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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유가의 지속과 화석연

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기반친환경생물화학공정산업이지속적인성장을이

룰것으로전망되고있다.

White biotechnology (또는 industrial biotechnology)

는생물공학적기술을산업생산에이용하여고부가가

치의 물질을 생산하는 개술로 정 화학제품, 의약품,

뿐만아니라에너지, 고분자, 신소재등여러가지화학

유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white

biotechnology는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인 각종 농·

임·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이용할수있어현재저탄소녹색성

장을이룰수있는가장대안중하

나이다. White biotechnology의 핵

심 중 하나가 바이오 리파이너리

(Biorefinery) 기술이며 다양한 바

이오매스로부터 화학제품화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전환해 주는“바이

오원료 전처리 공정”, 바이오매스

당화/발효에 의해 핵심 바이오 화

학원료 플랫폼 화합물을 제조하는

“바이오화학원료제조공정”, 플랫폼

화합물의 전환에 의해 바이오플라

스틱 및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바이오화학제

품 제조공정”,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바이

오부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바이오연료 제조공정“을 포함하는 통합공

정 시스템을 의미하며 바이오리파이너리의 4대 핵심

공정의가치사슬체계도를[그림1]에나타내었다.

바이오리파이너리 통합공정 중에 화석연를 대체할

바이오연료의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부

탄올, 바이오가스 등) 생산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중 바이

오디젤은 국내의 바이오에너지 중 가장 성숙단계에

있는 연구개발 분야로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림 1. 바이오리파이너리의 4대 핵심공정의 가치사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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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이에발생하는바이디젤의부산물인폐 리세롤

의 이용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폐 리세롤

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경우 현재 바이오

디젤이 갖은 높은 생산단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할수있다.

본 고에서는 폐 리세롤의 특성 및 이를 이용한 고

부가가치물질로의 전환공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

식을소개하고최근동향을소개하고자한다.

폐 리세롤의 정의 및 생성
일반적으로 폐 리세롤(waste glycerol)이라 함은

바이오디젤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총칭

하여폐 리세롤이라고하며바이오디젤생산량의약

10% 정도가 생성된다[그림 2]. 이러한 폐 리세롤은

다양한 화학적공정, 생물학적공정 및 효소적공정을

통하여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과 수소 같은 대

체 에너지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가지 유

도체들로 전환되며 높은 공정 적용성을 나타내어 그

발전가능성이 높다. 특히, 폐 리세롤을 이용한 고부

가가치 전환공정의 경우 전세계적으로도 그 수율

(10% 미만)이 높지 않은 수준이며 다양한 생물공학

기술을적용하여여러가지고부가가치의 리세롤유

도체들의 생산공정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Post 교토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에 대비한 친

환경공정의마련이가능한분야이다.

[그림 2]에서 보면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에서

주로사용되는촉매인산및염기촉매로이로인해공

정중에발생하는폐 리세롤은높은염농도(ash 포함

최대 10.65%)와 미반응 지방산과 분리공정에서 제거

되지 않은 바이오디젤 성분(MONG, matter of

organic non glycerol)이포함되어있어다량의염및

불순물이수분활성도를낮추고삼투압을높여생물학

적공정에직접적으로사용될수없다. 그러므로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 리세롤 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통해 높은 염과

MONG 성분이제거된 crude glycerol이생산되게되

그림 2. 바이오디젤과 폐 리세롤의 생산공정모식도.

그림 3. 리세롤 유도체들.

Glycerol 함량(%) 66.20~85.90 80~81.5

pH 2.00~11.70

K(%) 1.10~1.50 -

Na(%) 0.5~1.25 -

CI(%) 0~2.16 -

S(%) 0~1.4 -

Ash(%) 1.80~4.34 5.5~9.0

Moisture(%) 0.63~21.01 8~14

MOMG(%) 5.33~30.92 0.5~1.5

* MONG : Matter of organic non glycerol의 약자로 주로 지방산,

바이오 디젤 성분으로 구성

표 1. 폐 리세롤의 조성표

항목 조성(폐 리세롤) 조성(Crude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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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를이용하여다양한반응및생산공정에사용가

능하게된다.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
1) Bioethanol, Biobutanol 및Hydrogen

현재석유계수송연료를대체할수송용바이오연료

(바이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부탄올, 수소등)에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 바이오에

탄올 생산공정의 경우 대부분 전분질계, 목질계,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발효성당(fermentable sugar)을회

수하는 sugar platform을기반으로하는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이주류를이루고있다. 그러나아직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어 고비용의 발효성 당을 대체할 새로운

바이오매스의도입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폐 리세

롤을이용할경우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및바이

오수소 등 다양한 수송용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

어 현재 단점으로 나타나는 낮은 생산성을 해결할 경

우바이오디젤생산공정과의연계가가능하다.

리세롤부터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은 주로

Escherichia coli와 Enterobactor sp.를이용하여생산

하며대사경로를살펴보면포도당의대사경로에서처

럼 phosphoenolpyryvate, pyryvate를 거처 acetyl-

CoA로 전환되고 E. coli 유래 acetaldehyde-alcohol

dehydrogenase(adhE)에 의해 에탄올이 형성된다.

수소의 경우 대부분 Enterobacter sp.를 이용하여 생

산하며 포름산을 거쳐 cytochrome C와 hydrogenase

에 의해 수소가 생성된다. 이러한 수소생산공정은 개

질에 의한 수소생산공정과 비교하여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여 스케일-업이 용이하며 빠른 생산속도를 지

녀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장

점들은2030년이후에도래할것으로예상되는수소경

제시대를대비해실용화대비해야하는신공정분야라

판단된다. 바이오부탄올은 바이오에탄올과 동일한 원

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탄올에 비해 열료 물성(높

은에너지함량, 낮은부식성, 낮은증기압등)이우수

하여 가솔린을 대체할 차량연료로서 매우 우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폐 리세롤

로 부터 수송용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주된 연

구분야는 혐기성 균주인 Clostridium sp.를 이용하여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에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부탄올의 생산을 위한

미생물 내 대사경로를 살펴보면 acetyl-CoA,

butyryl-CoA와 butyraldehyde를 거쳐 부탄올이 생

성된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는 아세톤, 부틸레이트 등

의 부산물의 생성을 저해하고 바이오부탄올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높은 가격의 환원제를 넣어 주어야하

며Clostridium sp.의높은산소민감도에의해높은공

정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위한미생물촉매및발효공정의개발과저에

너지 소배형 분리정제 기술의 개발이 바이오부탄올의

상용화를위해필요하다. 결과적으로폐 리세롤을이

용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및 수소 등의 수송

용바이오에너지생산을위해사용되는미생물은주로

박테리아이며 배양조건 또한 혐기조건으로 공정적용

그림 4.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및 수소생산의 대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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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다. 그러므로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현

재Saccharomyces cerevisiae와같이공정적용성이비

교적높고진핵세포로는최초로전체유전자database

가 확보되어 유전자 조작이 용이한 yeast를 이용하는

생물학적공정으로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Propylene glycol

Propylene glycol은 욕조 등의 불포화폴리에스터수

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와부동액, 윤활제계

면활성제, 보습제,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기초원료로

서 사용되며 다양한 고기능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propylene glycol

시장은연간1.4 million ton(~2.0 billion $/yr)에달

하며 연간 4.5%의 성장률(Asia 7%/yr)을 나타내어

발전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Propylene의 생산

공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크게 propylene oxide를

원료로 이용하는 석유화학기반의 상업적 생산공정과

리세롤을 원료로 하는 신공정의 2가지로 분류된다

[그림 5]. 현재 국내의 propylene glycol의 생산공정

은 propylene oxide를 이용한 석유화학기반 생산공정

에 의해 생산되며 이러한 공정을 리세롤 기반의

propylene glycol로대체할경우친환경생산공정으로

의전환이가능하다.

기존의석유화학기반의propylene glycol 생산공정

은 propylene의 산화공정을 통하여 propylene oxide

를생성하고이에hydration 공정또는에틸벤젠과반

응하여 propylene glycol이 생성된다. 그러나 현재 상

업적 공정은 원료물질인 propylene oxide의 생산단가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리세롤 기반의 새로운 propylene

glycol의 생산공정은 glycerol의 dehydration 반응을

통해중간체인 acetol이생성되고중간체와수소의환

원 반응을 통해 propylene glycol이 생성된다. 이러한

glycerol 기반의 신공정은 수소화공정의 높은 기술력,

안정적인 저가의 crude glycerol의 공급, 높은 순도의

수소의 공급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공

정설계시 리세롤정제공정을통합하여공장을건설

하게 되면 낮은 단가의 crude glycerol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존의 석유화학기반 상용화공정을

대체할경쟁력있는propylene glycol 생산공정의확립

그림 5. Propylene glycol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 기반의 상업적 공정과 리세롤 기반의 새로운 생산공정의 반응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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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현재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공정의 개

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 1,3-propandiol and 1,2-propandiol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은 주로 부동액, 의

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unsaturated polyester의합성에사용되는원료물질로

2010년까지약 100만톤으로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

망되며 이에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 안정

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구온

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공

정을 대체하는 생산기술로서 생물공정기술을 이용한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 생산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화학적 공정을 이용한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 반응메카니즘을 살펴보면, 1,3-

propandiol의 경우 acrolein의 수화반응 또는

ethylene oxide의 하이드로포 화 반응에 의해 3-

hydroxypropionaldehyde가 생성되고 이를 수소화반

응을 통해 1,3-propandiol이 생성되게 된다. 1,2-

propandiol의 경우 propylene oxide의 수화반응을 통

해 1,2-propandiol이 생성된다[그림 6]. 그러나 화학

적 공정을 이용한 생산공정의 경우 가혹한 반응조건

과 생산과정에서 mono-, di-, tripropylene glycol과

같은 독성을 가진 중합체가 생성되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공정이 간단한

생물학적인 공정을 이용한 1,3-propandiol과 1,2-

propandiol을생산하는공정의발전가능성이높다. 생

물학적 공정을 이용한 1,3-propandiol과 1,2-

propandiol을생산하는공정은현재미국의Dupont사

를비롯국내외에서Gene manupulation 및공정개발

을 시도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극히 낮아 이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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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화학적공정에 의한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 반응 메카니즘.

그림 7.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 생산을 위한
미생물내에서의 metabolic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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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대사공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고효율 균주개

발이필요하다.

미생물에서의 리세롤로부터 1,3-propandiol과

1,2-propandiol의대사경로를살펴보면, 1,3-propandiol

의 경우 glyceroldehydratase에 의한 탈수반응으로

glycerol이 3-hydroxypropionaldehyde이 생성되며

이를 1,3-propandiol dehydrogenase에의한수화반응

으로 1,3-propandiol이 형성된다. 1,2-propandiol의 경

우 glycerol kinase에의해 glycerol 3-phosphate가형

성되고 dihydroxyaceton 및 methylglyoxal의 대사경

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glycerol dehydrogenase에 의

해 1,2-propandiol이 생성된다[그림 7]. 이러한 생물

학적인 공정을 통한 1,3-propandiol과 1,2-propandiol

의 생산은 현재 진핵세포로서의 전체 유전자

database까지 확보되어 현재의 치명적 단점인 낮은

수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상용업

화공정의개발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4) Glycerol carbonate

Glycerol carbonate는 통상적으로 glycerol과 urea

또는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합성되어진 cyclic ester

로서 상온에서 맑고 냄새가 없는 친환경 소재이며 물

과의용해성이좋아산업및의학용용제및중간체로

계면활성제, 2차전지전해액, 코팅제, 화장품등그적

용범위가 넓으며 화학적 공정뿐만 아니라 효소적 공

정에서도생산이가능하여높은공정적용성을나타내

는물질이다[그림8].

Glycerol carbonate를 생산하기 위한 대표적 화학

적 공정은 Huntsman사의 합성공정으로 glycerol과

propylene carbonate를 35mmHg, 100~250℃의 반

■ ■ ■ 이종호, 김승욱 || 지상강좌

그림 8. 화학적 공정 및 효소적 공정에 의한 glycerol carbonate 생성을 위한 반응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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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조건에서 합성된다. 뿐만 아니라 glycerol에 urea의

carbonyl group이결합하여glycerol carbonate가생성

된다. 최근에는 R2Sn(OMe)2 촉매하에 초임계이산화

탄소를기질로한높은물질전달의glycerol carbonate

의생산공정또한개발되었다[그림 8(A)]. 그러나화

학적공정에 의한 glycerol carbonate의 생산공정은 가

혹한 반응조건 때문에 공정비용이 상승하며 특히, 초

임계 이산화탄소 공정의 경우 빠른 물질전달 및 열전

달의 이점을 갖지만 높은 공정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화학적 공정의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효소적 공정이 개발되었다[그림 8(B)]. Glycerol

carbonate의 생산을 위한 효소적 공정은 glycerol과

dimethyl carbonate이 Candida antartica lipas의생촉

매하에 esterification반응을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glycerol carbonate의생산을위한효소적공정은세계

최초로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기존화학합성에

의한생산방법에비해경제성이월등히높으며친환경

적인공정의개발을통해바이오디젤생산비용의15%

이상을절감해화석원료의대체효과가있다는것을증

명하 다. 뿐만아니라상업화공정이개발되었을경우

약 7천억원의 국내시장과 4조7천억원 규모의 세계시

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탄소 녹색성

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지속적인 발

달이이룰것으로예상된다.

요약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20세기 발전의 근간

이되었을정도로인류가사용하고있는거의모든화

학제품, 의약품, 화학소재 및 고분자들을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인 유가불안정과 매장량의 한

계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

적 공정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 기

반 친환경 공정 중에 폐 리세롤을 이용한 고부가가

가치 물질의 전환공정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산

업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적인 공정의 개

발을 통해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제

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공정 적용성이 높아 화학적공정, 생물학적공정

및 효소적공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현재 바이오에

너지(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부탄올, 수소),

propylene glycole, 1,3-propandiol, 1,2-propandiol 및

glycerol carbonate 생산공정의기존석유화학기반의

산업구조에서환경친화적공정기반으로전환을가속

화시킬것이며이를바탕으로석유리파이너리공정을

대체할 바이오리파이너리 통합공정 확립이라는 기틀

을마련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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