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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미세조류 Arthrospira platensis (A. platensis)는 색소(chlorophyll, carotenoids), 지질을 다량 함유하여 기능성 식품 생산에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A. platensis에 조사선량 24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여 균주를 개량하고자 하였으며, 
스크리닝을 통해 지질 함량이 높은 EM24를 선별하였다. EM24는 세포생장률 및 색소농도가 야생균주에 비해 약 1.2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광강도법으로 측정 후 triolin을 이용해 세포 내 지질 농도를 정량하고자 하였다. EM24의 
지질 농도는 62.9 mg/L로 야생균주(38.9 mg/L)에 비해 약 1.5배 증대되었다. 세포 내 지방산 또한 gamma-linoleic acid 
(GLA) 함량이 약 1.5배 증가하였다.

Abstract
Arthrospira platensis has high lipid and pigment (such as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and thus evaluated as an im-
portant resource in functional food production. The cell growth rate and pigment concentration of EM24 increased by approx-
imately 1.2-fold than those of the wild-type strain (WT). Fluorescence intensity levels in EM24, which were quantified with 
a lipid triolein standard curve, also increased by approximately 1.5-fold than those in WT (62.9 mg/Lvs. 38.9 mg/L). The 
analysis of fatty acid profiles indicated that the gamma-linoleic acid level in EM24 increased by 1.5-fold than that i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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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미세조류는 CO2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 생장하며, 광합성 대사의 

산물로 발생하는 탄수화물 및 중성 지질과 같은 유용 물질은 바이오

에너지, 식품, 사료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다[1]. 현재 알려진 미세조류의 종류는 약 10만종에 달하며, 그중 

Arthrospira platensis (A. platensis)는 아열대 알칼리성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며 나선형의 남조류에 해당되는 미세조류로 알려져 있다[2]. A. 

platensis는 고부가가치의 건강기능식품, 사료, 제약 및 사료 제조와 

같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탄올, 수소, 바

이오 디젤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3]. 

A. platensis는 다량의 단백질과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c-phycocya-

nin과 같은 색소 및 지방산을 함유한다. A. platensis 내 지방산 가운데 

† Corresponding Author: Silla University,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College of Medical and Life 
Science, Busan 46958, Korea 
Tel: +82-51-999-5748  e-mail: jhalee@silla.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4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다가 불포화 지방산(PUFA)인 ω-3와 ω-6 계열의 지방산의 경우 식

품 및 의약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4-7]. ω-6 계열의 지방산 가운

데 γ-linolenic acid (GLA, C 18:3)는 A. platensis의 지방산 함량 가운

데 20%에 해당하며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프로스타글란

딘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 platensis 내 당지질 및 지

방산은 최근 항산화 및 항균활성이 보고되어진다[8]. 

미세조류 내 지방산은 바이오디젤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에 있으며, 세포 내 지방산 함량 증대를 위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되

고 있다. Palmitic acid (C 16:0), stearic acid (C 18:0), oleic acid (C 

18:1), linoleic acid (C 18:2), linolenic acid (C 18:3)는 바이오디젤 생

산에 적합한 지방산으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좌우한다[9]. 

A. platensis와 같은 나선형의 남조류는 세포 내에 약 20~60%의 지방

산을 함유한다고 보고되어 진다[10]. 남조류 내 불포화지방산은 건조 

중량당 약 1%의 GLA가 이용가능하며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조류

의 배양 조건 및 배지 내 영양성분에 따라 함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11]. GL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추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

질 및 지방산이 고농도로 함유된 미세조류 균주개량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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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의 지질 및 색소와 같은 유용물질의 함유량이 높은 균주를 

개량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돌연변이원 처리를 통한 무작위적 돌

연변이법(random mutagenesis)이 이용되고 있다. 무작위적 돌연변이

법과 같은 인위적 돌연변이방법은 야생균주의 우량형질을 유지하며 

원하는 방향으로의 유전형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리

적 돌연변이원에는 전자빔, 자외선, 감마선 등이 있으며, 화학적 돌연

변이원에는 ethyl methane sulphonate (EMS), methyl methane sulpho-

nate (MMS), N-methyl-N'-nitrosoguanidine (MNNG) 등이 있다. 미세

조류 균주 개량을 위해 자외선 및 전자빔을 이용한 예가 보고되었다

[12]. 자외선을 A. platensis에 조사하여 얻은 개량균주는 중성지질 및 

항산화 효소(SOD, POD)의 함유량이 야생균주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12]. A. platensis 균주에 전자빔을 조사하여 균주를 개량한 경

우 또한 세포 내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페놀의 함량과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3]. 화학적 돌연변이원의 

경우 EMS 처리를 통한 미세조류 균주개량이 주를 이루고 있다. 

Haematococcus pluvialis에 EMS 처리를 통해 돌연변이 균주를 유도하

였으며, 획득한 개량균주 내 astaxanthin의 생산성이 약 7.5% 증대됨

을 확인하였다[14]. A. platensis 균주에 EMS 처리를 통해 획득한 돌연

변이 균주 또한 지질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물질로 알려

진 phycobiliprotein 같은 유용성분의 함량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돌연변이원 처리를 통한 돌연변이 균주 유도방법은 미

세조류의 유용물질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많은 노

동력과 비용의 소모로 인한 개발과정의 단축에 어려움을 가진다[15]. 

따라서 돌연변이 균주 선별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의 균주개량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본 연구는 물리적 돌연변이원인 전자빔 조사를 

통한 균주개량을 진행하였다. 전자빔은 방사능 잔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돌연변이원에 해당되며 전자빔 조사를 통한 돌연변이유도는 

적정 선량을 적용해 화학적 돌연변이원에 비해 시간적 소모가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16]. 전자빔의 파장은 0.1~0.005 nm로 매우 짧으며 진

공 상태이거나 전기장 및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직선으로 전달된다. 

전자빔은 감마선이나 양성자 빔에 비해 파장이 짧아 투과 깊이가 얕

으며 고에너지 조사가 가능하다. 전자빔을 생물체에 조사하면 전자가 

DNA 구조를 이루는 특정 부위와 에너지 공명을 일으킨 후 흡수된 

DNA를 들뜬 상태로 전환시켜 라디칼과 같은 파편으로 쪼개지거나 

인산기로 흡수된 에너지의 전달을 통한 DNA 가닥의 절단이 발생된

다[17,18]. 이렇듯 전자빔은 짧은 시간 내에 고밀도 라디칼 생성을 통

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전자빔 조사를 통한 돌연변이 

유도 방법은 조사 설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표준화된 과정으로 적용방

법이 비교적 단순하며 대량 시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빔은 주로 미생물 멸균 및 오염물질 파괴 용도로 많이 이용

되었으나[19], 미세조류 균주 개량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전자빔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조

사를 통해 A. platensis 개량 균주를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개량균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사용균주 및 배양방법

본 연구는 Arthrospira platensis NIES 39 (KCTC AG30033)를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알칼리성 

무기배지인 SOT 배지로 균주를 배양하였다. SOT 배지는 SOT-1과 -2

를 각각 121 ℃에서 15 min 간 멸균 및 냉각시켜 혼합 후 10 N NaOH

를 이용해 pH 9로 조절하였다[20]. 균주는 35 ℃, 120 rpm, 광도 6,000 

lux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광주기는 12 h : 12 h (명 : 암)으로 명반

응 시 형광등을 사용하였다[21].

 

2.2. 전자빔 조사 및 돌연변이 유도 

증식기의 A. platensis 세포의 흡광도를 520 nm에서 1.0으로 조정한 

세포희석액을 전자빔 가속 장치의 전자빔 조사 챔버에 넣어 조사하였

다(한국 원자력연구원, 대전). 조사선량이 240 kGy가 되도록 0.2 Mev, 

1.2 mA, 5 min간 세포 희석액에 조사하였다. 전자빔 조사를 마친 세

포 희석액을 SOT 고체 배지에 옮겨 35 ℃에서 배양하였으며 생성된 

콜로니를 분리하여 액체 SOT 배지에 옮겨 단일 배양하였다[22]. 

2.3. 균체량 분석

균체량은 520 nm에서 UV/Vis 분광기(Optizen 2120 UV, Mecasys Ltd, 

Kore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건조 균체량(Dry cell weight, 

DCW)은 항량된 종이필터(Whatman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된 균체를 

건조기에서 105 ℃로 3 h 동안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였다[23]. 

2.4. 색소 농도 분석

광합성을 통해 증가된 색소 농도 분석을 위해 12일 간 배양한 미세

조류 균주의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농도 측정은 세포 1 mL을 13,000 rpm에서 3 min간 원

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제거하고 methanol 1 mL을 첨가하였다. 60 ℃

에서 30 min간 반응하고 0 ℃에서 2 min간 냉각시킨 후 13,000 rpm에

서 2 min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등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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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였다[24].

 

Chlorophyll (mg/L) = 25.5 × A650 + 4 × A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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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Nile red 염색을 이용한 고지질 함량 균주 선별 및 지질 정량 

야생균주와 변이주의 중성지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Chen et 

al.[2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세포의 흡광도를 0.5로 조정 

한 후 세포 10 µL와 증류수 138 µL, nile red 2 µL 그리고 DMSO 50 

µL를 혼합하고 40 ℃ 배양기에서 10 min간 반응하였다. 형광광도계

(Infinite F 200 pro,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excitation 495 nm, 

emission 620 nm에서 형광값(fluorescence intensity)을 측정하였다. 

nile red로 염색된 세포의 형광값과 미세조류 자체의 형광값을 빼서 

나타내었다[26].

세포 내 중성지질 농도 측정을 위해 Bertozzini et al.[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중성지질의 검량선으로는 triolein (Sigma)를 이

용하였다. Triolein의 농도를 5, 15, 20, 25, 37.5, 50 µg/mL로 nile red 

로 염색하여 형광값을 측정하였다. 각 농도에 따른 형광 강도를 이용

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한 후 세포 내 중성지질 농도를 결정하였다. 

2.6. 지표성분 확인

미세조류 내 지표성분 확인을 위해 Minkova et al.[28]의 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야생균주와 선별한 변이주의 동결건조 시료를 20 

mg/L의 농도로 희석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chlorophyll-a, β-carotene, 

c-phycocyanin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Chlorophyll-a와 β-carot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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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Cell growth, dry cell weight of electron - beam induced 
mutant (a) cell growth, (b) dry cell weight (DCW).

(a)

(b)

Figure 2. Pigment (chlorophyll and carotenoids) concentration of WT 
and EM24, (a) chlorophyll concentration, (b) carotenoids concentration.

은 지용성 색소로 시료를 hexane에 용해시켜 측정하였으며, c-phyco-

cyanin은 인산완충용액을 용해하였다. 

2.7. 지방산 분석 

지방산 분석을 위하여 이 등[29]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야

생균주와 변이주의 동결건조 시료 10 mg을 5 : 100의 비율로 혼합된 

acetyl chloride와 methanol 용액 2 mL과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Teflon-capped pyrex tube에 넣고 차광 조건에서 100 ℃에서 1 h 반응

시켰다. 혼합물을 꺼내어 30~40 ℃에서 냉각 후 hexane이나 iso-oc-

tane 같은 추출용매와 FAME solvent 용액을 첨가하고 5~30 s간 혼합

하였다. 1 mL의 NaCl을 이용하여 세포 내 염을 제거하고 1 mL의 멸

균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추출하여 얻은 상등액에 무수 황산 나

트륨을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C 조건으로는 이동상을 helium으로 이용하고 sample 

주입온도는 250 ℃, 초기온도는 110 ℃로 1 min간 유지하였다. 온도

상승 속도는 1 min마다 5 ℃씩 상승하며 주입온도까지 28 min이 소요

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돌연변이 유도 및 세포 생장 

대수증식기의 A. platensis 세포에 전자빔 0.2 MeV 에너지, 1.2 mA

로 약 5 min간 처리하여 240 kGy 세기로 조사하였으며, 전자빔 조사 

후 얻은 변이주 가운데 지질 함량이 높았던 균주를 선별하여 EM24로 

명명하였다. 변이주의 특성 분석을 위해 세포 생장 및 건조 중량을 측

정, 분석하였다. 세포 생장 비교를 위해 야생균주와 EM24를 12일간 

배양하였으며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변이주 EM24의 

생장률은 야생균주에 약 1.2배 증가하였으며 EM24의 건조중량 또한 

약 1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ure 1(a), (b)). 다수의 논문들은 미세

조류의 세포 생장률은 세포 내 색소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

세조류의 생장이 활발하여 광합성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내 색

소 농도 또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변이주 EM24 또한 색소의 농도 

분석을 위해 배양 12일차에 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Figure 2(a), (b)). 전자빔 조사를 통해 유도된 변이주는 정상적

인 배양 조건 하에서 야생균주와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다른 물리적 돌연변이원인 자외선 조사로 유도된 변이주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Nannochloropsis oculata에 자외

선 조사를 통해 균주를 개량하였으며, 획득한 균주가 야생균주에 비

해 세포 생장률이 증대됨을 보고하였다[30]. 박 등[24]은 A. platensis

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경우에도 야생균주에 비해 세포생장률이 증

가된 변이주를 획득함을 보고하였다[24]. 이처럼 물리적 돌연변이원 

처리는 야생균주에 비해 증대된 세포 생장률 및 색소 함량을 지닌 돌

연변이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2. 전자빔 유도 돌연변이주의 중성지질 농도 분석 

배양 12일차에 미세조류 내 지질 축적량을 측정하기 위해 형광 강

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형광 강도법의 경우 세포 내 지질 함량

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triolein을 이용해 정량 곡선 작성 후 

형광 강도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EM24의 지질 농도는 약 62.9 

mg/L로 야생균주의 지질 농도인 38.9 mg/L보다 약 1.6배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Figure 3). 

미세조류는 배지 내 영양분 고갈 환경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발

생할 경우 세포 내 중성 지질 및 색소와 같은 유용 물질 함유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한 배지를 이용한 Haematococcus plu-

vialis 생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생장 영양소가 결핍된 배지에서 생

장한 미세조류의 경우 세포 내 유용 물질인 astaxanthin의 함량이 증가

함을 보고하였다[31]. Chlorella vulgaris 영양소 제한 생장 실험 결과 

또한 Haematococcus pluvialis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였다[32]. 

지속적인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미세조류의 균체 농도만 

증가하였으나, 영양분이 결핍된 상황에서는 미세조류 내 지질 축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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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eutral lipids concentration of WT and EM24.

(a)

(b)

(c)

Figure 4. Absorption spectra of chlorophyll-a, β-carotene, phycocyanin, 
microalgae extract. (a) Absorption spectra of chlorophyll-a, WT and 
EM24. (b) Absorption spectra of β-carotene, WT and EM24. (c) 
Absorption spectra of phycocyanin, WT and EM24.

Fatty acid Name WT EM 24

C 14:0 Myristic 0.46 0.53

C 16:0 Palmitic 8.38 13.26

C 16:1 Palmitoleic 0.39 0.9

C 18:0 Stearic 0.38 -

C 18:1 Oleic 1.30 1.68

C 18:2 Linoleic 3.60 5.97

C 18:3 Gamma linolenic (GLA) 4.73 7.22

Table 1. Fatty Acid Composition and Content of WT and EM24 (mg/g 
DCW). 

Figure 5. Fatty acid (saturated fatty acid, MUFA and PUFA) content 
of WT and EM24. 

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노출된 미세조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질과 같은 유용 물질의 합성 과정을 변

환하게 된다. 미세조류의 유용 물질 합성 과정 변환은 세포 수확량 감

소를 초래한다. 하지만, EM24의 경우 야생 균주와 동일한 배양 조건

에서 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 지질 농도는 약 1.6배, 세포 

생장률은 약 1.2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개량된 균주의 계대 

배양이 이루어질 경우, 개량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로 인

해 균주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EB24는 실

험실에서 약 2년간 계대 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 지질 농도

는 야생균주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스크리닝 단

계에서는 EB24의 지질 농도가 45.2 mg/L로 야생균주(26.5 mg/L)에 

비해 약 1.7배 증대됨을 확인하였으며, 2년이 지난 현재에는 약 1.6배

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대 배양 횟수에 관계없이 세포 내 지

질 농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전자빔 조사 유도 돌연변이주의 성분 분석  

전자빔 조사를 통해 획득한 돌연변이주 EM24와 야생균주 내 기능

성분 확인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Chlorophyll-a는 430 nm, 666 

nm에서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야생균주와 EM24 역시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a)). 미세조류 내 carotene 확인을 

위해 β-carotene (Sigma, USA)를 이용하였다. 파장별 흡광도를 분석

한 결과 β-carotene은 452 nm, 482 nm에서 높은 흡광도를 나타냈지

만, 야생균주와 EM24는 439 nm와 490 nm에서 피크를 확인하였다

(Figure 4(b)). C-phycocyanin 유무 분석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200~800 nm까지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C-phycocyanin의 경우 221 nm와 618 nm에서 높은 흡광도를 확인하

였으며 야생균주와 EM24 또한 동일한 파장에서 높은 흡광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야생균주와 EM24 추출물을 이용하여 세포 

내 chlorophyll-a와 β-carotene, c-phycocyanin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chlrophyll-a와 c-phycocyanin은 표준물질과 유사한 

파장에서 피크를 보임에 따라 동일한 세포 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β-carotene의 경우 표준물질과 유사한 흡광도는 보였나, 피크

의 파장이 달라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HPLC, GC를 이용한 분석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M24 변이주의 지방산 함량을 G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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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와 변이주의 지방산을 분석, 비교하였다(Table 1, Figure 5). A. 

platensis 내 지방산은 8종 정도로, myristic acid (C 14:0), palmitic acid 

(C 16:0), palmitolenic acid (C 16:1), stearic acid (C 18:0), oleic acid 

(C 18:1), linolenic acid (C 18:2), linolenic acid (C 18:3)가 보고되었다. 

EM24의 지방산 총량은 약 29.56 mg/g으로 야생균주의 지방산 총량인 

19.24 mg/g에 비해 약 1.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M24 내 지방산을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와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각 1.5, 1.6배 증가하였다. PUFA 중 콜

레스테롤 이동과 합성을 조절하여 혈중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진 γ-linolenic acid(GLA)의 함량이 야생균주에서는 

약 4.73 mg/g이었지만, EM24에서는 약 7.22 mg/g을 나타내어 약 1.5

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33]. A. platensis 생장 조건 변화를 통해 GLA 

함량을 증대시킨 연구가 보고되었다[11]. 하지만, GLA 정제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모됨을 볼 때에 균주 개량을 통한 GLA 함량 증대 균

주 개량이 산업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이오디젤 생산 시 미세조류 내 지방산 가운데 oleic acid (C 18:1)

가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고되어진다. EM24의 oleic acid 함량은 1.68 

mg/g으로 야생균주(1.3 mg/g)에 비해 약 1.3배 증가하였다. A. pla-

tensis 균주는 다른 미세조류에 비해 지방산 함량이 낮아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되지 않지만, 전자빔 조사를 통해 유도된 변이주에서 지

방산 함량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최 등[22]은 24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여 A. platensis 균주를 개량하였으며 야생균주에 비해 GLA 함

량이 6배 증대된 균주를 획득하였다. 또한 김 등[13]은 전자빔 조사를 

통해 획득한 A. platensis 균주의 유용물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야생

균주에 비해 약 5배 증대된 지질을 함유함을 보고하였다. 두 문헌을 

통해 전자빔 조사를 통한 미세조류 균주 개량은 지방산 및 지질 증대

라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류 A. platensis에 24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

여 돌연변이주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야생균주에 비해 지질 함유량

이 높은 변이주 EM24를 선별하였다. EM24의 세포 생장률과 세포 건

조중량 및 색소(클로로필 및 카로티노이드)농도는 야생균주에 비해 

최소 1.2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세포 내 중성지질 함량 정량을 위해 

triolein을 이용한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형광강도 수치를 적용하여 

세포 내 지질축적 농도를 알아 본 결과 야생균주는 38.98 mg/L의 지

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반해 EM24는 62.9 mg/L의 지질을 함유하여 약 

1.5배 증가하였다. 야생균주와 EM24 세포 내 기능성분 확인을 위해 

chlorophyll-a, β-carotene, c-phycocyanin을 이용하여 파장별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준물질로 이용한 chlrophyll-a와 c-phycocya-

nin 사이의 유사성은 확인하였으나 β-carotene과는 파장별 흡광도의 

경향이 조금 달라 HPLC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변이

주의 지방산을 분석하였으며, EM24의 지방산 총량은 야생균주에 비

해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PUFA 중 GLA의 함량이 약 1.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자빔 조사를 통한 돌연변이주 유도는 세포 생

장률 및 색소, 지질, 지방산과 같은 유용물질의 축적량을 증가시켜 기

능성 식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 디젤 생산 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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