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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화석연료를 원료로 생산되는 휘발유와 디젤, 플라스틱과 

섬유 등 많은 생산품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1-5].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각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bioconversion을 이용한 여러 연

구들이 지속되고 있다[6-10]. Bioconversion으로 다양한 물질을 만

들 수 있으나, 미생물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맞는 최적

화된 발효 조건들이 필수적이다. 
발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지는 유체인 액체 상태이며, 유체

는 작은 힘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변형되는 액체와 기체를 통틀

어 말한다. 유체는 일정한 형체를 갖지 않고 흐름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도들

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한 가시화 및 

정량화 방법들이 개발되어 기존에 해석하기 어려웠던 유동의 특성

들을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1,12]. 특히 속도 데이터

를 획득함으로써 유동에서 발생하는 와류와 같은 형상들을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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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확인할 수 있다.
열 내성 효모인 Kluyveromyces marxianus 균주는 Crabtree- 

negative 균주로 맥주 효모로 잘 알려진 Crabtree-positive
인 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와 비교하여, 호기성 조건

에서 글루코스로부터 tricarboxylic acid cycle (TCA)를 통해 

생산되어지는 바이오 폴리머의 원료인 3-hydroxy propionic 
acid (3-HP)의 전구물질인 acetyl-CoA의 합성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바이오 폴리머의 전구물질인 3-HP의 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 중 Salmonella enterica 균주의 aldehyde 
de hydrogenase (ALD6) 유전자를 통해 acetyl-CoA 합성 효소를 

과발현하여 3-HP의 생산량을 증가시킨 연구 결과가 있다[15]. 또한, 
교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cetyl-CoA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baffle 유무에 따라 oxygen-absorption rate (OAR) 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유체공학과 생물공학을 융합하여,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는 flask의 baffle 개수에 따른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고, 
3-HP의 생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반조건 최적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유체흐름 분석 결과와 교반조건 최적화 결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측정
PIV는 유체에 추적입자를 섞어 입자 이미지를 고속카메라로 촬

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속도장을 얻는 실험 방법을 말

한다[17]. PIV의 원리는 고속 카메라의 촬영 시간 간격과, 매 촬영

시간 간격간의 촬영된 입자의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

산하는 방식이다. 움직인 거리는 이미지간의 상호상관 함수 최대

치로 계산된다. 이 경우 입자가 유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가며, 
입자의 움직임이 선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PIV의 실험구성은 작동유체, 추적입자, 실험 모델, 레이저, 고속

카메라, 컴퓨터로 구성된다. 작동유체로는 물을 사용하였고, 추적

입자는 HGS(hollow glass spheres)로 평균 직경이 10 m, 밀도

는 1.1 g/cm3인 입자를 사용하였다. 
실험 모델은 baffle의 개수(0, 1, 2, 3, 4) 에 따라 총 5개로 

구성되어있고, 레이저(MGL-W-352B-10W, Changchun New 
Industries Optoelectronics Technology, Changchun, China)
의 평면광이 모델의 단면에 조사되어 카메라(Phantom VEO 
710L, Phantom AMETEK, New jersey, USA)와 수직하게 준

비하였다. 

2.2 데이터 전처리
고속카메라의 해상도는 1280×800pixel이며, 초당 프레임 수

(frame per second)는 500 fps로 20초 동안 총 10,000개의 이미

지를 획득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입자 이미지를 얻기 위

하여, 촬영된 모든 이미지를 평균하여 얻은 이미지를 모든 이미지

에서 각각 빼주었다. 또한 관심 영역만을 분석하기 위해 입자가 

있는 곳을 제외한 영역은 mask image를 사용하여 제외하였다.

2.3 유동의 속도장과 와류 측정
속도장은 MATLAB기반의 오픈소스프로그램(PIV lab)을 사용

하여 입자 영상을 상호상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얻어졌다. 
상관영역은 64×64, 32×32의 2개의 패스 및 겹침영역(50%)으로 

설정하였다. 와류 측정은 Gamma1() 방법을 사용하여 와류의 

위치를 확인하였다[18]. 식 (1)에서 S는 중심점 P에 대한 고정된 

크기의 직사각형 영역이다. 영역 S안에는 속도 벡터()의 시작점

과 연결되는 점이 있으며, 이것은 M으로 표현된다. M의 개수는 

식에서 N으로 사용되었고, z는 측정 평면에 수직인 단위벡터, 

은 속도 벡터와 반경벡터(PM)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Fig. 1).

(1)

2.4 균주와 전배양 및 플라스크를 이용한 발효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이전 연구에서 3-HP 생산하도록 개발

된 K. marxianus JMA-1 균주이다[19]. 효모의 전배양은 YP 배지

를 사용하였으며 glucose 20 g/L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접종에 

Fig. 1 Variables and calculation method for Γ1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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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균주는 -80℃에서 glycerol stock 방법으로 보관한 균주를 

사용하였으며, YPD20 배지에 1% 농도로 접종하여 200 rpm, 
30℃ 조건으로 전배양을 진행하였다. 전 배양 후 대수기에 회수하

여 멸균 증류수로 1회 세척하여 본배양에 이용하였다. 3-HP 생산

을 위한 발효실험을 위해 250 mL beaker에 glucose 50 mL의 

YPD80 배지를 사용하였다. 배양은 100 rpm의 교반 속도에서 
30℃ 온도조건으로 진행하였다.

2.5 분석방법
효모의 성장은 600 nm 파장에서 OD값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Biomate 5, Thermo, NY)를 이용하여 측정했

다. 배양 중 대사물질(자일로스, 자일리톨, 에탄올) 분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에 Rezex ROA-Organic 
Acid H+ (8%) column (Phenomenex Inc., Torrance, CA)을 부착

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조건은 HPLC에 부착 되어있는 RID 
(refractive index detector)를 이용했으며 용매는 0.005 N H2SO4를 

사용했고 50℃조건에서 분당 0.6 mL의 용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배양액의 3-HP를 분석하기 위해 HPLC 
Chromaster (Hitachi, Japan)와 TSKgel G3000SWXL HPLC 
Column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DAD (diode array 
detector)를 이용하여 207 nm파장으로 분석하였다. 용매로는 메탄

올(Sigma Aldrich, MO, USA) 5%, phosphoric acid 0.05%를 

이용하였으며 30℃조건에서 분당 0.8 mL의 용매를 사용하는 조건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체의 속도 및 유동 분석

플라스크 내 단위 시간당 세포의 위치변화는 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유동에서 발생한 최대속도는 baffle 0에서 45.35 cm/s로 가

장 빠르며, 이 외의 케이스에서는 각각 26.77 cm/s, 20.99 cm/s, 
26.56 cm/s, 23.52 cm/s의 유사한 속도 크기가 관찰된다. 또한 중

심을 기점으로 회전하는 정도는 Γ1로 나타내어 진다. 실험에서 발

생한 Γ1 의 최대값은 baffle 0에서 0.7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
머지 케이스에서는 0.55, 0.40, 0.58, 0.49 수준의 값이 발생하였

다(Table 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baffle의 유무에 따

라 발생하는 유동 특성(최대 속도 및 Γ1값)에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는 PIV를 통해 얻어진 속도장을 평균하여 얻은 결과이다. 

모든 케이스에서 플라스크의 중심을 기점으로 한 회전 유동이 발생하

였다. Baffle이 있는 경우에 baffle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 바깥쪽

의 유동 방향과 세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계를 따라 

흐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baffle은 유동에서 발생하는 

최대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Baffle 1, 2, 3, 4개 중 baffle 
2에서 최대속도와 회전 강도가 가장 작았으며, baffle 0 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affle 0와 나머지 케이스를 

대조적으로 보았을 때 baffle이 부분적인 혼합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 구조의 변화는 와류 이미지를 

Table 1 Summary of maximum velocity, Γ1 results and 
production of 3-HP

Number of 
baffles

Vmax 
(cm/s) Г1

3-HP concentration 
(g/L)

0 45.35 0.72 6.83 ± 0.11
1 26.77 0.55 8.14 ± 0.09
2 20.99 0.40 8.82 ± 0.24
3 26.56 0.58 8.14 ± 0.27
4 23.52 0.49 8.19 ± 0.27

Fig. 2 Velocity field ima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baff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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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Fig. 3).
Baffle 개수에 따른 유체의 방향전환과 흐름분리와 같은 유체역

학적 현상을 PIV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혼합 효율이 baffle이 

존재 함에따라 증가됨으로 인해 미생물 배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baffle의 길이와 모양 등과 같은 조건을 

변경하여 유체역학적 비교 분석이 이뤄진다면 미생물 배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2 교반속도에 따른 3-HP 생산량의 증가
3-HP 생산을 위해 K. marxianus KCTC17555 균주 유래의 

acetyl-CoA carboxylase (ACC1) 유전자와 Chloroflexus 
aurantiacus 균주로부터 코돈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malonyl-CoA 
reductase (mcr) 유전자를 호열성 효모인 K. marxianus에 과발현

하여 K. marxianus JMA-1 균주를 개발하였다. 교반속도 증가에 

따른 3-HP 생산량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하

여 최대 생산량을 확인해보았다(Fig. 4). 결과 Baffle 0에서는 

6.83 ± 0.11 g/L, baffle 1개에서는 8.14 ± 0.09 g/L, baffle 2개에

서는 8.82 ± 0.24 g/L, baffle 3에서는 8.14 ± 0.27 g/L, 그리고 

baffle 4에서는 8.19 ± 0.27 g/L의 3-HP를 생산하였다(Table 1).
Baffle 0, 1, 2, 3, 4개의 beaker 중 baffle 2에서 가장 많은 량의 

3-HP가 생산되었고 baffle 0개보다 3-HP의 생산량이 약 29% 증
가되었다(Fig. 5). 반면에 baffle 3, 4에서는 baffle 0개보다 3-HP
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baffle 2보다 더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없었다(Fig. 4D and 4E). 즉 baffle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3-HP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baffle 2까지만 생산량

이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유동 속도와 회전 강도가 baffle 2에서 가장 낮았으며, 배양액의 

혼합 효율이 가장 높았다. 배양액의 혼합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험한 100 rpm 30℃ 조건에서 baffle 2가 3-HP를 

생산하는데 최적 조건으로 사료된다. 또한, baffle 개수가 2개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배양액의 혼합 효율이 감소하여 K. marxianus 
JMA-1 균주에서 acetyl-CoA의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이전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glucose를 기질로 이용하여 효모로

부터 3-HP를 가장 많이 생산한 균주는 Saccharomyces pombe 
균주로 배양온도 30℃, 교반속도 400 rpm, 폭기 1 L/min aeration의  

배양조건에서 200 g/L의 glucose를 소비하여 약 11.40 g/L의 3-HP

Fig. 3 Vortex ima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baffles.

Baffle 1

Baffle 2 Baffle 3

Baffle 4

Baffle 0

Fig. 4 Comparisons of 3-HP production by the engineered K. 
marxianus JMA-1 strain. Symbols; glucose (○). ethanol 
(□), OD (◇), acetate (▲) and 3-HP (■)

Fig. 5 Comparisons of 3-HP production by the engineered K. 
marxianus JMA-1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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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였고, 이때의 생산 수율은 0.06 g/g이었다[20]. 또 다른 연구

에 따르면 S. pombe 균주를 baffle 플라스크 이용하여 배양온도 

30℃, 교반속도 250 rpm의 조건에서 200 g/L의 glucose를 소비하

여 약 7.60 g/L 3-HP를 생산하였고, 이때의 생산 수율은 0.02 g/g이었

다[21].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K. marxianus JMA-1 균주는 baffle 
2에서 80 g/L의 glucose를 소비하여 최대 8.82 g/L의 3-HP를 생산

하였고, 이때의 생산 수율은 0.11 g/g이었다. 최대 생산량은 이전 

연구결과(11.40 g/L)와 비교하여 77%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산 수

율은 약 83%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최적화 방법과 

균주를 이용하면 기존의 다른 효모들보다 산업적으로 경쟁력 높은 

균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바이오 폴리머의 

전구체인 3-HP 생산 최적화에는 본 실험에서 확인한 baffle에 따른 

유체흐름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반속도, 배지 조성, 배양 온도 

등 최적화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으며 향후 3-HP 생산 최적화 

연구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유체 공학과 생물 공학을 융합하여, 미생물 배양에서 baffle에 

따른 유체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K. marxianus JMA-1 균
주의 3-HP 생산량 증가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Baffle 2에

서 유동의 최대 속도는 20.99 cm/s 였으며 Γ1의 최대값은 0.40으

로 baffle 0 ~ 4개 조건에서 가장 낮았으며, baffle 0 조건에서 유동

의 최대 속도는 45.35 cm/s, Γ1 의 최대값은 0.72로 가장 높았다. 
또한 baffle 2에서 3-HP 생산량은 8.82 ± 0.24 g/L 로 가장 높았

으며, baffle 0에서는 6.83 ± 0.11 g/L로 가장 적었다. Baffle의 

개수에 따라 유동의 최대 속도와 Γ1 최대값을 3-HP 생산량과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동의 최대속도와 Γ1 최대값이 낮을 때 

3-HP의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사용한 baffle 0과 비교하여 29% 증가되었다. 또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baffle개수와 상관없이 3-HP의 생산량이 증가

된 것으로 보아 배양액의 혼합 효율이 증가되어 acetyl-CoA의 생

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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