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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fferent Heterotrophic Bacteria on Phototrophic Activity of Chlorella sp. MF1907
Young Jin Noh, So-Yeon Jeong*, and Tae Gwan Kim*
Department of Microb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46241, Republic of Korea
Interactions between microalgae and heterotrophic bacteria are common in natural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heterotrophic bacteria on the activity of the photosynthetic eukaryotic alga
Chlorella sp. MF1907 when cocultured. A total of 31 heterotrophic bacterial isolates belonging to different
genera were cocultured with MF1907. Interactions of the alga with Agromyces, Rhodococcus, Sphingomonas,
Hyphomicrobium, Rhizobium, and Pseudomonas were positive, while those with Burkholderia, Paraburkholderia, Micrococcus, Arthrobacter, Mycobacterium, Streptomyces, Pedobacter, Mucilaginibacter, Fictibacillus, Tumebacillus, Sphingopyxis, and Erythrobacter were negative (p < 0.05). A turnover experiment
demonstrating a switch from heterotrophic to autotrophic activity of MF1907 was performed using 16 isolates exhibiting apparent effects (positive, negative, or neutral).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coculture
experiment, eight isolates exhibited the same outcomes, while the others did not. Consistently, Pseudomonas
and Agromyces showed a remarkable positive effect on MF1907 activity, and Burkholderia, Streptomyces,
and Erythrobacter had a marked negative effect. Our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possible to use the isolates for controlling populations of microalgae in natural and engineere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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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세조류는 담수 및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는 독립영양생
물로써 매우 다양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
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한다[1]. 미세조류는 단백질, 탄수화
물 및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동물 사
료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 환경 정화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2, 3]. 최근에는 미세조류
의 높은 지질 함량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부문에서 지속 가

능한 차세대 원료로써 주목받고 있으며[4], 환경 요인(abiotic
factor)을 조절하여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및 지질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5−7]. 하지만 미
세조류의 성장 및 활성은 환경 요인뿐만 생물학적 요인(biotic
factor)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8, 9].
미세조류는 다양한 환경에서 종속영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a)과 공존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미세조류의 성장
및 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세조류와 종속영양세균의
공생(symbiosis)은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및 지질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된다[10]. 예를 들어, Pseudomonas sp.,
Halomonas sp., Mesorhizobium sp., Marinobacter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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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obacter sp., Microbacterium sp. 등이 미세조류와 공생

을 통해 미세조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0−
13].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Pseudomonas putida는 대표적인

녹조류 Chlorella vulgaris의 영양분 흡수율을 증가시켰다
[14]. 또한, 활성슬러지에서 분리된 Enterobacter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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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bsiella sp. 등은 C. vulgaris의 성장을 증대시켰으며, C.
vulgaris와 각 박테리아의 컨소시엄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질소, 인, COD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였다[15]. 종속영양세균
이 미세조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는 미세
조류의 바이오매스 및 유용 물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
면에 일부 종속영양세균은 살조제(algicide)를 분비하여 미
세조류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16, 17]. 예
를 들어, Streptomyces sp.에 의해 생성되는 살조 물질이 C.
vulgaris의 성장을 저해하였다[18]. 또한, 해수에서 분리된
Halomonas sp., Marinobacter sp., Paracoccus sp.와 황해
하구 토양에서 분리된 Flavobacterium sp., Pseudoalteromonas
sp. 등이 살조 활성(algicidal activity)을 나타낸다고 보고되
었다[19]. 이와 같이 종속영양세균이 미세조류에 미치는 부
정적인 효과(negative effect)는 미세조류의 성장과 활성을 억
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미세조류와 공생하는 종속영양세균 종류는 서식하는 환경
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종일지라도 상호작용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 미세조류의 활용과 응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종속영양세균의
특성 규명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새로운 종속영양세균에 대한 특성 규명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자연 환경, 산업 시설 등)에서
미세조류와 종속영양세균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종속
영양세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 갯벌, 습지에서 샘
플을 채취하여 종속영양세균을 분리하였으며, 갯벌 토양에
서 혼합영양생물(mixotrophs) 특성을 가진 미세조류
Chlorella sp. MF1907를 분리하였다. MF1907과 서로 다른
속(genus)에 속하는 31종의 종속영양세균의 공배양(coculture)을 통해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
세균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다른 콜로니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콜로니를 1 g·l-1의 R2A
고체배지에서 3회에 걸쳐 계대배양을 수행하였으며 순수 콜
로니를 획득하였다. 콜로니를 동정하기 위해 HiGene
Genomic DNA prep kit (BIOFACT Co., Ltd., Korea)를 이용
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16S rRNA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
해 primer 341f (5'-CCTACGGGAGGCAGCAG-3')와 907r (5'CCGTCAATTCCTTTRAGTTT-3')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
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MG PCR purification kit
(Cancerrop Inc., Korea)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Macrogen
(Korea)사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획득하였다. Clustal X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보적으로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에서 등록
된 균주들과의 상동성을 비교하여 균을 동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미세조류 분리 및 동정
미세조류는 탑포 갯벌 토양으로부터 분리하였으며, 분리
과정은 균 분리 및 동정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게 수행하
였다. 미세조류는 R2A 고체 배지에서 녹색의 콜로니를 형성
하였으며, 모양은 irregular, margin은 undulate, elevation
은 flat의 형태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순수 콜로니로 부터
DNA를 추출하고 추출한 DNA를 template로 하여 PCR을 수
행하였다. 18S rRNA 유전자와 ITS(internal transcribed
spacer)의 partial sequence를 확인하여 미세조류를 동정하
였다. 18S rRNA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primer 1132f
(5'-AYTTRAAGDAATTGACGG-3')와 1423r(5'-GGGCAT
YWCDGACCTGTT-3’)을 사용하였으며, ITS 영역 증폭을 위
해 ITS1(5'-TCCGTAGGTGAACCTGCGG-3')과 ITS4(5'TCCTCCGCTTATTGATATGC-3')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
하였다. 염기서열을 획득한 후 NCBI의 BLAST에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한 결과 18S rRNA 유전자와 ITS 영역 모두에
서 Chlorella sp.와 가장 높은 상동성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hlorella sp. MF1907로 명명하였다.

종속영양세균 분리 및 동정
본 연구에서는 금정산(부산 금정구)의 산림 토양, 율포와
탑포(경남 거제시)의 갯벌 토양, 용화실못(충남 서천군)의 습
지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 및 해양 유래 종속영양세균을 분
리하였다.
환경 샘플 1 g과 0.9% NaCl 용액 5 ml을 혼합하여 1시간
동안 200 rpm으로 교반한 후 1 ml의 상등액을 취하여 10-6
까지 연속 희석하였다. 희석액 120 µl를 0.1 g·l-1의 R2A 고
체 배지(MB cell, KisanBio Co., Ltd., Korea)에 분주한 후
평판 도말하고 30℃에서 배양하였다. 색, 모양, 투명도, 광택
유무, margin, elevation, ingrowing 여부를 판단하여 서로

미세조류 및 종속영양세균 배양 조건
본 연구에서는 직접 분리한 미세조류 1종과 29종의 종속
영양세균, 구입한 2종의 종속영양세균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MF1907은 독립영양조건하에 배양하기 위해
530 ml 혈청병(serum bottle)에 100 ml의 배지와 1 ml의 접
종원을 분주한 후, 병 입구를 부틸 고무마개로 밀봉하였다.
CO2 가스를 최종 농도 50,000 ppm이 되도록 주입하였으며,
광도 4,000 lux(24L:0D), 온도 30℃, 200 rpm 조건에서 배
양하였다. 주기적으로 계대배양을 수행하여 MF1907의 순수
배양액 상태를 유도하였다. MF1907의 배지 조성은 다음과
같다[20]; KNO3 1000 mg·l-1, K2HPO4 250 mg·l-1, Mg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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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2O 250 mg·l-1, NaCl 100 mg·l-1, CaCl2· 2H2O 10 mg·l-1,
EDTA-NA 16 mg·l-1, Fe solution(FeSO4· 7H2O 2 mg·l-1),
Trace mineral composition(H3BO3 2.86 mg·l-1, MnSO4·
4H2O 1.30 mg·l-1, ZnSO4· 7H2O 3.20 mg·l-1, CuSO4· 5H2O
1.83 mg·l-1, NaMoO4 0.021 mg·l-1). 종속영양세균을 배양하

기 위해 1 g·l-1의 R2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0℃, 200 rpm
에서 배양하였다.

Chlorella sp. MF1907 활성 및 성장 특성
MF1907의 활성과 성장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영양조
건(autotrophic condition)과 종속영양조건(heterotrophic
condition)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영양 조건에서 MF1907
의 CO2 동화 및 CO2 생성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MF1907의
농화배양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MF1907 배양 배지를 이용하여 현탁하였다. 배양액 1 ml을
유리 섬유 여과지(Glass microfiber filters GF5 grade,
CHMLAB, Spain)에 감압 여과하고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 후에 건조 균체량(dry cell weight)을 측정하였다.
MF1907의 배양액을 최종 농도 1 g·l-1로 희석시킨 후 110 ml
혈청병에 20 ml을 분주하였다. 독립영양조건에서는 CO2를
농도별(1, 3, 5, 7, 9%)로 주입하고, 광도 4,000 lux (24L:0D), 온
도 30℃, 200 rpm에서 배양하였다. 종속영양조건에서는 1,
3, 5, 7, 9%의 CO2 농도에 상응하는 카본 농도로써 포도당
(glucose)을 농도별(0.195, 0.586, 0.977, 1.368, 1.759 g·l-1)
로 공급하고, 빛을 차단하여 30℃, 200 rpm에서 배양하였다.
주기적으로 혈청병 상부 가스를 0.3 ml 채취하여 가스크로
마토그래피를 이용해 CO2 농도를 측정하여 MF1907의 CO2
동화 및 CO2 생성 활성을 분석하였다.
MF1907의 성장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배양액 농도를
6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 0.01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각 영
양 조건은 CO2 동화 및 CO2 생성 활성 분석 실험과 동일하
게 진행하였으며, UV-1800 spectrophotometer(Shimadzu
Corp., Japan)를 이용해서 6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MF1907의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Chlorella sp. MF1907과 종속영양세균의 공배양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배양액 비율(1:9, 1:99)을 조절하여 총 세 번
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MF1907과 종속영양
세균의 비율을 1:9로 혼합하여 수행하였다. MF1907과 종속
영양세균의 농화배양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MF1907 배양 배지를 이용하여 현탁하였다. 각 배
양액 1 ml을 유리 섬유 여과지(Glass microfiber filters GF5
grade)를 이용해 감압 여과하였다. 105℃에서 2시간 동안 건
조 후에 건조 균체량(dry cell weight)을 측정하였다. 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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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은 최종 농도 0.1 g·l-1로 희석시킨 후 1:9 비율로 혼합하
여 110 ml 혈청병에 20 ml을 분주하였으며, 대조군은 종속
영양세균의 첨가없이 MF1907의 배지를 혼합하여 110 ml 혈
청병에 20 ml을 분주하였다. 혈청병의 입구를 부틸 고무마
개로 밀봉하고 CO2 가스를 최종 농도 50,000 ppm이 되도록
주입한 후, 광도 4,000 lux(24L:0D), 온도 30℃, 200 rpm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주기적으로 혈청병 상부 가스를 0.3 ml 채
취하여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해 CO2 농도를 측정하
였다.
두 번째 실험은 1:9 비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MF1907
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밀도 의존(density
dependent)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1:99 비율의 혼합 배양
액을 제조하였다. 실험 조건은 첫번째 1:9 비율의 실험 과정
과 모두 동일하며 각 배양액 농도를 0.01 g·l-1로 희석한 후
MF1907과 종속영양세균을 1:99 비율로 혼합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혼합영양생물 특성을 가진 MF1907
의 종속영양활성(heterotrophic activity)에서 독립영양활성
(autotrophic activity)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MF1907의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16종의
종속영양세균을 선택하였다. MF1907의 종속영양 배양을 위
해 1 g·l-1의 R2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0℃, 200 rpm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5일 동안 배양시킨 MF1907 배양액을 회
수하여 원심 분리를 진행하고 상등액 제거 후 MF1907 배양
배지로 현탁하였다. 종속영양세균과 실험 준비 과정은 첫 번
째 실험과 모두 동일하며 최종 농도 0.1 g·l-1로 희석시킨 배
양액을 1:9 비율로 혼합하였다. 실험은 모든 조건에서 3반복
으로 수행하였다.
CO2 농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2010 plus, Shimadzu)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컬럼 Rt-Q-BOND(30 m × 0.53 mm ×
20 µm, Restek, USA)와 열전도성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장착하였고, 분석조건은 오븐 온도 50℃, 주입부
100℃, 검출기 150℃로 설정하였다. 이동상 가스로 헬륨(유
량 3 ml·min-1, 25 kPa 압력)을 사용하였다. 유리주사기(gastight syringe)를 이용하여 혈청병 상부 가스를 0.3 ml 채취
하여 초기 CO2 주입 농도와 혈청병 내 잔류 농도를 측정하
였다. CO2 동화 속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O2
assimilation rate = (Ct=0 − Ct)/∆t(C는 혈청병 내 상부 CO2
mole 수). 대조군 대비 공배양의 CO2 동화 비율(CO2
assimilation ratio)은 공배양의 CO2 동화 속도 값에서 대조
군의 CO2 동화 속도 값을 나누어 계산하였다(Figs. 3−5). 대
조군의 평균값(n = 3)을 1로 설정했으며 CO2 동화 비율이 1
보다 크면 종속영양세균이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
시킴을 나타내며 1보다 작으면 종속영양세균이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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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Sphingopyxis,

미세조류 및 종속영양세균의 동정
환경샘플로부터 241종의 순수 콜로니를 분리하였으며,
형태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 82종의 콜로니를 선별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속(genus)에 속하는 29종
의 종속영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a)과 1종의 미세조
류를 획득하였다(Table 1). 29종의 종속영양세균 중 14종
(Agromyces, Microbacterium, Rhodococcus, Streptomyces,
Pedobacter, Mucilaginibacter, Bacillus, Tumebacillus,

Novosphingobium,

Hyphomicrobium,

Burkholderia, Paraburkholderia, Dyella)은 산림 토양에서
분리되었으며, 13종(Micrococcus, Arthrobacter, Mycobacterium,
Mycolicibacterium,

Micromonospora,

Deinococcus,

Fictibacillus, Sphingomonas, Erythrobacter, Microvirga,
Rhizobium, Rhodobacter, Pseudomonas)은 갯벌 토양에서

분리되었다. 2종(Acinetobacter, Enterobacter)은 습지 토양
에서 분리되었으며 2종(Escherichia, Staphylococcus)은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s://kctc.kribb.re.kr)에
서 구입하여 총 31개의 종속영양세균을 획득하였다.

Table 1. List of heterotrophic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Isolates
FS01
NM2
MF01
MF02
MF03
MF04
FS03
MF05
FS04
FS05
FS06
MF06
FS07
MF07
FS08
NM1
MF08
FS10
MF09
NM3
MF10
MF11
MF12
FS12
FS13
YS01
MF13
-

30
31

YS02
FS14

a

Closest match genus
Agromyces sp.
Microbacterium sp.
Micrococcus sp.
Arthrobacter sp.
Mycobacterium sp.
Mycolicibacterium sp.
Rhodococcus sp.
Micromonospora sp.
Streptomyces sp.
Pedobacter sp.
Mucilaginibacter sp.
Deinococcus sp.
Bacillus sp.
Fictibacillus sp.
Tumebacillus sp.
Staphylococcus warneri
Sphingopyxis sp.
Sphingomonas sp.
Novosphingobium sp.
Erythrobacter sp.
Hyphomicrobium sp.
Microvirga sp.
Rhizobium sp.
Rhodobacter sp.
Burkholderia sp.
Paraburkholderia sp.
Acinetobacter sp.
Pseudomonas sp.
Escherichia coli

Source
Forest soil
Soil
Mud flat
Mud flat
Mud flat
Mud flat
Forest soil
Mud flat
Forest soil
Forest soil
Forest soil
Mud flat
Forest soil
Mud flat
Forest soil
KCTCb
Soil
Mud flat
Forest soil
Mud flat
Soil
Mud flat
Mud flat
Mud flat
Forest soil
Forest soil
Wetland soil
Mud flat
KCTCb

Enterobacter sp.
Dyella sp.

Wetland soil
Forest soil

Effecta
+
o
o
+
o
o
o
o
+
o
+
o
+
o
o
+
o
o
o

Effect of isolates on phototrophic activity of Chlorella sp. MF1907 at a ratio of 1:9. + positive effect; - negative effect; o neutral.
The strain was purchased from the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b

http://dx.doi.org/10.48022/mbl.2009.09001

Interaction between Bacteria and Chlorella sp. MF1907

105

Fig. 1. Activity and growth of Chlorella sp. MF1907 under phototrophic and heterotrophic conditions. (A) CO2 assimilation of
MF1907 at different CO2 concentrations; (B) CO2 production of MF1907 at different glucose concentrations; (C) growth of MF1907 at
different CO2 concentrations; (D) growth of MF1907 at different glucose concentrations.

Chlorella sp. MF1907의 활성 및 성장 특성
독립영양조건과 종속영양조건에서 MF1907의 활성 및 성
장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1). 두 조건 모두에서 MF1907은
성장이 가능하며 독립영양조건 보다 종속영양조건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종속영양조건에서 포도당 농도
별 0.195 g·l-1에서 OD680 = 0.35 ± 0.01, 0.586 g·l-1에서
OD680 = 1.15 ± 0.01, 0.977 g·l-1에서 OD680 = 2.11 ± 0.03,
1.368 g·l-1에서 OD680 = 2.89 ± 0.04, 1.759 g·l-1에서 OD680 =
3.56 ± 0.02를 나타내었다. 독립영양조건에서 CO2 농도 1%
에서 OD680 = 0.32 ± 0.02, 3%에서 OD680 = 0.78 ± 0.03, 5%
에서 OD680 = 1.30 ± 0.04, 7%에서 OD680 = 1.62 ± 0.03, 9%
에서 OD680 = 2.07 ± 0.09를 나타내었다.
Chlorella sp.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4종의 종
속영양세균의 영향
MF1907과 종속영양세균의 1:9 비율의 공배양 결과를 바
탕으로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positive
effect)과 부정적인 영향(negative effect)을 미친 주요 4종을

선택하였다(Fig. 2). Agromyces와 Pseudomonas는 MF1907
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켰다. 24시간 기준으로 MF1907과
Agromyces의 공배양에서 대조군 대비 31.65 ± 2.98 µmol의
CO2를 더 소모하였으며(p < 0.05), Pseudomonas와의 공배

Fig. 2. CO2 assimilations of co-cultures. Chlorella sp. MF1907
and Agromyces sp. FS01, Pseudomonas sp. MF13, Streptomyces sp.
FS04, or Tumebacillus sp. FS08 were mixed at a ratio of 1:9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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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대조군 대비 42.41 ± 6.16 µmol의 CO2를 더 소모하
였다(p < 0.05). 반면에 Tumebacillus와 Streptomyces는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였다. MF1907과 Tumebacillus
의 공배양에서 24시간 동안 대조군 대비 CO2 동화가 일어
나지 않았으며(p < 0.05), MF1907과 Streptomyces의 공배양
에서 108.92 ± 1.98 µmol 의 CO2가 추가 생성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p < 0.05).

Micrococcus(0.68배), Arthrobacter(0.94배), Mycobacterium
(0.94배),

Pedobacter(0.84배),

Fictibacillus(0.92배),

Mucilaginibacter(0.82배),

Sphingopyxis(0.92배),

Erythrobacter

(0.67배), Streptomyces, Tumebacillus)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였다(p < 0.05). Streptomyces와 Tumebacillus를
MF1907과 혼합한 각 공배양에서 CO2 가 추가 생성되었다.
13종(Deinococcus, Microbacterium, Mycolicibacterium,
Micromonospora, Bacillus, Staphylococcus, Novosphingobium,

Chlorella sp.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
세균의 영향(1:9 비율)
1:9 비율의 공배양 조건에서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
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규명하였다(Fig. 3). 총 31종
의 종속영양세균 중 6종(Agromyces(대조군 대비 1.23배),
Rhodococcus(1.16배), Sphingomonas(1.04배), Hyphomicrobium
(1.18배), Rhizobium(1.14배), Pseudomonas(1.31배))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켰다(p < 0.05). 12종
(Burkholderia(대조군 대비 0.69배), Paraburkholderia(0.87배),

Fig. 3. Comparison of CO2 assimilation ratios of 1:9 co-cultures (relative to control). Chlorella sp. MF1907 was mixed with
each bacterium at a ratio of 1:9 (n = 3).

http://dx.doi.org/10.48022/mbl.2009.09001

Microvirga,

Rhodobacter,

Acinetobacter,

Escherichia,

Enterobacter, Dyella)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0.05).

Chlorella sp.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
세균의 영향(1:99 비율)
1:9 비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밀도 의존(density dependent)적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해 1:99 비율의 공배양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Fig. 4. Comparison of CO2 assimilation ratios of 1:99 co-cultures (relative to control). Chlorella sp. MF1907 was mixed with
each bacterium at a ratio of 1:99 (n = 3).

Interaction between Bacteria and Chlorella sp. MF1907

하였다(Fig. 4). 총 31종의 종속영양세균 중 14종(Pseudomonas
(대조군 대비 1.72배), Rhizobium(1.24배), Micromonospora
(1.18배), Hyphomicrobium(1.17배), Rhodococcus(1.30배),
Enterobacter(1.25배), Mycolicibacterium (1.34배), Escherichia
(1.19배),
Micrococcus(1.18배),
Rhodobacter(1.27배),
Fictibacillus(1.19배), Microvirga(1.33배), Mucilaginibacter
(1.28배), Mycobacterium(1.32배))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
을 증가시켰으며(p < 0.05), 9종(Agromyces(0.74배), Deinococcus
(0.72배), Sphingopyxis(0.70배), Arthrobacter(0.79배),
Pedobacter(0.62배), Tumebacillus(0.11배), Burkholderia,
Erythrobacter, Streptoymces)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
해하였다(p < 0.05). Burkholderia, Erythrobacter, Streptoymces
를 MF1907과 혼합한 각 공배양에서는 CO2가 추가 생성
되었다. 8종(Dyella, Sphingomonas, Novosphingobium,

107

Chlorella sp. MF1907의 활성 전환에 미치는 종속영양세
균의 영향
MF1907과 종속영양세균의 공배양 결과를 바탕으로 16종
의 종속영양세균을 선택하여 이들이 MF1907의 종속영양에
서 독립영양으로의 활성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Fig. 5). 16종의 종속영양세균 중 Agromyces(대조군 대비
1.46배)는 MF1907의 종속영양에서 독립영양으로의 활성 전
환을 증가시켰으며(p < 0.05), 6종(Burkholderia, Sphingopyxis,
Erythrobacter, Tumebacillus, Deinococcus, Streptomyces)

Bacillus, Paraburkholderia, Acinetobacter, Microbacterium,
Staphylococcus)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p > 0.05).
1:9 비율의 공배양 결과와 비교해서, MF1907의 광합성 활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7종의 종속영양세균 중
6종(Enterobacter, Escherichia, Mycolicibacterium, Rhodobacter,
Micromonospora, Microvirga)은 1:99 비율에서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켰으며(p < 0.05), Deinococcus는 MF1907
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였다(p < 0.05). 1:9 비율에서
MF1907의 활성을 증가시킨 Sphingomonas와 MF1907의
활성을 저해한 Paraburkholderia는 1:99 비율에서 유의미
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1:9 비율에서 MF1907의 활성
을 증가시킨 Agromyces와 MF1907의 활성을 저해한 4종
(Mycobacterium, Micrococcus, Fictibacillus, Mucilaginibacter)

은 1:99 비율에서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5. Comparison of CO2 assimilation ratios of 1:9 co-cultures
(relative to control) when Chlorella sp. MF1907 shifted from
heterotrophy to autotrophy (turnover experiment). MF1907
was mixed with each bacterium at a ratio of 1:9 (n = 3).

Fig. 6. Relationship among the effects of heterotrophic bacteria
in 1:9, 1:99 and turnover experiments. (A) 1:9 ratio vs. 1:99
ratio; (B) 1:9 ratio vs. turnover; and (C) 1:99 ratio vs.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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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F1907의 활성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p < 0.05). 나머지 9종(Paraburkholderia, Pseudomonas,

µmol·l-1·day-1를 나타냈으며, 대조군 대비 31.1% 증가하였다

Micrococcus, Pedobacter, Mucilaginibacter, Mycolicibacterium,

(p < 0.05). Agromyces와 Pseudomonas는 미세조류의 성장

Microbacterium, Rhizobium, Rhodococcus)은 MF1907의

과 광합성 활성을 촉진하는 미생물로 관찰된다. 이와 유사하
게 광독립영양조건에서 Pseudomonas sp.는 C. vulgaris의
바이오매스를 1.4배 증가시켰다[11]. 또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Pseudomonas composti는 미세조류의 성장뿐만 아
니라 지질 생성을 증가시켰다[22]. 따라서 Pseudomonas는
미세조류의 활성과 성장뿐만 아니라 지질 생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Erythrobacter, Streptomyces,
Tumebacillus는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강하게 저해하였
다(p < 0.05). Tumebacillus와 MF1907의 공배양에서 대조
군 대비 CO2는 동화되지 않았으며(p < 0.05), Streptomyces
와 MF1907의 공배양에서 CO2가 추가 생성되었다. 다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Streptomyces sp.는 살조 작용을 하는 물
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16, 17], 살조 활성(algicidal activity)
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23]. 또한, Streptomyces sp.는 항생
물질인 streptomycin을 생성하며[24], 이 물질은 C. vulgaris
의 성장을 저해하고 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18,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Streptomyces는 MF1907의 성
장과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는 살조 세균(algicidal bacterium)
으로써 역할을 했을 것이다.
MF1907과 각 종속영양세균을 1:99 비율로 혼합하여, 종
속영양세균이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한 결과(Fig. 4), 1:9 비율의 공배양에서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7종은 1:99 비율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농도가 높아지면 미세조
류의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메탄산화세균과 종속영양세균의 공배양에서 종
속영양세균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메탄산화세균의 성장과 활
성이 증가되었다[26]. 반대로 1:9 비율의 공배양에서 MF1907
의 광합성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2종은 1:99 비율에
서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5종의 종속영양세균은 1:9 비율과 1:99 비율의 공배양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세조류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
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은 이들의 바이오매스 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추측된다.
MF1907의 종속영양에서 독립영양활성으로의 전환에 미
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관찰한 결과(Fig. 5), 일부 종은
1:9 비율의 공배양 실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킨 3종(Pseudomonas,
Rhizobium, Rhodococcus)과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
한 4종(Paraburkholderia, Micrococcus, Pedobacter,
Mucilaginibacter)은 MF1907의 활성 전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공배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활성 전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0.05).
1:9 비율의 공배양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MF1907의 광
합성 활성을 증가시킨 3종(Pseudomonas, Rhizobium,
Rhodococcus)과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한 4종
(Paraburkholderia, Micrococcus, Pedobacter, Mucilaginibacter)

은 MF1907의 활성 전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공배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Deinococcus
는 MF1907의 활성 전환을 저해하였다(p < 0.05).
총 3회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실험 결과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Fig. 6). 1:9와 1:99 비율 사이의 결과
값(Fig. 6A), 1:9 비율과 MF1907의 활성 전환 사이의 결과
값(Fig. 6B), 1:99 비율과 MF1907의 활성 전환 사이의 결과
값(Fig. 6C)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보
여주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샘플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
고 동정하였으며, 1종의 미세조류와 31종의 종속영양세균을
획득하였다(Table 1). Chlorella sp. MF1907은 독립영양조
건과 종속영양조건 모두에서 성장이 가능하며(Fig. 1),
Chlorella sp.의 혼합영양생물 특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
되고 있다[6, 21].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시작 140시간 경과 시
점에 가장 높은 CO2(9%) 및 포도당(1.759 g·l-1) 농도에서 각
각 OD680 = 2.07 ± 0.09, OD680 = 3.30 ± 0.04를 나타냈으며
종속영양조건에서 1.59배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
와 유사하게 Chlorella protothecoides는 독립영양조건보다
종속영양조건에서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생성한다고 보고되
었다[21].
MF1907과 각 종속영양세균의 공배양을 통해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MF1907과 각각의 종속영양세균을 1:9 비율로 혼합하여, 종
속영양세균이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한 결과(Fig. 3), 31종 중 6종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켰으며(p < 0.05), 12종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였다(p < 0.05). 하지만 13종은 MF1907의 광합성 활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Agromyces와
Pseudomonas는 MF1907의 CO2 동화 속도(CO2 assimilation
rate)를 크게 증가시켰다(p < 0.05). Agromyces와 MF1907의
공배양에서 CO2 동화 속도는 350.0 ± 6.2 µmol·l-1·day-1으로
대조군 대비 23.2% 증가하였다(p < 0.05). Pseudomona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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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1907의 공배양에서 CO2 동화 속도는 372.4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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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einococcus는 MF1907의 활성 전환을 저해하였다(p <
0.05). 공배양 실험과 활성 전환 실험에서 일부 종들의 상반
되는 결과는 배양 조건에 따라 MF1907의 성장과 활성 특성
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종속영양세균과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C.
vulgaris의 바이오매스 및 지질 생산성은 독립영양조건, 종
속영양조건, 혼합영양조건의 배양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았
다[27]. 또한 폐수 처리 시스템에서 배양 조건은 Chlorella
sorokiniana의 성장 및 유기물 제거 효율에 영향을 미쳤다
[28].

본 연구에서는 MF1907의 광합성 활성과 MF1907의 종속
영양에서 독립영양활성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다양한 종속영
양세균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특히, MF1907의 광합성 활성
을 크게 증가시킨 Agromyces와 Pseudomonas는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와 활성 증가를 위한 helper organism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에, MF1907의 광합
성 활성을 저해한 Streptomyces, Erythrobacter, Tumebacillus
는 미세조류의 제어 및 억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를 향상 또는 제
어하기 위한 종속영양세균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추
후 연구에서 연속배양 시스템(continuous culture system)을
구축하고 미세조류와 종속영양세균의 개체군 역학(population
dynamics)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요 약
다양한 환경에서 미세조류와 종속영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a) 사이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
세조류 Chlorella sp. MF1907와 서로 다른 속(genus)에 속
하는 31종의 종속영양세균을 공배양(co-culture)하여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미치는 종속영양세균의 영향을 규
명하였다. 6종의 종속영양세균(Agromyces, Rhodococcus,
Sphingomonas, Hyphomicrobium, Rhizobium, Pseudomonas)

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증가시켰으며(p < 0.05), 12종
의 종속영양세균(Burkholderia, Paraburkholderia, Micrococcus,
Arthrobacter, Mycobacterium, Streptomyces, Pedobacter,
Mucilaginibacter, Fictibacillus, Tumebacillus, Sphingopyxis,
Erythrobacter)은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저해하였다
(p < 0.05). 종속영양세균 중 MF1907의 광합성 활성에 유의
미한 효과(positive, negative, neutral)를 나타낸 16종을 선
택하여 MF1907의 종속영양에서 독립영양으로의 활성 전환
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8종의 종속영양세균
은 공배양 결과와 동일하게 MF1907의 종속영양에서 독립
영양으로의 활성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나머지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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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배양 결과와 MF1907의 종속영양에서 독립영양으로의
활성 전환에 미치는 결과가 반대를 나타내었다. 공배양과 활
성 전환 실험 모두에서 일관되게 Pseudomonas와 Agromyces는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강하게 증가시켰으며(p < 0.05),
Burkholderia, Streptomyces, Erythrobacter는 MF1907의
광합성 활성을 강하게 저해하였다(p < 0.05). 본 연구 결과
는 다양한 종속영양세균과 미세조류 사이의 상호작용 이해
를 도모하고 종속영양세균을 활용하여 자연 환경과 공정 시
스템에서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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