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생물시료 제작에 있어서

glutaraldehyde, paraformaldehyde, OsO4 등을 이용한 화

학 고정법은 오래 전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

으로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액이 시편

속으로 침투되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시료가 완전히 고정되

기 전에 세포나 조직내의 미세구조가 변하는 단점이 있어 모

든 시료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

근 재료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물 분야의 시편 제작에서

cryo-method의 적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Studer et al.

1995; Shimoni and Müller 1998). 이러한 cryo-method에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 spray cooling, jet

cooling, plunge cooling, impact cooling, 그리고 high-

pressure cooling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료의 상태

나 크기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다(Echlin

1992). 이 중에서 HPF(High Pressure Freezing)는 고압상태

(약 2100bar)에서 순간적으로 동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

어 다른 cryo 고정법에 비해 두꺼운 시료(약 200 µm 두께의

시료)를 얼음 결정에 의한 시료의 손상 없이 고정이 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다(Riehle and Höchli 1973; Moor 1987;

Studer et al. 1995; Shimoni and Müller 199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

어 나가기 위해 시편 제작에 있어서 plunge freezing과 HPM

등 다양한 cryo 기법을 도입 및 개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말에 국내 최초로 BAL-TEC사의 High Pressure

Freezing Machine(HPM 010)을 도입하 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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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Freezing (HPF)을 이용한 조류 Ptilota filicina의 미세구조 관찰:
HPF 고정법과 화학 고정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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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tructures of Ptilota filicina (Rhodophyta) by High Pressure Freezing
(HPF): Comparison of HPF Fixation and Chemical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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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paration of the biological samples for electron microscopy, the chemical fixation by glutaraldehyde,
paraformaldehyde, and OsO4 has been generally u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 chemical fixation method has
some problems: the infiltration time is a little bit long and the ultrastructure of cell or tissue transforms before
complete fixation of sample. So, recently, cryo-fixation is considered more often in biomedical field. In this study,
we compared High Pressure Freezing (HPF) method with chemical fixation method using a algal sample (Ptilota
filicina J. Agardh), which was difficult to fix using chemical fixation method. In chloroplast, the ultrastructure of
thylakoid lamella and phycobilisome can not show clearly by chemical fixation. In this study we could observe the
ultrastructure of thylakoid lamella and phycobilisome of chloroplast very clearly using HPF fixation. An improved
images of ultrastructures of nucleus, mitochondrion and floridean starch could obta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PF method is very useful method in algal specimen for electron microscopy.

Key Words: freeze substitution, High Pressure Freezing, Ptilota fili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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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시편 중에서 화학 고정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시료(홍조류의 일종인 Ptilota filicina J. Agardh)를 HPF로 고

정하여 그 결과를 화학 고정법과 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

어서 HPF 고정법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채집지

Ptilota filicina는 2006년 9월 9일 일본 북해도 Muroran의

조간 상부에서 채집을 하 으며 해수가 담긴 병에 담은 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가져왔다.

투과전자현미경 시료 제작과 관찰

시료 제작에 있어서 화학 고정법은 우선 3%

glutaraldehyde로 실온에서 3시간 전고정을 하 고

cacodylate buffer로 세척 후 2% OsO4로 4도에서 3시간 후

고정을 하 다. 세척 후, ethanol과 propylene oxide를 이용

하여 탈수를 한 다음 Spurr 수지(Spurr 1969)를 이용하여 침

윤시키고 70도에서 36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High Pressure Freezing(HPF010, Bal-Tec, Balzers,

Liechtenstein)은 우선 시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hexadecine에 침윤시켜 HPM 010으로 순간적으로 고압 동결

시켰다. 동결된 시료는 Freeze Substitution Machine(FS-

7500, RMC, USA)으로 acetone 치환(93도에서 12시간, 85도

에서 12시간, 60도에서 12시간, 30도에서 12시간 치환 후 4도

에서 보존)한 후, 실온까지 온도를 상승 시킨 후 Spurr를 이

용하여 침윤시키고 70도에서 36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만들어진 시료는 60 nm 두께로 자른 후(Leica

ULTRACUT UCT ultramicrotome, Vienna, Austria), 4%

uranyl acetate로 10분, lead citrate(Reynolds 1963)로 10분간

염색을 하 다. 완성된 시료는 Tecnai G2 Spirit Twin TEM

(120 kV, FEI company, USA)과 JEM-ARM 1300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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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loroplast images of Ptilota filicina prepared by chemical fixation (a, b) and HPF fixation (c, d). (a) Chloroplast. (b) Enlarged
image of (a), thylakoid lamella. (c) Chloroplast. (d) Enlarged image of (c), thylakoid lamella. C: Chloroplast. Arrow:
Phycobili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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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Electron microscopy(1250kV, JEOL, Tokyo, Japan)

으로 관찰하 다.

결과 및 고찰

Ptilota filicina의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및 floridean

starch를 화학 고정법과 HPF 고정법으로 고정하여 그 미세

구조를 비교하 다. 엽록체의 경우 화학 고정법에서는

thylakoid lamella의 구 조 가 뚜 렷 하 지 않 았 으 며

phycobilisome의 존재 유무도 확실하지 않은 반면, HPF 고

정법에서는 엽록체 전체에서 동일한 폭의 thylakoid lamella

가 관찰 되었으며 thylakoid lamella 주위에서 뚜렷한

phycobilisome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핵의 경우에서는

화학 고정법에서 heterochromatin의 구별이 거의 되지 않았

으나 HPF 고정법에서는 뚜렷한 heterochromatin이 관찰되

었다(Fig. 2). 미토콘드리아의 경우, 화학 고정법에서는 이중

막으로 둘러싸인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 HPF 고정법

에서는 외막과 내막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았다(Figs 3a, 3c).

화학 고정법에서는 floridean starch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내

부가 불균질하게 관찰 되었으나(Fig. 3b) HPF 고정법에서는

완전한 구형으로 내부가 균질하게 관찰되었다(Fig. 3d).

HPM 고정법은 다양한 생물시료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Gram-positive bacteria(Corynebacterium glutamicum)에서

는 화학 고정법에 비해 명확한 cell wall과 cell membrane이

관찰 되었으며(Erk et al. 1998), Paramecia(Paramecium

tetraurelia)에서는 contractile vacuole에서 microtubule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Erk et al. 1998), Petunia

xhybrida (Hook.) Vilm. cv. Bluebedder의 배주에서도 좋은 미

세구조가 관찰되었다(Thijssen et al. 1998). 열 달에서 열두

달 된 bovine humeral head articular cartilage(Studer et al.

1995)와 Marine worm elytrum(Erk et al. 1998) 등 다양한 생

물시료에서 화학 고정법에 비해 HPF에서의 미세구조가 선

명함과 동시에 기존의 화학 고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구조

의 해석이 가능하 다. 또한 Yeast(Saccharomyce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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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clei images of Ptilota filicina prepared by chemical fixation (a, b) and HPF fixation (c, d). (a) Nucleus. (b) Enlarged image of
(a), nuclear membrane. (c) Nucleus. (d) Enlarged image of (c), nuclear membrane. N: Nucleus. Arrow: Nuclear membrane.



의 경우, HPF와 FS 방법을 사용한 결과 화학고정에서 관찰

하기 어려웠던 구조인 fibrillar structure와 Golgi apparatus

의 stack이 관찰되었고(Walther et al. 1984; 1988; Erk et al.

1998) HPF 고정 후 빠르게 해동시킬 경우 70%의 생존율을

보 다(Erk et al. 1997). 최근 Algae에서도 HPF 고정법과 FS

를 이용하여 Micrasterias denticulata에서 organelle 간의 상호

관계, organelle와 vesicle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organelle와

membrane과의 상호관계를 성공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Aichinger and Lütz-Meindl 2005). 이상과 같이 HPF

방법은 두께의 한계(200 µm 이하)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에서 화학 고정법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미세구조가 관찰되

며 또한 기존의 화학 고정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Ptilota filicina의 엽록체에서 기존의 화학 고

정법에서는 관찰이 어려웠던 thylakoid lamella 구조와

phycobilisome 구조가 뚜렷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Floridean starch의 경우에서도 화학 고정법에서는 타원형으

로 관찰되었으나 HPF에서는 거의 완전한 구형으로 관찰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들(Ding et al. 1993;

Hohenberg et al. 1994; Erk et al. 1998)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토콘드리아의 막 구조가 뚜렷하지 않았다(Fig. 3c). 하지만

Yeast(Saccharomyces cerevisiae), Wistar rat의 췌장, 그리고

Carcinus maenas의 posterior gill epithelium에서 1-5%의 수

분을 함유한 freeze substitution medium을 사용함으로써 막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Walther and Ziegler은

막 구조가 완전히 비결정질화 된 시료보다 수분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화된 시료에서 막 구조가 보다 뚜렷함을 지적하고

있어 Algae 시료에서도 이러한 방법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Walther and Ziegler 2002).

이상의 결과에서 HPF 고정법은 미토콘드리아의 막 구조

를 제외한 다른 세포소기관에서 형태가 뚜렷하고 명확하여

화학 고정법에 비해 생물이 살아있을 때의 실제 모양에 가깝

다고 판단되며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HPF 고정법이 모든 생물 시료에

482 Algae Vol. 21(4), 2006

Fig. 3. Mitochondria and floridean starch images of Ptilota filicina prepared by chemical fixation (a, b) and HPF fixation (c, d). (a)
Mitochondrion. (b) Floridean starch. (c) Mitochondrion. (d) Floridean starch. M: Mitochondrion. F: Floridean starch.



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화

학 고정법에서도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되며 어떠한 미세구조가 살아 있는 실제

의 모습과 가까운가 하는 것은 여러 고정법을 비교 검토 후

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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