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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친환경적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하나인 람노리피드(rhamnolipid)의 제조는 Pseudomonas 
aeruginos 계열의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바이오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람노리피드의 화학구조는 
rhamnose당과 β-hydroxylated fatty acid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이오 공정을 통해 동질체 혼합
물 형태로 생산된다. 발효(fermentation)공정 중 거품 제어가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테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람노리피드 합성 메카니즘을 소개하였고, 발효공정에
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거품 제어 방법에 대한 최근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람노리
피드 양산화 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람노리피드와 같은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의약품과 같
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응용된다면, 시장의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 거품분리법,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박테리아 

  Abstract : Rhamnolipids are recognized as eco-friendly biosurfactants and produced by the 
bio-process employing bacteria. Pseudomons aeruginosa is well-known to produce rhamnolipids in 
high yield during fermentation process. Rhamnose and  β-hydroxylated fatty acid are main chemicals 
for rhamnolipids, which are produced in the form of congener mixtures. In this paper, the synthetic 
mechanism of rhamnolipids within bacteria cells was presented in part and foam control technologies 
were qualitatively described. Foam control during fermentation process was important to regulate a 
continuous process. During last decade, the technologies are developed enough to challenge to a 
commercial-scale production. In particular, rhamnolipids will be more valuable if these can be 
applicable to value-added chemicals, such as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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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
고 있다. 석유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계면활성제도 
예외는 아니다. 계면활성제 제조시 원료인 석유 
의존성을 줄이려는 목적과 폐수에서 분해능이 향
상된 바이오 계면활성제(biosurfactant)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1,2], 일부 양산화가 진행
되고 있다[3].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관심이 높아
진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4]. 바이오 계면활
성제 중에 먼저 상업화가 진행된 물질로 소포로
리피드(sophorolipid)가 있다. 소포로리피드는 미
생물 중 효모(yeast)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
며, 상업화 규모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5]. 소
포로리피드와 같은 glycolipid 계열이면서 소포로
리피드의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람노리
피드에 대해서 최근 10여년 동안 많은 연구 결과
들이 진행되었다. Fig. 1에는 ScienceDirect에서 
논문 검색어 rhamnolipid를 입력하여 검색된 논
문 수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2010년 이후로 논
문 수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런데, 람노리피드 생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
음에도,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문제점
으로 인해 상업화는 일부에서만 진행 중에 있다
[6]. 람노리피드 제조업체로는 독일의 Evonik이 
알려져 있고, 다른 독일계 회사로는 Biotensidon 
GmbH이 있으며, 이 회사의 년간 생산량은 약 5
천톤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TeeGene Biotech 
(UK), AGAE Technologies LLC (USA), Jeneil 
Biosurfactant (USA), Paradigm Biomedical Inc. 
(USA), 그리고 중국에서는 Shaanxi Pioneer 
Biotech Company와 더불어 작은 규모의 많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그러나, 
최근 친환경적인 계면활성제의 요구와 다양한 고
부가가치 물질로 그 응용성이 확대되면서, 람노리
피드는 재조명되고 있다.  
  Fig. 2에는 람노리피드를 양산화하기 위한 전반
적인 상황을 나타내었다[1,2]. 먼저, 람노리피드는 
박테리아를 활용하는 바이오공정을 통해 생산된
다.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람노리피드의 생산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카니즘 이해를 통해서
는, 람노리피드 생산에 참여하는 효소와 유전자를 
알 수 있다. 이후, 그 특정 유전자를 다른 박테리
아 등에 이식하는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1,7].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효소를 추
출하여 외부 반응기에서 박테리아 없이 람노리피
드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발효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pH, 온도, 영양분 농도 등의 
운전조건을 최적화해야 한다[7]. 그런데, 람노리
피드의 양산을 위해서는 거품(foam) 제어가 핵심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8]. 거품 제어를 위해, 발
효공정과 분리정제 공정을 연계하여 수율을 높이
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품화한 람노리피드
는 여전히 공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응용 분야들이 제시되고 있다. 람노리피드는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잘 되며, 석유 원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람
노리피드는 최근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수요가 확
대되고 있는 나노 에멀젼 제조원료로도 검토되기
에 이와 연관된 의약품 제조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9]. 이처럼, 람노리피드가 의약품의 원
료로 사용된다면, 가정용 세제와 같은 범용 바이
오 계면활성제의 양산화 전망도 함께 밝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박테리아의 람노리피드
의 생산 메카니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
후, 발효공정과 분리정제 과정을 연계한 거품 제
어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또한, 람노리
피드의 양산화 성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
하였다. 

Fig. 1. The publication numbers of journal 
articles counted at the ScienceDirect 
database using the terminology of 
rhamnolipid for search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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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rhamnolipid production overview.

2. 람노리피드 합성과 공정 개발 연구 분석

2.1. 박테리아를 활용한 람노리피드 합성

  람노리피드의 화학적인 구조는 rhamnose라고 
하는 탄수화물 성분과 β-hydroxylated fatty 
acid 물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2]. 친수성
인 rhamnose가 1개 혹은 2개인 경우, 그리고 친
유성인 지방산이 1개 혹은 2개가 각각 결합되어 
람노리피드가 합성된다[6]. Fig. 3에서는 임의로 
선택한 람노리피드의 화화구조식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Rha는 rhmnose의 약자를 표시한 것이고, 
C10는 선형 지방산을 구성하는 탄소수가 10인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Rha-C10인 
경우는 rhamnose당 1개에 지방산인 3- 
hydroxydecanoic acid가 결합된 람노리피드를 나
타낸다. 람노리피드는 친수성과 친유성 그룹을 모
두 가지고 있기에 계면활성제 특성을 가진다[6]. 
일반적으로 람노리피드는 혼합물로 생성되기에, 
물성 자료들은 혼합물의 물성자료들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Fig. 3(d)에서는 지방산 말단에 위
치한 카복실기(-COOH) 대신 –COOCH3로 치
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림노리피드를 나타내었
다. 이처럼 메틸기가 치환된 경우는 재활용 식물
성 기름(used cooking oil) 등을 원료로 한 경우
에 생성되었다 [10]. P. aeruginosa에서 만들어지
는 람노리피드는 mono-rhamnolipid, di- 
rhamnolipid가 모두 만들어지는데, 친유성기로는 
주로 C10이 만들어진다. Burkholderia sp. 종에

서 만들어지는 람노리피드는 C14를 가진 
di-rhamnolipid가 주로 만들어진다[2].
 박테리아는 Quorum sensing(QS) system을 통
해 람노리피드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11]. 
QS system은 박테리아 군집의 독성발현과 군집
체의 바이오필름 형성 등과 같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며, 박테리아 공동체가 화학물질 분비를 통
해 소통하는 현상을 말한다. 박테리아는 생존을 
위해 혼합된 형태의 메카니즘 작용으로 대사물질
인 람노리피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람노리피드 생산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
는 효소로는 RhlA, RhlB, RhlC 들이 잘 알려져 
있다. 이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로는 각각 
rhlA, rhlB, rhlC이 있다[1,2]. 현재로서는 원료와 
효소의 역할에 따라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람노
리피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에
는 mono-rhamnolipid와 di-rhamnolipid가 만들
어지는 과정에 효소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나타내
었다. Fig. 4에 포함된 화학구조식은 Fig. 3(b) 
Rha-C10-C12와 Fig. 3(c) Rha-Rha-C10-C12
를 나타낸다. HAA(3-(hydroxyalkanoyl) akanoic 
acid) 합성에는 RhlA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mono-rhamnolipid 합성에는 RhlB 효소
가 역할을 하고 있고, di-rhanolipid 합성에는 
RhlC 효소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Pseudomonas 종 이외의 많은 박테리아에서 람노
리피드 생체합성에 관여하는 전구체(precusors)를 
만드는 효소는 발견되고 있지만, RhlA, Rh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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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mical structures of four arbitrary rhamnolipids; (a) Rha-C10, (b) Rha-C10-C12,
          (c) Rha-Rha-C10-C12, and (d) Rha-Rha-C10-C10-CH3.

Fig. 4. Conceptual pathway to produce mono-rhamnolipid and di-rhamnolipid in the presence
         of key enzymes of RhlA, RhlB, and RhlC.

RhlC 효소들은 Pseudomonas 계열과 Burkholderia 
계열에서만 관찰되고 있다[6].
  람노리피드는 박테리아 세포내에서 여러 종류
가 혼합된 형태로 생산된다. 이렇게 혼합된 형태
의 람노리피드를 칭하는 표현으로 람노리피드 동

질체(rhamnolipid congeners)라는 용어를 활용하
고 있다. 람노리피드 동질체로 확인된 종류 중 
약 60여개가 논문에서 소개되었고, 더 많은 동질
체 종류도 보고되고 있다. 동질체 중 특정 화학
구조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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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C10와 Rha-Rha-C10 등과 같이 C10 위
주의 동질체가 지배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원인으로는 효소 활동 등 물질대사와 
관련이 있고,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6,13]. 따라서, 람노리피드의 물성은 동질체의 
혼합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값의 차
이를 들 수 있다. 람노리피드를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농도가 높을 경우, CMC 값은 높게 나
타나며, mono-rhamnolipid가 많은 경우 CMC가 
낮고, di-rhamnolipid가 많은 경우 가장 작은 
CMC 값을 보였다[7]. 

2.2. 람노리피드 공정 개발

  앞서 소개했듯이, 유전자 rhlA, rhlB 그리고 
rhlC는 합성효소를 만들어 람노리피드 합성에 참
여한다[11,14]. 만약,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박테리아 DNA에 유전자 rhlC를 정량적으
로 늘리 수 있다면, 유전자 재조합된 박테리아를 
통해 di-rhamnolipids의 양을 늘릴 수 있을 것이
다. 이 아이디어를 mono-rhamnolipid 만 생산하
는 박테리아인 P. chlororaphis 에 적용한 결과가 
있다. P. chlororaphis 에 유전자 rhlC를 투입할 
경우, 프로모터 존재하에서 di-rhamnolipids를 
생산할 수 있었다[15]. 이러한 시도는 비병원성 
박테리아를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만
약, 비병원성 박테리아를 활용할 경우, 안전성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병원
성 박테리아 중에는 P. chloraphis, P. putida, 그
리고 Marinobacter 계열이 사용되었다. 그렇지
만, 이 박테리아들은 P. aeruginosa 종에 비해 람
노리피드 수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
으로는 특정 효소를 사용하여 pyocyanin과 같은 
독성을 가진 항원을 제거하여 비병원성으로 전환
된 P. aeruginosa를 이용한 람노리피드 생산 방법
이 있을 수 있다[15]. 이외에, 박테리아를 사용하
지 않는 반응기에서 람노리피드를 생산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람노리피드 생산과 
연관된 효소와 전구체를 박테리아에서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박테리아를 사용하
지 않기에 후단 공정인 정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이외에도, QS system 
제어를 통해 람노리피드 수율을 올리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QS system을 촉진시키는 crc 
(catabolite repression control) 단백질은 Lon 단
백질분해효소(protease) 작용을 억제하고, 람노리

피드 생산에 역할을 하는 효소 활동을 유지시켜 
람노리피드 생산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만약, 
crc 단백질을 제거한다면, 람노리피드 생산은 낮
아질 것이다. 또한, 박테리아 세포내의 Lon 단백
질을 제거할 경우에도, QS system 활성화로 연결
되어 람노리피드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렇게, P. aeruginosa를 사용할 경우, 람노리피드
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박테리아 내의 단백질
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공정에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16]. 
  람노리피드 제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양공
정과 정제공정의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합성 계
면활성제의 단가와 비교할 경우 약 10배 이상 차
이가 나고 있다[1].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것이 여
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때. 탄소원과 질소원을 공급하는 원료의 가격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탄소 공급원의 입장에
서 볼 때, 친유성 원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
성 기름과 같은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생
산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
(sugar) 원료에 비해 식물성 기름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이와 더블어 정제공정의 비용도 많이 든
다. 정제되기 전 제품(crude product)에는 단백
질, 지질, 그리고 미반응한 다양한 분자들이 포함
되어 있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수율도 고
려대상이 된다[7]. 앞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람
노리피드는 불순물 제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순도가 높은 람노리피드를 분리하지 않고 제품으
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공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물을 분리정제하지 않은 람
노리피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생물 환경청정 
용도나 동물 사료의 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등 극
히 제한적이다. P. seruginosa는 혐기성 조건과 
호기성 조건에서 모두 람노리피드를 생산한다. 물
론, 호기성에서 수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호기
성 공정에서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생성으로 운전 
중 거품(foam) 형성이 큰 문제인데, 람노리피드
는 소량으로도 거품 생성이 활발하다. 그렇기에, 
람노리피드 공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거품 제어로 알려져 있다. 거품 제어를 위
해서 여러 시도들이 제안되었으며[8],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Table 1에 제시하였다. 거품 
제어에 대해서는 먼저 거품을 억제하는 소포제
(anti-foam agen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리
콘 오일(silicone oil)이 소포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17], 그런데, 부피가 큰 반응기에서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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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ategies to cope with foam in rhamnolipids fermentation process

Strategies Contents

Foam
Reduction 

Silicone oil as an 
Anti-foam agent

Ÿ silicone oils are commonly employed 
Ÿ insufficient in rhamnolipids 
Ÿ larger quantity may harm to grow cells
Ÿ ethanol can be used instead

Fermentation under 
weakly acidic 
condition

Ÿ pH: 5.5 ~ 6.7
Ÿ suspect dissociated hydrogen ions enter into cell to 

damage DNA partly and inhibit appropriate 
metabolic activity

Foam 
Fractionation

Foam fractionation

Ÿ relatively higher concentration of rhamnolipids can 
be recovered more from the film surface of bubbles 

Ÿ foams are target products
Ÿ foams can be collected through the traps
Ÿ may loose biomass such as cells
Ÿ Immobilized cell system has been introduced
Ÿ foam collection can be conducted through a cyclic 

fractionation option

Foam adsorption 
fermentation

Ÿ integrated system to collect foam and recycle cells in 
foam-free fluids

Ÿ fixed bed of adsorbents; hydrophobic C18 
silica-based adsorbent ODS-A

Ÿ recovered rhamnolipids by elution
Ÿ Needs a cheaper adsorbents

Tandem system 

Ÿ two separate tanks; one for fermentation and the 
other is for a foam collector

Ÿ foamed fluid overflows to a foam collector and 
pump sends fluid back to fermentation tank

Stop valve control

Ÿ alternative method to replace stirring impeller that 
uses often to suppress foaming 

Ÿ as big as 20 mm diameter in stop valve
Ÿ installed the place between fermentation tank and 

foam collector 

solid-state 
or 
semi-solid-state 
fermentations

Ÿ less requirement of water, energy, and aeration
Ÿ no foams are generated
Ÿ agro-industrial by-products as feedstock
Ÿ products will have impurities leading high cost for 

purification in downstream process
Ÿ solid-state fermentation needs to enhance the mass 

and heat transports
Ÿ Semi-solid-state fermentation can use waste 

products economically

aerobic 
fermentation

Ÿ Pseudomonas aeruginosa survives in either anaerobic 
or aerobic condition

Ÿ more productive in aerob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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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오일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거품 제어를 위해서는 과량의 실리콘 오일
이 요구되는데 이는 비용 상승과 연결된다. 소포
제의 사용은 다른 거품 억제 방법과 결합하여 사
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에탄올도 소포제로 
사용이 가능하다[18]. 한편, 발효공정이 pH가 
5.5에서 6.7의 범위에서 진행될 때, 거품 억제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산성도가 높으면 거
품 제어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소이온은 박테리아 
세포 내로 침입하여 DNA를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단점도 갖고 있어 산의 농도를 높여 거
품을 제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19]. 이외에 
거품 제어 방법들은 발효(fermentation)공정의 물
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면,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
한 이해도 쉽다. 발효공정에서는 친유성 영양분이 
제공된다고 해도 물이 많은 환경에서 반응을 진
행한다. 이 경우, 바이오 계면활성제 생성이 시작
하면서 에멀전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특이한 점
은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에멀전의 표면에 주로 
분포한다. 즉, 람노리피드는 반응물에 생긴 거품 
표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럴 경
우, 반응물을 후단공정으로 보내어 전체 반응물로
부터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분리정제하지 않고, 반
응 과정에 거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거품에 
포함된 고농도의 림노리피드를 분리해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20]. 그런데, 거품을 분
리하는 것에도 여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 거품 
표면에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이외에도 탄소원 영
양분과 활동 박테리아가 함께 있기에, 거품을 회
수하려고 시도하다 활동 박테리아 수를 줄이게 
되어 결국 림노리피드 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거품분리법(foam fractionation)
이 제안되었다[20]. 거품분리법이라는 용어는 
foam fractionation을 번역한 용어인데, 거품이 
포함된 반응물 중에서 거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해 내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논문에서는 거품분
리법으로 번역하였다. 거품분리법은 반응기에 트
랩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반응기 옆에 
위치한 또다른 용기에 거품을 포집할 수 있다. 
만약, 반응기 내에 박테리아를 고정화시켜 발효공
정을 진행할 경우와 주기적인 거품분리법은 수율
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정화
된 박테리아는 거품과 함께 분리되어 나오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거품분리를 위해 거
품분리기 내부에 흡착제를 투입하여 거품을 회수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흡착제로는 친유성
의 C18 silica-based adsorbent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20]. 그런데, 흡착 주기가 반복되고 길어지
면 흡착제의 주기시기도 빨라 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흡착제 사용증가로 인한 흡착제 교체비용
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흡착제 
개발이 필요하다. 거품분리법의 성능을 높이는 방
안으로 병렬방식(tandem system)이 시도되었다
[21]. 연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2대의 탱크를 사용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쪽은 발효 용도로, 또 
다른 한쪽은 거품의 흡착과 회수를 목적으로 운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대량생산에 유리
하다는 장점이 있다. 병렬방식에 추가적으로 stop 
valve를 발효탱크와 흡착분리용 탱크 사이에 설
치하여 거품을 제어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22]. 
거품이 발효탱크와 거품회수 탱크 사이를 오가며 
람노리피드를 회수하는 방법인데, 규모가 큰 반응
기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고정층
(solid-state) 혹은 반고정층(semi-solid-state) 발
효공정에서 거품을 제어하는 것이 소개되었다
[23]. 이 방법은 저렴한 원료에서 사용되었는데, 
불순물 생성으로 인해 반응기 내의 물질전달과 
열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분리정제시 비용이 많
이 들 것으로 평가되었다[24]. 
      

3. 고 찰

  병원성의 P. aeruginosa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병원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람노리피드를 사
용하려는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실험실에서는 주
로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을 보고하고 
있다. 유전공학 기술은 현재 많은 곳에서 시도되
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는 백신 개발 
분야도 있다[24]. 유전공학 기술은 글자 그대로 
특정 유전자를 종에 구애받지 않고 투입하는 경
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GMO 식품을 들수 있
다. 그리고, 의료용 의약품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
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이다[9]. 
그런데, 바이오 계면활성제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정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된다고 할 경우, 유전자가 바이오 계
면활성제의 성분이나 분자를 이루는 구성성분으
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유전자 재조합
과는 관련이 없는 물질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GMO 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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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 들어가지만, 최종 제품인 람노리피드는 DNA
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4]. 단,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만약 배양공정에서 분리정제 단
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 즉 유전자 재조합이 들어
간 박테리아가 생산품에 포함될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조건이 달라진다. 결국,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람노리피드의 상업화 성공을 위해 필요
한 것은 경제성을 갖춘 공정 개발이라 할 수 있
다. 공정비용 중에는 원료와 분리정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원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
활용 원료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제
비용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응용분야가 고부가가치 분야인 의약제조 혹은 화
장품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시장은 아직은 생산 비
용이 많이 드는 분야라 하겠지만, 여전히 자연환
경에서 생분해가 이뤄지고 또한 석유화학제품이 
아니라는 장점을 말하고 있다[1,2]. 생산 수율을 
높이는 지속적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와서, 발
효반응 시 온도 조절, pH 조절, 원료 사용 등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 지금 람노리피드에 
대한 동향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바이
오 계면활성제에 대한 상업화의 진행속도가 빨라
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
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특
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
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재조명되는 이유로는 시
장의 변화와 함께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
다. 향후 짧은 시기에 획기적으로 발전되지는 못
하겠지만,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한 기술들이 꾸준
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블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응용성 확대
를 통한 수요를 늘려나가는 것이 양산화와 가장 
연관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친환경 바이오 계면활성제의 하나인 람노리피
드의 제조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으로는 박테리아를 사용한 제조공
정이며, Pseudomonas aeruginos 계열의 박테리
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람노리피드는 동
질체 혼합물로 생산되며, 정제공정을 거치게 된

다. 특히, 양산화를 위해서는 거품 제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품 제어를 위해서
는 기존에는 소포제를 사용하거나 약산 조건에서 
발효공정을 운전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었다. 그
러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거품분리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소개되고 있다. 거품 분리를 위해서는 
거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회수하는 방법, 그리
고 발효공정와 흡착공정이 병렬방식으로 연결된 
주기적 거품회수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최적의 거
품분리법을 통한 람노리피드 수율이 향상된다면, 
양산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산화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소포
로리피드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람노리피드도 
양산화가 각국으로 확대된다면 바이오 계면활성
제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근 10년동안 람노리피드 생산은 경제성 측면에서 
많이 극복되는 추세이고, 시장의 수요도 커지고 
있기에, 람노리피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대하기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시장은 
의약품 원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응용성
이 확대된다면, 범용제품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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