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브리핑

FowCam을 이용한 군체성 및 사상성 시아노박테리아의 세포수 조사:
방법 및 사례 연구
HAB(Harmful Algal Blooms) 성장 추적
Microcystis와 Anabaena와 같은 군체성 및 사상성 시아노박테리아의 세포수를 정확하
게 측정하는 것은 잠재적 유해성 시아노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하는데 중요하다. 수동
현미경을 포함한 전통적인 측정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하고, 오류가 발생하
기 쉽고 검증하기도 어렵다.

Harmful Algae 2017년 3월호에서, California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과학자
들은 FlowCam®을 사용하여 군체성 Microcystis의 세포 존재량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한다. 이 기술브리핑에서 방법론을 설명하고 사상성 시아노박테리아에도 그 방법
을 적용했다.

그림 1. 군체성 조류(Microcystis)와 사상성 조류(Anabaena)는 FlowCam과
분석소프트웨어 VisualSpreadsheet®를 사용하여 나열할 수 있다.
군체성 조류의 면적(ABD)(μm2)은 각 이미지 아래에 기록된다.

샘플 채집 및 준비
Lehman 등(2017)이 발표한 ‘Impacts of the 2014 severe drought on the Microcystis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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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ystis 번식에 미친 영향), Harmful Algae 63:94-1208’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에는
그들의 샘플 채집 및 준비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Microcystis 생체부피(>75 μm 크기 분율)를 측정하기 위한 순수한 샘플은 루골용액
(Lugol solution)으로 보존했다. Microcystis 군체의 생체부피는 FlowCam 디지털 이미
지 측정기(Fluid Imaging Technologies; Sieracki et al., 1998)로 측정된 Area(ABD)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군체의 생체부피를 보다 쉽게 측정하기 위해 샘플을 직경이
300μm 미만 크기만 분리하여 10X 및 4X 배율로 측정했고, 300μm 이상 크기는 2X
배율로 분석했다. FlowCam 측정에 근거한 세포 존재량 추정값은 현미경분석(r=0.88,
p<0.01)으로 측정한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0.3m 깊이에서 채집된 전체 물 샘플(보존되지 않은)은 지하수에서 식물플랑크톤 및
시아노박테리아의 생체부피 및 분류학적 조성(>10μm 크기 분율)을 측정하는데 사용
되었다. 이 샘플을 4℃에서 보관하고 FlowCam 디지털 이미지 측정기를 사용하여
1~3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살아있는 식물플랑크톤을 불순물(detritus)에서 분
리하기 위해 FlowCam에 형광트리거(fluorescence trigger)를 장착했다(Sieracki et al.,
1998). 세포의 디지털 이미지는 10X 배율로 10분동안 샘플 100mL를 flow cell에 통과
시켜 측정했다.

세포 밀도 계산 : 군체성 조류

그림 2. Microcystis 군체성 조류의 VisualSpreadsheet 이미지. 각 군체의 Area(ABD)(μm2)는 이미지 아
래에 표시된다. 녹색으로 표시된 군체 이미지는 아래 계산에 사용되었다. 하이라이트 표시된 각 군체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동으로 세포수를 계산한 결과 Microcystis 세포수가 각각 4, 6, 13, 28개이
다.

Lehman 등은 군체성 Microcystis를 함유하는 샘플의 세포 밀도(cells/mL)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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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Microcystis 단일 세포의 평균 면적을 측정했다. VisualSpreadsheet 목록 파일(그
림 2)에서 군체들을 선택했다. VisualSpreadsheet에서 계산한 군체의 Area(ABD)를 이
미지에서 수동으로 계산한 세포 수로 나누었다(그림 2).
주의 :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픽셀 수에서 μm2로 전환하여 Area(ABD)를 계

산했다. 크고 조밀한 군체의 경우에는 군체 이미지에서 세포가 겹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 Area(ABD)가 더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이라이트 표시된 4개 군체의 총면적(ABD) : 79.3+96.4+203.2+522.59 = 901.49μm2
총 세포수 : 4 + 6 + 13 + 28 = 51cells
1개 세포의 평균 면적(ABD) : 901.49μm2/51cells = 17.5μm2

Microcystis를 list화일(LST)에서 분리한 후 그 파일을 Classification Summary 레포트대
로 Excel로 내보내기 했다. Excel 셀에 다음 공식을 넣어 샘플의 평균 세포 밀도를 산
출했다:

세포 밀도 계산 : 사상성 조류
군체성 조류의 세포 밀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또한 Anabaena를 포함한 사
상성 시아노박테리아의 세포 밀도를 산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단일 세포의 Area(ABD)를 결정하기 위해 Anabaena 사상체의 Area(ABD)를 이미지에
있는 세포수로 나누었다.
VisualSpreadsheet 파일(그림 3)에서 선택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계산된 Anaba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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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평균 Area(ABD)는 48μm2이다.

그림 3. Anabaena의 VisualSpreadsheet 이미지. 전체 사상성 조류(μm2)의 Area(ABD)는 각 이미지 아래
에 표시된다. 선택된 이들 이미지는 단일 세포의 평균 Area(ABD)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Anabaena를

VisualSpreadsheet

list화일(LST)에서

분리한

후,

그

데이터를

Classification Summary 레포트대로 Excel로 내보내기 했다. Excel 셀에 다음 공식을
넣어서 사상성 조류 샘플의 세포 밀도를 산출했다.

세포 존재량(Cell abundance)은 세포의 대번식 성장을 추적하는데 이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면 FlowCam을 군체성 또는 사상성 시아노박테리아 조류가 대
번식할 때 세포 존재량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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