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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atom growth is affected by associated bacteria that probably provide useful substances like

vitamins.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sed the variation of vitamins B1, B7 and B12 on the growth stages of

the marine diatom Cyclotella meneghiniana and assessed putative vitamin-producing bacteria (e.g., α- and

γ-proteobacteria). HPLC analysis showed that total amounts of vitamins B1 and B12 decreased with cell

growth, whereas vitamin B7 increased gradually on the growth stages. B1 and B12 measured 0.5% and

0.18% at the stationary phase, following 0.25% and 0.72% at the lag phase. They considerably increased to

0.75% and 0.77% at the death stage. 16S pyrosequencing showed relatively high ratios of α- and γ-

proteobacteria in all the growth stages of the C. meneghiniana. In addition, we detected previously-reported

vitamin-producing bacteria, such as Marinobacter, in high numbers. The species was dorminant in the lag

(relative abundance 72%) and exponetial (72%) stages, whareas it decreased in the stationary (49%) and

death (48%) stag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vitamins B1 or B12 may be necesaary for diatom growth and

that associated bacteria, including Marinobacter, may produce these substances for the cell growth of C.

meneghin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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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무기물

을 유기 물질로 전환한다. 1980년대에 식물플랑크톤의 성

장과 미생물의 작용에 관한 연구가 제기되었으며(Cole

1982; Doucette 1995), 최근까지 이들 생물간의 상호작용

(공생, 경쟁, 기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특히, 미생물의 특정한 군집은 식물플랑크톤과 공생하면

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옥신 또는 비타민)을 분

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Wagner-Döbler et al. 2010;

Seyedsayamdost et al. 2011; Park et al. 2017; Patidar et

al. 2018). 이들의 작용은 수생태계 내의 식물플랑크톤 증

식과 군집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Mayali and Azam

2004; Cruz-López and Maske 2016; Park et al. 2016), 유

해 조류의 적조발생과 미생물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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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z-López and Maske 2016). 해양에는 다양한 식물플

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생현상을 명확하

게 규명하기 위해 규조류, 녹조류, 착편모조류 등의 다양

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식물플랑크톤은 성장을 위해 비타민 공급이 필요하다.

비타민 B1은 탄소 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1차 탄수

화물 및 분기 연쇄 아미노산 물질대사(branched-chain

amino acid metabolism)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의 보조 인

자이다. 비타민 B7은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필수 카르

복실라제 효소의 보조인자로써 요구된다(Croft et al.

2006; Tang et al. 2010). 또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

요한 비타민 B12는 생화학적 경로에서 아미노산의 합성,

디옥시리보오스 및 단일 탄소의 환원 및 전달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실제로, 진핵 식물플랑크톤은 비타민 B를 필요

로 하지만, 이들이 자체적으로 비타민을 생합성하거나 어

떤 생물에 의해 비타민을 공급받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부족하다. 최근에 와편모조류 52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실험에서 54%가 비타민 B12(코발라민), 27%가 비타민

B1(티아민), 그리고 8% 종이 비타민 B7(비오틴)을 요구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Cruz-López and Maske 2016). 또

한 Croft et al. (2006)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한 326종의

식물플랑크톤 중 53%의 종이 비타민 B12가 결여된 배지

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실제 와편모조류의

경우 공생 미생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B1, B7 그

리고 B12를 공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결과

는 해양 규조류나 녹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공급이

미생물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준다. 

규조류는 전세계적으로 약 2십만 종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약 1만 종이 알려져 있다(Mann and

Droop 1996; Mann 1999). 규조류는 중요한 1차 생산자로

써 질소, 인, 규소 및 탄소뿐만 아니라 금속 이온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해양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자

의 역할을 한다(Falkowski et al. 1998; Armbrust 2004).

또한, 규조류는 영양염이 풍부하고 성장조건이 충족되면

급격하게 증식한다. 따라서 규조류는 수환경 내에 여러 가

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며 세포의 증식과 사멸, 그리고

수중 비타민 간의 상관성이 제시되어 왔다(Ohwada and

Taga 1972; Ohwada 1973). 최근,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서 규조류의 성장과정에 따른 미생물 군집구조를 파악하

였으며 Hoeflea, Enhydrobacter, 그리고 Marinobacter 분

류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최 등 2016).

하지만 특정 미생물 군집이 규조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규조류의 성장에 따른 비타민 양과

미생물의 군집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특이적인 미생물 종

과 비타민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종으로

배양이 용이하고 실험실 환경에서도 형태적 변이가 없는

해양 규조류 Cyclotella meneghiniana을 선정하였다. C.

meneghiniana의 각 성장 단계(유도기, 지수기, 안정기, 사

멸기)에서 비타민 양을 분석하였고, 규조류 세포 수에 대

한 비타민 상대량을 파악하였다. 또한 차세대유전체분석

기법(NGS)을 통해 얻은 미생물 군집구조를 통해 특이적

으로 비율의 변화를 보이는 종들을 대상으로 비타민과의

상관관계를 토의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규조류 배양 및 세포 계수

Cyclotella meneghiniana 배양주(D-127)를 한국해양미

세조류은행(부경대학교, 부산)에서 분양받았다. 분양 받은

배양주는 f/2 배지(Guillard and Ryther 1962)에서 20°C,

12 :12시간 명 :암 주기, 65 μmol photons/m2/s의 빛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300 mL flask에 배양한 세포의 초기농

도는 0.9 × 103 cells/mL이며, 실험은 반복구(duplicate)를

두어 수행하였다.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를

사용하여 이틀 간격으로 세포를 계수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C. meneghiniana의 성장곡선을 작성하였다. 연관 미

생물은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염색을 통해

계수하였다. DAPI 염색을 위하여 모든 초자류는 10%

nitric acid에서 산 처리한 후, D.W.로 세척 후 사용하였으

며,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모든 시약(formaldehyde, DAPI

working solution 등)을 0.22 μm nuclepore filter로 filtering

하여 사용하였다. 20 mL의 시료를 37% formaldehyde

1 mL로 고정하고 4°C, dark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그리고

0°C, dark 상태로 보관된 DAPI 원액을 0.1 μg/mL로 희석

하여 working solution을 제조하고, hand pump filtering

set에 시료 1 mL와 working solution 100 μL을 넣어준 후

5분간 반응하였다. 이후 178 mmHg 이하로 filtering 시켜

filtering된 black filter를 슬라이드(50 × 70 mm) 상에 올려

두고 immersion oil을 떨어뜨린 커버슬라이드를 덮어 대

기하였다. 미생물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빛을 차단

한 후 세포를 충분히 가라앉혔으며 이후, UV filter set를

사용하는 형광 현미경(Axioscope,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HPLC 분석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Primaide, Hitachi,

Tokia, Japan) 장치를 사용하여 비타민 양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규조류 시료를 얻기 위하여, 1 mL의 C.

meneghiniana 배양액을 공극 0.22 μm의 syringe filter

(GVS, CA, 직경 13 mm)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여과된

시료 1 mL를 screw neck vial에 넣어 HPLC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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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동상은 70% (v/v) acetonitrile elution (ACN)을

사용하였으며, 유속 1.0 mL/min로 설정된 X Bridge Tm

C-18 컬럼(Waters, CA)과 DAD 검출기를 이용하여 비타

민 양을 분석하였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의 파장은

277 nm, 비타민 B7은 214 nm로 검출량이 가장 큰 특정

파장 값을 설정하였다.

DNA 추출

미생물을 분석하기 위해 유도기(2일째), 지수기(10일째),

안정기(21일째) 그리고 사멸기(26일째)에 도달한 배양주

를 수확하였다. 100 mL의 시료를 0.22 μm의 멤브레인 필

터(Millipore, Cork, Ireland, 직경 47 mm)를 이용하여 여

과하였다. 이후, 여과시킨 각각의 필터를 800 μL의 추출

완충액(100 mM Tris-HCl, 100 mM Na2-EDTA, 100 mM

인산 나트륨, 1.5 M 염화나트륨, 1% CTAB)이 들어있는

2 mL 튜브(Axygen Sciences, CA, USA)에 넣어 -80°C에

서 보관하였다.

배양주의 DNA를 수정된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CTAB) 프로토콜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Park et al. 2014). 간단히 설명하면, 0.22 μm 멤브레인 필

터와 DNA 추출 완충액이 들어있는 2 mL의 마이크로 튜

브를 액체 질소에서 동결시키고, 65°C 수조에서 해동시키

는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여 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

였다. 단백질 분해효소 proteinase K 8 μL를 첨가한 후,

샘플을 37°C에서 30분 동안 반응하였다. 그리고 20%

sodium dodecyl sulfate (SDS) 80 μL를 첨가하고 65°C에

서 2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그 후, 동일한 부피의 클로로

포름 - 이소아밀 알코올(24:1)로 진탕시킨 후, 10,000 × g

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하층액을 3 M 아세트산 나

트륨(pH 5.1) 88.8 μL가 들어있는 새로운 2 mL 튜브에

옮기고 587 μL의 이소프로판올(> 99%)을 첨가하였다. 마

지막으로 14,000 × 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

을 제거하고 70% 에탄올 1 mL를 첨가하여 14,000 × g에

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실온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농축된 gDNA를 100 μL의 TE 완충액(10 mM Tris-HCl,

1 mM EDTA, pH 8)으로 용해시켰다.

16S rRNA 메타게노믹스 분석

메타게노믹스 분석은 차세대유전체분석(NGS)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추출한 gDNA로부터 미생물 16S

rDNA를 범용 프라이머(27F: 5′-GAG TTT GAT CMT

GGC TCA G-3′, Lane 1991; 518R: 5′-TTA CCG CGG

CTG CTG G-3′, Muyzer et al. 1996)와 중합효소연쇄반응

(PCR)을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각 프라이머는 다중 프라

이머 식별자(multiple identifier, MID)를 5’말단에 표지 하

였으며, 파이로시퀀싱에서 생성된 염기서열을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MID와 연결된 27F와 518R은 각각 제

조사의 지시에 따라 파이로시퀀싱 프라이머 5'-CGT ATC

CCC CCC CCA TCA G-3' 및 5'-CTA TGC GCC TTG

CCA GCC CGC TCA G-3'를 붙여서 제작하였다. 메타게

노믹스 PCR은 2 μL의 10× Ex Taq 완충액(TaKaRa,

Kyoto, Japan), dNTP 혼합액(4 mM) 2 μL, 각 프라이머

(10 pM) 1 μL, 0.2 μL Ex Taq 효소(2.5 U), 그리고 0.1 μg

만큼의 gDNA로 구성된 20 μL 용량의 반응액으로 수행하

였다. PCR 사이클은 iCycler (Bio-Rad, Hercules, CA)에

서 94°C에서 5분간 DNA를 변성하고, 이어서 94°C에서

20초, 52°C에서 40초, 72°C에서 1분간 총 35 사이클 반복

하였으며, 최종으로 72°C에서 10분 처리한 후 반응을 종

료하였다. 생성된 PCR 산물을 1.0% 아가로오스 겔에서

전기 영동하고, EtBr로 염색하여 자외선 투과 하에 관찰하

였다. 

파이로시퀀싱 과정 전, 증폭된 PCR 산물(8개 샘플)을

PCR 정제 키트(Bionic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개별적

으로 정제한 후, 동일한 양의 PCR 산물을 함께 혼합하였

다. MID-표지 PCR 산물의 파이로시퀀싱은 454 GS FLX

Titanium (Roche, Mannheim, Germany)을 사용하여 제조

사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미생물 분자계통분석

본 연구에서 규명한 미생물 중 α-proteobacteria와 γ-

proteobacteria에 속하는 모든 분류군을 대상으로 분자계통

학적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계통도 작성을 위해, 본 연구

에서 규명한 염기서열과 이들과 유사도가 높은 Silva

rRNA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보한 염기서열을 혼합하여,

Clustal W 1.8로 이들 염기서열을 재배열하였다(Thompson

et al. 1994). 이후, 양 끝을 동일한 크기로 자르고 불확실

하게 정렬된 염기를 제거하여 최종 데이터 행렬을 구성하

였다. 분자계통분석은 neighbor-joining (NJ)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EGA6에서 실시하였으며(Tamura et al. 2013),

계통수 분기지점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1,000번 반복

샘플링을 통해 bootstrap 값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규조류 Cyclotella meneghiniana의 성장과 미생물 변동

분석

Cyclotella meneghiniana는 식물플랑크톤의 전형적인 S

곡선 형태로 성장하였으며, 연관 미생물은 규조류 성장에

따라 꾸준히 세포 수가 증가하였다(Fig. 1). 규조류 세포는

유도기(0.9 × 103 cells/mL)를 지나 지수기(2.1 × 103 cells/

mL)에서부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안정기(7.6 × 103

cells/mL)에서 안정된 후, 사멸기에서 그 양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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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03 cells/mL). 미생물 세포 수는 유도기 대비 지수

기까지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유도기 대비 안정기에 약

3.0배, 그리고 유도기 대비 사멸기에 약 4.4배까지 증가하

였다. 

Cyclotella meneghiniana의 성장과 비타민 변동 분석

C. meneghiniana의 성장단계에 따른 비타민 B1, B7, 그

리고 B12의 양을 측정하였다(Fig. 2A). 비타민 B1(유도기,

성장기, 안정기에 각각 0.03, 0.03, 0.02 μg/cell)과 비타민

B12(유도기, 성장기, 안정기에 각각 0.16, 0.16, 0.13 μg/

cell)의 경우 규조류의 성장이 진행될수록 그 양이 감소하

였으나, 사멸기에 이르렀을 때 그 절대량이 증가하였다

(B1과 B12가 각각 0.18, 0.77 μg/cell). 반면, 비타민 B7은

규조류의 성장에 따라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유도

기, 성장기, 안정기, 사명기에 각각 4.84, 15.41, 101.95,

138.86 μg/cell). 

비타민 절대량과 C. meneghiniana의 세포 수에 대한

상대적 양을 파악하였다(Fig. 2B). 비타민 B7은 C.

meneghiniana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량과 유사하게

그 상대적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유도기 대비 지수

기 약 1.13배, 안정기 약 3.51배, 사멸기에 약 5.32배). 반

면, 비타민 B1은 유도기, 지수기(유도기 대비 2.73배), 그

리고 안정기(유도기 대비 6.83배)에 도달할수록 감소하였

고, 사멸기에서 증가(유도기 대비 7.5배)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비타민 B12는 유도기, 지수기(유도기 대비 2.8배),

안정기(유도기 대비 6.9배)로 진행할수록 감소하고, 사멸

기에서 증가(유도기 대비 6.3배)하였다. 특히 비타민 B12

의 상대량은 비타민 B1에 비해서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비타민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과 군집 구조에 영향을

준다(Bertrand et al. 2007; Droop 2007; Gobler et al.

2007; Koch et al. 2011, 2012). Tang et al. (2010)은 45종

의 와편모조류 성장실험에서 이들 생물이 성장하기 위해

비타민 B12을 요구하며, 78%의 종이 비타민 B1을, 그리고

32%가 비타민 B7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까지 비

타민을 요구하는 식물플랑크톤 종에 대하여 꾸준하게 보

Fig. 1. Growth curves of Cyclotella meneghiniana and

associated bacteria 

Fig. 2. Culture medium-based (A) and cell-based relative

amounts of vitamins in different growth stages of

Cyclotella meneghiniana. Abbreviations: Lag, lag;

Exp, exponential; Stn, stationary; and Dth, death

stage 

Table 1. Phytoplankton species requiring vitamins B1, B7

and B12 for their growth

Phylum
Surveyed 

species
Required 

B1

Required 
B7

Required 
B12

Bacillariophyta 3 1 1 3

Chlorophyta 154 - - 49

Cryptophyta 8 4 0 7

Dinophyta 31 22 11 26

Euglenophyta 15 - - 13

Glaucocystophyta 1 - - 1

Haptophyta 22 - - 14

Heterokontophyta 83 - - 49

Ochrophyta 2 1 0 2

Rhodophyta 13 - - 12

Stramenopiles 3 3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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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으며(Table 1), 보편적으로 비타민 B12를 필수적

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성장을 위해 비타민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C. meneghiniana 성장에 비타민 B7보다 비타민 B1과 B12

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점 미생물 군집의 상대적 분포율 및 분자 계통 분석

해양에서 특정 미생물 종들은 비타민 B1, B7, 또는 B12

을 분비하여 식물플랑크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

며, 이들 미생물은 대부분 α, γ, 또는 β-proteobacteria에

속한다(Ohwada and Taga 1972; Ohwada 1973; Zhang et

al. 2013; Durham et al. 2015; Cruz-López and Maske

2016). 본 연구에서는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성장단

계 별 미생물 군집 중 분포율이 가장 높고 규조류의 성장

에 따른 뚜렷한 변동이 나타나는 Proteobacteria 분류군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Fig. 3). C. meneghiniana 성장

에 따라 α-proteobacteria의 경우 Rhodobacterales과의

Fig. 3. Ratio of bacterial taxon composition (class level and genus level), including α- and γ-proteobacteria, in

different growth stages of C. meneghiniana. Abbreviations: α-, α-proteobacteria; γ-, γ-proteo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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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icola 속에 대한 비율 변화가 확인되었다. Oceanicola

속은 규조류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20.9%(유도기),

23.9%(지수기), 24.8%(안정기), 그리고 30.6%(사멸기)로

점차 증가하였다. Oceanicola 속과 같은 Rhodobacterales

과에 속하는 Dinoroseobacter shibae는 유해 와편모조류

에게 비타민 B1과 B12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Wagner-Döbler et al. 2010). 또한 같은 과에 속하

는 Roseobacter clade가 탄소와 에너지원으로 식물플랑크

톤이 분비한 다양한 유기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들에게 옥신과 비타민과 같은 성장 촉진 화합물을 제공한

다(Cruz-López and Maske 2016).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성장과정에 따라 γ-

proteobacteria는 α-proteobacteria보다 상대적으로 더 명

확한 비율 변동을 보였다. 특히, Altermonadales 과에 속

하는 Marinobacter(71.5%, 71.3%, 47.8%, 47.9%)와

Aestuariibacter(25.8%, 26.0%, 49.4%, 50.3%)는 그 비

율의 변동이 뚜렷하게 변화하였다. Marinobacter의 경우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기

에서 그 분포율이 감소하였는데, 이 군집의 일부 종들은

식물플랑크톤과 미생물 간의 유기물질 또는 vibrioferrin과

같은 성장 촉진 물질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Amin et al. 2009). 흥미롭게도 와편모조류 Prorocentrum

minimum은 Marinobacter를 먹이로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Zhang et al. 2013), 이것은 안정기에서의 Marinobacter

의 감소가 숙주에게 먹이로 이용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

나 현재 이러한 먹이로써의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

인 증거는 없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미생물 특이적 종과 비타민 변동 간의 상관성

여러 식물플랑크톤 종과 연관있는 미생물 중에서 비타

민을 분비하는 종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대부분

α-proteobacteria 또는 γ-proteobacteria에 속하는 종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C. meneghiniana의 성장과정에서

미생물 비율이 가장 큰 α-proteobacteria와 γ-proteobacteria

각각의 분류학적 관련성을 NJ tree 분석으로 파악하였다

(Fig. 4A, B). 메타게노믹스 분석 결과, C. meneghiniana

의 성장단계에 따라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며, 비율 변동

이 뚜렷한 특이적 미생물 종들의 분포율 변화를 분석하

였다(Fig. 4C). Rhodobacterales과의 Oceanicola는 C.

meneghiniana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유

도기 20.9%, 지수기 23.9%, 안정기 24.8%, 사멸기 30.6%)

하였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Oceanicola 속과 같은 과

에 속하는 Dinoroseobacter속은 와편모조류에 비타민

B12과 비타민 B1을 공급해 줌으로써 해양 식물플랑크톤

의 성장에 기여한다(Wagner-Döbler et al. 2010). 또한

Rhodobacterales과의 다른 종인 Roseobacter는 옥신 또는

비타민과 같은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을 촉진시킨다(Cruz-López and Maske 2016).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에서 검출한 Oceanicola의 미생물이 C.

meneghiniana과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비타민을 공급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Altermonadales 과에 속하지만 유도기, 지수기를 거쳐

안정기 사멸기로 가는 시점에서 분포율이 감소하는

Marinobacter와, 성장이 모두 끝난 후에 그 분포율이 증가

하는 Aestuariibacter 간의 상반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Table 2. A list of marine algae and their associated, vitamin-producing bacteria 

Marine algae Associated bacteria Taxonomic position
Released 
vitamin

References

Dinoflagellate

Lingulodinium polydrum Marivita sp. α-proteobacteria; Rhodobacterales B1, B12 Cruz-López and Maske (2016)

Marinobacter flavimaris α-proteobacteria; Altermonadales B1, B12 Cruz-López and Maske (2016)

Chlamydomonas nivalis Mesorhizobium loti α-proteobacteria; Rhizobiales B12 Kazamia et al. (2012)

Prorocentrum lima Dinoroseobacter shibae α-proteobacteria; Rhodobacterales B1, B12 Kazamia et al. (2012)

Amphidinium operculatum Halomonas sp. γ-proteobacteria; Oceanospirillales B12 Croft et al. (2005)

Diatom

Thalassiosira pseudonana Ruegeria pomeroyi α-proteobacteria; Rhodobacterales B12 Durham et al. (2015)

Nitzschia sp. Alcaligenes sp. Beta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12 Fukami et al. (1997)

Rhodophyta

Porphyridium purpureum Halomonas sp. γ-proteobacteria; Oceanospirillales B12 Croft et al. (2005)

Porphyra miniata Halomonas sp. γ-proteobacteria; Oceanospirillales B12 Kazamia et al. (2012)

Green algae

Lobomonas rostrata Mesorhizobium sp. α-proteobacteria; Rhizobiales B12 Croft et al. (2005)

Mesorhizobium loti α-proteobacteria; Rhizobiales B12 Kazami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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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logenetic affiliations of bacteria belonging to α-proteobacteria (A) and γ-proteobacteria (B) identified in

different growth stages of Cyclotella meneghiniana, and relative abundance of specific bacteria, including

Oceanicola sp., Marinobacter sp., and Aestuariibacter sp. (C). Abbreviations: Lag, lag; Exp, exponential; Stn,

stationary; and Dth, deat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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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Marinobacter는 C. meneghiniana의 성장 양상

과 유사한 반면, Aestuariibacter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 B1과 B12의 상대적 양이 각각 유도기

에 대비하여 지수기(0.5%, 0.18%)와 안정기(0.25%,

0.72%)까지 감소하다가, 사멸기(0.75%, 0.77%)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 규조

류 C. meneghiniana이 성장하는데 있어 이 특정 비타민들

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멸기에서

는 상대적으로 그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Marinobacter 군집에 속하는 몇 종들

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 즉 비타민 B1

과 B12를 제공해준다고 알려져 있다(Cruz-López and

Maske 2016).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유도기와 지수기에서 큰 분포율을 차지하

고 있는 Marinobacter가 비타민을 분비함으로써 규조류

C. meneghiniana의 성장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Marinobacter가 C. meneghiniana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직접 분비하는지, 그리고 분비물질을 규조

류가 성장하기 위해 이용하는지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추

후 요구되는 바이다.

4. 요약 및 결론

규조류의 성장은 주변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특히 미생물이 분비해내는 비타민에 의해 규

조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규조류

Cyclotella meneghiniana의 성장단계에 따른 비타민 B1,

B7, B12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HPLC 분석 결과, 비타민

B7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타민 B1과 B12는 규

조류 성장과 함께 감소한 후 사멸기에서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규조류의 성장에 비타민 B1과 B12를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16S 파이로시퀀싱 분석에서 C.

meneghiniana의 모든 성장 단계에서 α-proteobacteria와

γ-proteobacteria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Marinobacter와 같은 기존에 비타민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매우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이 종은 유도기(상대적 비

율 72%)와 지수기(72%)에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고, 이후

안정기(49%)와 사멸기(48%)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

하였다. 이 결과는 규조류의 성장에 비타민 B1과 B12가 필

수적이며, Marinobacter 같은 미생물이 해양 미세조류의

세포의 성장증진 물질을 공급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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