대사과정을 통해 유기물 뿐만 아니라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낮은 효율로 제거되었던 질소와 인을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미세조류는 세포 내에 박테리아에 

광 조사 간격이 Chlorella vulgaris의 성장량 및 

질소, 인 대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ight irradiation interval on the metabolism of nitrogen, 
phosporus and growth rate of Chlorella vulgaris

황현정･황선진*

Hyeon-Jeong Hwang･Sun-Jin Hwang*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growth rate and nutrient consumption of Chlorella vulgaris according to different light

irradiation interval. Applied light irradiation intervals were 12 hr, 4 hr, 1 hr, and 1 min. The light source was flexible

LED(Blue:Red=1:1), light intensity was 200 PPFD and  Light/Dark cycle was 1:1. As a result, growth rate and nutrient

removal efficienci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ight irradiation interval. Considering the reproduction

characteristics of applied microalgae cultures of this study, this is thought to be one of the possible reasons of above 

results. Because Chlorella vulgaris performs an asexual reproduction and it is know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ight irradiation interval and growth rate, including nutrient consumption in case of asexual reproduction.

Key words: Asexual reproduction, Chlorella vulagaris, Light irradiation interval, Microalgae, Nutrient removal

주제어: 무성생식, 클로렐라 불가리스, 광 조사 간격, 미세조류, 영양염류 제거

ISSN(Print): 1225-7672 / ISSN(Online): 2287-822X
DOI https://doi.org/10.11001/jksww.2017.31.5.441



442

광 조사 간격이 Chlorella vulgaris의 성장량 및 질소, 인 대사에 미치는 영향

상하수도학회지 제 31 권 제 5 호 2017년 10월

비해 풍부한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연료 등으로의 

자원화가 가능하다(Chen et al., 2011; Milledge, 2011).

미세조류의 광합성은 빛에 의해 수행되는 광반응과 

빛 에너지와는 상관없이 수행되는 광독립 반응에 의

해 완성된다. 광반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와 

NADPH2를 생성하며, 광독립 반응은 광반응에서 생성

된 ATP와 NADPH2를 이용하여 CO2를 환원시켜 탄수화

물을 생성한다. 탄소를 고정하는 광독립 반응은 광반응

의 대사산물인 NADPH2와 ATP가 있어야만 진행되므로 

미세조류 성장에 있어 빛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세조류는 성장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각 색소는 특정 파장만

을 흡수할 수 있다. 녹조류의 경우 광합성 색소로 

chlorophyll-a, chlorophyll-b, carotenoid를 가지며, 주로 

Blue(450~475nm) 또는 Red(630~675nm)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Blue와 Red 파장을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조

사할 경우, 성장량이 증가하며(Korbee et al., 2005), 

Blue 파장은 효소의 활성을 증대시키고(Ruyters, 1984), 

손상된 세포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Shu et al., 2012).

또한, 미세조류는 세포 내의 chlorophyll-a 함량을 조

절하여 광조건 변화에 적응한다.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과도한 경우에는 세포 내 chlorophyll-a 함량을 

감소시켜 빛 에너지 획득효율을 감소시키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세포 내의 chlorophyll-a 함량을 증가시켜 빛 

에너지 획득효율을 증가시킨다(Chen et al., 2011).

광 조사 조건 중 하나인 광 조사 간격은 light 구간과 

dark 구간이 반복되는 단위시간을 나타내며, 광 조사 간격

에 따른 광합성 효율은 미세조류 종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Chisti, 2007). 또한, 광 조건 변화에 따른 적응시간은 최소 

10~40분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작인 chlorophyll-a의 

합성은 2시간 이후부터 나타난다(Pulz, 2001).

한편, 미세조류는 다양한 방법의 무성생식과 유성

생식을 통해 번식한다. 유성생식은 개체군의 유전적 

변이성을 증대시켜 진화에 의하여 환경변화에 반응하

는 능력을 촉진시킨다. 이와는 달리 무성생식은 생장

에 적합한 조건에서 배우자를 만들고 짝을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복제하여 번식하므로 개체군 생장이 신

속하게 일어난다(Graham et al., 2009).

Chlorella vulgaris는 직경 2~10 μm의 구형으로, 담

수에 서식하는 녹조류로 성장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폐수 중의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섭취하

며 지질함량이 30~40%(dry base)에 달하기 때문에 하

폐수처리와 바이오 연료생산에 관한 연구가 관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처리에 적용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기대되는 C. vulgaris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조건의 광 조사 간격에 따른 C. vulgaris의 성장과 질소 

및 인 대사상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사용균주 및 배지

본 연구에 사용한 미세조류는 KCTC(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에서 분양받은 C. vulgaris를 사용하였

으며, 이 종주의 배양을 위해 사용한 배지는 BG11으로 

구체적인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제조된 BG11 배지와 

250 mL cell culture flask를 이용하여 온도 25±1˚C, 광도 

100 PPFD(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인 항온 

광배양기(Multi-thermo chamber, HB-305M)에서 계대배

양을 실시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BG(Blue-Green) medium 

Blue-Green Medium

Ingredient Concentration Dosage

NaNO3 150 g/L 10 ml

MgSO4·7H2O 7.5 g/L 10 ml

K2HPO4 4 g/L 10 ml

CaCl2·2H2O 3.6 g/L 10 ml

Na2CO3 2 g/L 10 ml

Citric acid 0.6 g/L 10 ml

Feric ammonium citrate 1.2 g/L 5 ml

EDTA 0.2 g/L 5 ml

Trace 1 ml

ZnSO4·7H2O 0.222 g

MnCl2·4H2O 1.81 g

CuSO4·5H2O 0.079 g

Co(NO3)2·6H2O 0.049 g

Na2MoO4·2H2O 0.39 g

H3BO3 2.86 g

Distilled water 1 L

Distilled water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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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앞서 volume 2.5 L인 원통형 반응기에 2 

L의 working volume으로 C. vulgaris를 배양하였다. pH

는 pH controller를 이용하여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

을 자동주입하여 8±0.5로 유지시켰다. 광원은 태양광과 

같은 혼합파장을 갖는 White LED를 사용하였고, 광 조

사 주기는 24:0(Light:Dark), 광량은 100 PPFD로 설정하

여 일 주일 간 배양 후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광 조사 간격에 따른 미세조류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 Light:Dark(L:D) 비율을 12:12(hr), 4:4(hr), 1:1(hr), 

1:1(min)로 설정하여 조사해 주었다. 본 실험 역시 

working volume 2 L로 하여 batch test로 진행하였다. 

광원은 flexible LED를 사용하여 반응기를 감싸는 방

식으로 설치하여 광이 조사되도록 해 주었고, 광도는 

200 PPFD가 되도록 출력을 조절해 주었다. 광 파장은 

Blue와 Red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조사해 주었으며, 

pH는 8.0±0.5, 온도는 25±3˚C가 되도록 유지시켰다. 

(Fig. 1 참조) 초기 C. vulgaris 식종 농도는 0.3 OD(Optical 

Density) 이었으며, 광합성에 필요한 무기 탄소원은 

NaHCO3를 이용하여 1 g-C/L가 되도록 조제하여 운전

초기에 주입해 주었다. 

Fig. 1. Experimental microalgae cultivation setup for survey 
the effects of light irradiation interval.

2.3 C. vulgaris 성장 및 영양염류 소비

C. vulgaris 성장량 파악을 위해 OD를 측정하였다. OD 

측정은 UV spectrophotometer(Optizen POP, Mecasys)를 사

용하여 660 nm 파장에서 측정했다. 질소 및 인은 수질자

동분석기인 AA3(Auto Analtzer, BLTECH Co., KOREA)

를 이용하여 시료내의 NO3-N 및 PO4-P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 조사 간격에 따른 C. vulgaris 성장량

광 조사 간격이 C. vulgaris의 성장량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광 조사 간격을 12 hr, 4 hr, 1 hr, 1 

min 단위로 설정하여 얻어진 성장량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광 조사 간격에 따른 미세조류 성장량은 

모든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광 조사 간격들

에 대한 별다른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C. 
vulgaris 성장량은 본 연구의 대상범위에 대해, 광 조

사 간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hoi (2015)의 연구에 의하면, 무성생식으로만 번식하

는 종과 유성생식 및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종을 대상으

로 실험한 결과, 무성생식으로만 번식하는 종은 광 조사 

간격에 따른 성장량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유성생

식 및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종에서는 광 조사 간격에 

따른 성장량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C. vulgaris는 

무성생식만 하는 종이므로 광 조사 간격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Jason B.K., 2014)

또한, Liu et al.,(2014)의 연구에서 무성생식으로만 

번식하는 종인 Chlorella sp와 유성생식 및 무성생식으

로 번식하는 Scenedesmus obliquus 종을 혼합하여 실

험한 결과, 광 조사 간격이 짧아질수록 미세조류 성장

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

성생식으로만 번식하는 종과 유성 및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종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에 의

한 미세조류의 성장량이 광 조사 간격이 짧아질수록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2. C. vulgaris growth by OD according to light irradia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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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 조사 간격에 따른 C. vulgaris의 영양염류 소비

광 조사 간격을 12 hr, 4 hr, 1 hr, 1 min 단위로 설정

하여 C. vulgaris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영양염

류 소비 결과를 Fig. 3 및 Fig. 4에 나타내었다. 

광 조사 간격에 따른 배지 내 NO3-N 및 PO4-P 소비

는 성장량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는 광 조사 

조건 기간에서 광 의존성 반응에 의해 생성된 ATP와 

NADPH2만으로 생체합성이 일어나며(Richmond, 2004), 

이때 질소와 인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광 조사 기간이 동일하

여 생성된 ATP와 NADPH2의 양이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각 조건에서 생체합성에 이용된 

질소와 인의 양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이 소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Residual NO3-N conc. variations according to light 
irradiation interval.

Fig. 4. Residual PO4-P conc. variations according to light 
irradiation interval.

3.3 광 조사 간격에 따른 C. vulgaris의 chlorophyll-a 

농도 및 함량

광 조사 간격에 따른 C. vulgaris의 chlorophyll-a 농

도 및 함량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Chlorophyll-a의 농도와 함량 모두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hlorophyll-a 농도

는 성장량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미세조

류는 chlorophyll-a 함량을 조절하여 광도 변화에 적응

하지만(Che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광도를 200 

PPFD로 고정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chlorophyll-a 함

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세포 내에 함유하고 있는 chlorophyll-a 함량이 모

든 조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chlorophyll-a 농도가 미

세조류 성장량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5. Chl-a conc. and content variations according to light 
irradiation interva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 조사 간격이 미세조류의 대사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 vulgaris를 이용하여 

광 조사 간격을 12 hr, 4 hr, 1 hr, 1 min 로 설정한 후 

배양과정에서의 성장량 및 질소, 인 제거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성장량 및 질소, 인 대사에 있어서 광 조

사 간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C. vulgaris는 무성생식으로만 

번식하기 때문에 광 조사 간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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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 vulgaris를 적용한 하폐수처리에 있어서 

광 조사 간격은 종의 성장 및 질소와 인의 제거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성

생식을 하는 미세조류를 적용하여 하폐수처리 시스템

을 운영한다면, 광 조사 간격을 길게 설정하여 운전할 

경우, 높은 성장량 및 질소, 인 제거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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