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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증대일로에 

있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기준한 현 에너지체계는 . 

과도한 온실가스의 원천으로 파괴적이고 전지구적인 기

후변화와 재앙을 초래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

자가 각 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 

의 하나가 바이오연료로써 가장 유망한 에너지로 간주되

고 있다 미세조류 (Xiao et al., 2013; Cui et al., 2014). 

Botryococcus, Chlamydomonas, Chlorella 종은 전통 

적 곡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오일보다 최대 배나 많300

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더구나 (Cooney et al., 2009). 

곡물에 비해 이 생물의 수확 주기는 매우 빨라 일 1~10

단위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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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pid-enriched strain of Botryococcus braunii (UTEX 572) was cultivated in a semi-batch aeration tank to enhance 

biomass as well as to develop intracellular lipids and fatty acids. A 30 day period of  incubation produced 1.39 g/L of biomass 
and 0.31 g/L of total lipids in the biomass. The grown biomass was pre-treated using several methods to extract the total lipid 
content efficiently: ultrasonication was found to yield the highest percentage of lipids-namely 19.8% per biomass. Direct 
heating of biomass in an autoclave also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when using only conventional solvent extraction. To 
enhance the biomass harvest and lipid extraction efficiency,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steps were added to the extraction 
process.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the solvent type but also the solvent/biomass ratio greatly affected efficiency. In 
additio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harvested(wet) biomass  affected the efficiency significantly. This study elucidated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on optimizing this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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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조류 Botryococcus braunii는 건조중량의 

가 바이오디젤로 전환될 수 있는 탄화수소로 구성2-75%

되어 있고(Kosaric and Velikonja, 1995; Lee et al., 

다른 조류종에 비해 높은 지질함량 탄화수소의 1998) , 

질과 같은 휘발유와 항공연료로의 제조 경쟁력이 우수하

다 한편 (Metzger and Largeau, 2005). B. braunii에 의

하여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연소 시 방출되는 배출 가스

는 기존의 디젤유와 비교하여 는 이하CO 20% , NOx는 

총 매연은 수준이고 55%, 5% SO2 배출이 없다고 알려

져 있으며 생분해성과 무독성을 띤다, (Wolf et al., 1985; 

은 미세조류 종에 따른 지Grima et al., 1994). Table 1

질 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스케일업 및 대량생산은 가지 공정으로 요약된, 2

다 즉 개방수로형과 튜브형 광반응기가 주로 연구되고 . , 

있다 생산성 면에서 보면 광반응(Janssen et al., 2003). 

기형태가 환경조절 인자를 최적화하여 높은 편이나 개방

수로형이 배양조건을 조절하거나 최적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운영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

하다 미세조류(Ugwu et al., 2008; Singh et al., 2010). 

의 상용화 첫 단계인 수확과 추출에 대한 연구는 년대 90

말 연구예산 감축으로 인한 여파로 진척되지 못하다가 

년 중반 유전학적 성과로 인한 배양기술의 약진과 더2000

불어 침전과 부상 등 접목기술이 보고되었지만(Brennan 

바이오연료 and Owende, 2010; Udman et al., 2010) 

관련한 경제성 측면에서 파쇄와 원심분리의 기조에서 크

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일반적 관점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지질과 

지방산 등 미세조류의 배양에서 획득하는 최대 산물에 

있다 일반적인 미세조류의 지질함량은 정도이. 30-80% 

다 지질은 본질상 유기용매에 용해성을 가진 소수성 탄. 

소사슬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 

이론상 추출이 용이하다 크게 나누어 중성지질에 해당하. 

는 이 세포 원형질에서 미세 액적형태로 triacylglycerol

존재하며 반면 극성지질은 나 phospholipid glycolipid 

형태로 세포막 등에 구조성분으로서 분포한다 대부분.  

의 미세조류는 늦은 정체기에 많은 중성지질을 축적한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로 불리는 세포분열이 . log phase

활발한 지수생장기를 피해 조류배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Huerlimann et al., 2010; 

이는 바이오연료의 최종 제품인 Griffiths et al., 2012). 

바이오디젤 등의 품질 결정에 부정적 요소가 되는 불포

화지방산(monounsaturated or polyunsaturated fatty 

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acids) .  

본 연구팀은 미세조류의 최적 성장조건과 최적 지방

산 생산조건을 영양원의 제한 질소인 비의 변화 질소원, / , 

의 종류 환경조건 온도 빛의 세기 성장 시기 등에 , (pH, , ), 

Microalga Oil content (wt%,dry based)

Botryococcus braunii 25-75

Chlorella sp. 28-32

Crypthecodinium cohnii 20

Cylindrotheca sp. 16-37

Dunaliella promolecta 23

Isochrysiss sp. 25-33

Nonallanthus salina 20 or more

Nannochloris sp. 20-35

Nannochloropsis sp. 31-68

Neochloris oleoabundans 35-54

Nitzschia sp. 45-47

Phaeodactylum tricornutum 20-30

Schizochytrium sp. 50-77

Tetraselmis sueica 15-23

Table 1. Oil content of some important microalgae which have been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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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인자로 검토한 바 있다 특히 배(Kwon et al., 2012). 

지 조성은 세포의 성장 및 지질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매개변수로서 고찰되었고 B. braunii 의 고밀 

도 생산 및 생체내 지질함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연

구를 랩규모 유리 컬럼을 통해 수행한 바 있다(Endo 

et al., 1977; Bajpai and Bajpai, 1993; ; Lee et al., 

이 연구는 그의 후속으로서 동1998; Xu et al., 2006). 

일 균주를 사용한 대량 배양 설계와 고효율 지질생산

을 위한 비회분식 반연속공정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재료 및 방법2. 

미세조류의 배양과 사용배지2.1. 

미세조류 Botryococcus braunii 는  UTEX 572 The 

에서 분양받아 계대배양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하여 유지하였다 미세조류의 보존 및 배양은 배. BG 11

지의 한천슬랜트를 사용하였고 조도 25±2 , 2000 lux 

및 광사이클을 적용하였다16/8 (Kwon et al., 2012). 

표준 배지 에BG(for Blue Green Algae) 11 (Table 2)

서 생장 주요소인 질소(NaNO3 인): (K2HPO4 의 비율을 )

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기초 실험에서 최적화함16:1 ( ).

균체량 측정 2.2. 

B. braunii의 균체량은 배양액 을 25 mL 4.7 Whatman 

필터로 걸러 측정하였다 필터와 함께 균체를 GF/C . 6

에서 건조하여 데시케이터 방냉후 무게를 측정0 2-3 h 

하였다. B. braunii의 배양에서 건조중량과 흡광도(y = 

0.5511x + 0.0127, r2 는 매우 높은 상관을 보 = 0.9986)

였다 따라서 . B. braunii의 배양시 에서 흡광도 680 nm

값을 측정하여 간편하게 건조중량을 계상할 수 있었다. 

전처리 추출 및 지질측정2.3. , 

세포수확 추출 및 지질측정은 다음 에 도시하, Fig. 1

였다 미세조류세포는 유합 와 응결. (coagulation) (floccula 

과정을 거쳐 수확되었다 염화제이철-tion) . (ferric chloride)

과 을 투입하여 세포를 수확한 바 poly-glucosamine 300 

의 회전임펠러 조건에서 침강을 유도하였다 세포슬rpm . 

러지는 탈수를 거쳐 분리되고 약 시간 동안 자연건조 후 3

시간 오븐에서 추가 건조하였다 건조한 생체량 8 60 .  
을 배의 물과 혼합한 후 초음파분쇄기50 g 4 (Sonics 

로 강도로 에서 분간 분쇄하였VCX 500) 24 KHz 55 5

다 진공여과 후 분액여두 장치 를 이용하여 . (soxhlet )

혼합용매로 추출하였chloroform : methanol(2 : 1, v/v) 

다 조류 추출액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 chloroform : 

의 비율이 가 되게 조절하여 분methanol : water 1 : 1 : 0.9

리된 층을 건조시켜 지질함량을 측정하였chloroform 다. 

B.  braunii culture

Cell harvest

Coagulation by ferric chloride

Flocculation via  poly-glucosamine

Dewatering biomass

Dry biomass

Fig. 1. Flow scheme for harvesting algal biomass in this 
work.

Component weight in 1 L Component weight in 1 L

NaNO3 150 g Trace metal solution: 

K2HPO4 4.00 g H3BO3 2.86 g

MgSO4.7H2O 7.50 g MnCl2.4H2O 1.81 g

CaCl2.2H2O 3.60 g ZnSO4.7H2O 0.22 g

Citric acid 0.60 g Na2MoO4.2H2O 0.39 g

Ammonium ferric citrate green 0.60 g CuSO4.5H2O 0.08 g

EDTANa2 0.10 g Co(NO3)2.6H2O 0.05 g

Na2CO333 2.00 g Na2CO333 2.00 g

Table 2. BG11 (blue-green medium)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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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가열분쇄법 은 탈수건조한 (autoclving) biomass 

을 기압 에서 분간 열처리하50 g 2 (14.7 psig) 121 20

여 수행하였다.

반회분식 배양2.4. (semi-batch cultivation)

아산지역 수재활용센터의 유휴 유량조정조 용량 ( : 

를 주 배양조로 사용하였다 배양조의 수온은 2000 L) . 

를 유지하였고 일조시간은 일평균 이었다15-18 6.6 h

기상청 자료 참조 산기 노즐을 통하여 이산( ). 0.1%(v/v) 

화탄소가 유량으로 공급되었다 접종용 2.5 L/min . 20 L 

Botryococcus 배양액을 수조에 넣고 의 속도 10-15 rpm

로 패들 휠을 가동하였다 배양액의 조성은 에 기술한 . 2.1

바 있다 처음 일간 회분식으로 배양이 이루어졌으며 총 . 6

일간 유가식 배양을 수행하였다 매 일마다 30 . 3 50 vol%

의 혼합액이 제거되고 같은 부피의 순배양액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는 초기 로 시작하여 실험종. pH 7.5

료까지 를 유지하였다7.5~8.5 . 

결과 및 고찰3. 

본 연구는 개방 배양조에서 Botryococcus의 대량 배

양과 지질 추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찰한 것이다 해. 

당 군주 B. braunii 를 분양받아 실험실 조(UTEX 572)

건에서 기초 배양 후 파이럿 규모인 개방 환경에서 지질 

추출을 목표로 실험한 결과이다. 

3.1. B. braunii의 개방탱크 내 대량 배양

조류 B. braunii 를 운전용량  UTEX 572 2000 L(6 m 

의 유량조정용 탱크에서 배양하였다 씨 × 6 m × 0.3 m) . 

배양액은 약 주간 실험실의 버블컬럼배양기에서 배양2

하여 탱크로 이전 접종하였다 유량 탱크는 접종 전 . 

로 소독하고 희석한 배지액으로 충분히 0.09% NaOCl

세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회분식 배양법을 사용하였는데 초기

에는 회분식 기법으로 성장을 유도하였다 건조생체량이 . 

약 에 도달했을 때 조류 배양액의 를 제거 수1 g/L 40% ·

확하고 같은 부피의 배지액으로 보충하였다 이 과정은 . 

매 일마다 반복하여 총 일간 배양이 이루어졌다 배3 30 . 

양액의 는 실험 내내 pH CO2가스를 주입하여 로 7.5~8.5

유지되었다 균체량은 에서 나타내었듯이 매 일. Fig. 2 3

마다 측정되었고 건조 균체량은 최대 로 실험기1.3 g/L

간 내내 유지되었고 최고 균체생산성은 로 나0.5 g/L/d

타났다.

N. salina 및  Scenedesmus 종의 배양에서 배양기법 

을 회분식에서 연속식으로 전환했을 때 균체생산성이 비

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을 고려할 때(Balachanolran and 

Nagamany, 2013; Ting et al., 2013), B. braunii의 반

회분식 배양법도 부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회분. 

식 운전 시 최대 생산성은 에서 반회분식으로 0.2 g/L/d

변경 후 로 향상이 이루어졌다0.5 g/L/d 250% .

한편 균체에서 최종 생산된 지질의 양은 최대 305 

를 기록하였고 균체와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 안mg/L -

정 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균체생장과 생성물의 변화가 . , 

차적으로 비례하였다 지질의 평균 생산성은 1 . 0.053 

였고 최대 를 나타내었다g/L/d 0.07 g/L/d . 

Fig. 2. B. braunii culture and its derived lipid production in 
a semi-batch system.

Fig. 3. Total lipid extracted from biomass by additional 
pre-treatments plus solv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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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공정을 통한 조류균체의 수확3.2. 

조류의 생장이 정체기에 도달할 때 균체가 수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합 과 응결(coagulation) (flocculation)

을 통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염화제이철과 폴리글. 

루코사민이 사용되었다 또한 를 통하여 유량조. Jar test

정조에 투입될 약품의 최적량이 결정되었다. 

염화제이철 농도의 시험에서는 약 수준에서 150 ppm 

세포의 융합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농도에서 

다음 단계인 응결제 폴리글루코사민 투입량이 재 최적화

되었다 에서 최대 응결 이 (20 ppm ). Rashid et al.(2013) 

제안한 를 수확 전 과정에 적용하였다pH 5.5 .

공정변수에 따른 지질 추출 최적화3.3 

조류 세포를 파괴하여 내생 산물인 지질을 추출하였

다 전통적인 화학용매추출에 더하여 가지 전처리 방법. 2

을 추가 시험하였다 초음파 처리한 경우 최대 지질 수율. 

은 였고 전통적 용매 추출19.8% (chloroform-methanol)

법은 에 머물렀다 초음파 에너지로 세포를 파괴12.8% . 

했을 때 약 배정도 지질 추출이 용이해졌음을 알 수 있2

다 가압가열법 을 적용했을 때는 최대 수율. (autoclaving)

이 로 나타났다 즉 압력과 열에너지로 인해 조류17.0% . , 

세포의 세포막이 효과적으로 파열되어 지질이 용이하게 

수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분함량에 따른 효과3.3.1. 

전체적으로 지질의 추출은 공정매개변수의 특성에 크

게 좌우된다 용매 수분함량 추출온도 및 시간 용매균: , , , -

체 비율 등(Chaiklahan et al., 2008; Siddiguee and 

본 실험에서는 건조균체량 대비 수분함Rohan, 2011). 

량과 용매균체 비율을 변수로 하여 최대 지질 생산량을 -

구하였다. 

수분함량의 최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추출 온도 

교반속도 과 용매균체 비는 로 고정50-55 , 400 rpm - 5:1

하고 추출시간은 을 기준으로 하였다1-3 h . Botryococcus 

건조균체 당 수분 비율을 로 조정한 시1, 2, 3, 4, 5 wt%

료를 준비하였다 함수율에 따라 지질 추출량은 증가하. 

였고 추출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지질함량도 증가하였다. 

실험결과 수분함량 에서 최대 지질 수율 (Fig. 4). 3 wt%

가 도출되었고 수분함량을 더 늘렸을 때 19.8% 1~2 wt%

보다는 높았지만 감소하였다 즉 수분의 존재가 더 이상 . , 

지질의 추출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용매와 수분이 

적절할 때 추출용매의 세포내 침투가 최대로 이루어진다

는 보고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Rao and Arnold, 1958). 

서 수분이 매우 적을 때 용매의 침투가 물리적 유동제한

으로 저하되지만 과다한 수분이 존재할 때도 유동성은 ‘ ’

증가하지만 용매의 침투력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합유체에서의 물질전달 저항 의 증가( (barrier) ).

용매 균체량 비율의 효과3.3.2. -

추출의 물리작용 즉 물과 기름의 비혼합성과 동류 간, 

의 가용성 때문에 상기의 비율은 추출에서 지대한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용매와 균체 무게 비를 각각 . 

로 조정한 시료를 준비하여 지질 추출량을 5:1, 7:1, 9:1

측정하였다 용매의 비중이 클수록 지질 추출량(Fig. 5). 도 

Fig. 4. Total lipid yields obtained from B. braunii biomass 
at different moisture contents with allowed time. 

Fig. 5. Total lipid yields obtained from B. braunii biomass 
at different solvent biomass ratios (solvent:biomass) 
with allow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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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추출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즉 충분한 양의 용매가 사용될 . , 

때 균체에 대한 침투는 약한 시간의 함수로서 초기에 침

투가 완료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질의 가용화는 용매 

량에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실험조건에서 용매 균체 일 때 최대 : = 9 : 1

의 추출 수율을 보였다 타 조류지질 추출연구25.2% . 

(Hossain and Salleh, 2008; Pokoo-Aikins et al., 

에서 최대 수율이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본 2010) 10% 

연구의 수율 는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25.2%

며 다소 높은 용매균체 비에도 불구하고 고수율 추출법/

으로 권장할 수 있다. 

결 론 4. 

고지질 탄화수소의 함량이 높은 미세조류 Botrococcus 

braunii 를 이용한 고밀도 배양과 이에 따 (UTEX 572)

른 지질생산을 파일럿 규모(2 m3 비회분식 배양법으로 ) 

시도하였다 이전 버블탑 반응기로 수행한 기초자료를 . 

바탕으로 반회분식 배양의 지질 생산성과 함수량 및 용

매비율과 같은 공정변수에 따른 지질 생산수율을 비교하

였다 연구결과로는 반회분식 공정으로 일 운전한 . 1) 30

결과 조류 균체량은 최대 지질 농도는 , 1.39 g/L, 0.31 

를 각각 얻었다 또한 균체 생산성은 회분식 g/L . (0.2 

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를 나타내었고 지g/L/d) 0.5 g/L/d

질 생산성도 최대 평균 를 보였다0.07, 0.053 g/L/d .  2) 

수분의 함량에 따른 지질 추출성은 저함량과 고함량에서 

낮았고 중간농도인 에서 가장 높았는데 용매의 물3 wt%

리적 침투에 수분이 일종의 로 작용함을 확인할 barrier

수 있었다 또 용매의 균체대비 비율의 효과는 용매비중. 

이 큰 인 조건에서 추출량이 가장 높았다 추출을 9:1 .  3)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처리 효과는 초음파 용매 가압가+ >

열 용매 순용매 순으로 나타났으며 균체의 유합 및 응+ >

결을 도입하여 균체 수확과 추출을 촉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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