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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미세조류(microalgae)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를 통해 화학(White), 농업

(Green), 의약(Red)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 조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어떻게 산업적

으로 활용되는지 그 잠재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세조류(microalgae)

 □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생물들에 대한 통칭

(식물성플랑크톤을 미세조류라 칭함)

  ㅇ 크기는 수 ㎛에서 수백 ㎛까지 다양하며, 종류도 다양한 속(屬)

에 약 20만~80만 종(種)이 존재(그림1) 

 

 □ 물, 햇빛,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증식 가능 

  ㅇ 미세조류는 수생서식(aquatic habitats), 광합성,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 포집을 통해 유기물질을 합성

- 대기 중 산소의 약 50% 정도를 생산

  ㅇ 미생물계에 속하나 분해자가 아닌 독립영양을 하는 생산자 역할

 

  □ 다양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카로티노이드, 

항산화물질, 지방산, 효소, 고분자화합물, 펩타이드, 스테롤 등 여러 

성분을 활용하여 식량, 대체에너지, 고부가가치 물질 등 산업 전반

에 걸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생산 가능 



그림1. 미세조류 종류 
Source :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4(4):365-384

2. 미세조류(microalgae)의 응용 분야1)

□ 미세조류는 높은 종 다양성, 빠른 증식주기, 다양한 물질 생산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고, 비식용이며 수경 재배로 인해 경작지 침해도 없어 

식량자원의 에너지화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

세대 주요작물

1세대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식용자원)

2세대 식물 줄기, 목재 등(비식용자원)

3세대 미세조규, 해조류 등(비식용자원)

표1. 바이오매스의 세대별 분류

Source : SERI 경영노트 제170호

1) Energy Environ. Sci., 2010, 3, 554-590,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3(3) 229-241



그림2. 미세조류 활용 분야
Source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92(2018) 394-404

 

□ 화학/에너지 : 바이오케미컬,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생산

  ㅇ 미세조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물질(Algal lipid, 

Acylglycerides, Glycolipid, Phospholipids, Algal fatty acid, Methyl esters, 

Protein, Nucleic acid, Polysaccharide)은 주로 다음의 4가지로 크게 분류 

될 수 있음  

- 당질(Carbohydrate) : 구조적기능/대사기능에 관여

광합성 초기 산물로 다른 생화학물질 합성(단량체/고분자)을 위한

출발점역할

- 단백질(Protein) : 구조적기능/대사기능에 관여

효소로써 세포 대사를 위한 주요 촉매제 역할

- 핵산(Nucleic acids, RNA/DNA) : 단백질, 단량체와 함께 조류 분열 및 성장의

기초를 제공

- 지질(Lipid) : 에너지 제공 및 세포 구성요소

 □ 유용물질생산

  ㅇ 새로운 조류배양 기술의 출현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물질 발견 및 생산 가능

- Astaxanthin, β-carotene, Zeaxanthin, DHA/EPA, Lycopene, Phycobiliproteins

등을 조류에서 생산



 □ 식량 및 사료 이용

  ㅇ 미세조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풍부한 자원으로, 단백질

(건조 중량의 최대 70%), 비타민 및 필수 지방산 함량이 높아 식량

(ex. 클로렐라, 스피루리나)으로 이용 

- Phycocyanin(스피루리나에서 추출) : 백혈병인자 성장 억제
클로렐라/스피루리나 : 비타민, 항산화제의 원료로 정제, 캡슐, 액체로 이용

β-글루칸(클로렐라에서 추출) : 면역 촉진제

β-카로틴(D. salina에서 추출) : 식용 색소, 비타민 C 영양제

  ㅇ 단백질이 풍부하여 수산양식에서 축산 농가에 까지 다양한 동물 

사료 원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의 

약 30%가 동물 사료로 판매되고 있음

- Haematococcus algae, Chlorella, Isochrysis, Phaeodactylum, Scenedesmus,
Thalassiosira 종(species)들이 주로 동물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화장품 원료

  ㅇ 노화, 태닝, 색소침착과 같은 피부질환에 효과적인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여 피부 기능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Spirulina sp., Chlorella sp., Arthrospira sp 등이 많이 활용됨

 □ 의약품 원료

  ㅇ 의약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세조류에서 생산된 1차 및 2차 

대사산물이 제약 산업에서 원료로 이용됨(표2)

- Arthrospira(Spirulina), Chlorella, Dunaliella, Haematococcus and Nostoc. 등이
많이 활용됨

미세조류 제품

Chlorella sp. Lutein, β-carotene, α-carotene, α-tocopherol

Crypthecodinium cohnii Docosahexaneoic acid

Haematococcus pluvalis Carotenoids, astaxanthin, lutein

Nannochloropsis gaditana Eicosapentaneoic acid

Scenedesmus almeriensis Lutein, β-carotene

Chlamydomonas reinhardtii Glycerol

표2. 의약품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미세조류 
Source : Environ. Eng. Res, 2018;23(3):229-241



3. 미세조류 활용 증대를 위한 노력 - 생명공학기술

1) 미세조류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 과정

 □ 미세조류를 이용한 유용 물질 생산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수율과 높은 생산비용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미세조류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에 주목, 조류 유래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컬, 기타 바이오제품 

생산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류와 GM조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미세조류를 이용한 생산과정은 그림3과 같음  

 

그림3. 미세조류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과정
Source : Current Opinion in Green and Sustainable Chemistry 2019, 20:39-44

        Applied sciences 2019, 9, 4793 

 □ 물질 생산을 위해서 그에 적합한 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생산 수율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배양 방법과 배양 

조건, 분리 정제 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함 

  ㅇ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류는 표3과 같음



미세조류 주요 물질 바이오매스 생산과 관계된 기업

Aphanizomenon flos-aquae Extract Naturally-harvested

Arthrospira platensis/maxima Phycocyanin
Algaetech international, Cyanotech, 
DIC Corporation, Olivier MicroAlgues, 
Parry Nutraceuticals, Scotbio, Spira

Chlorella vulgaris Biomass
Allmicroalgae, Parry Nutraceuticals, 
Roquette, Taiwan Chlorella 
Manufacturing Company

Dunaliella salina/bardawil β-carotene
InterClinical Laboratories, Monzonbiotech,
Nature Beta Technologies

Euglena gracilis β-1,3-glucan Algatech, Euglena Co

Haematococcus pluvialis Astaxanthin

AlgaeCan Biotech, Algaetech 
International, Algalif, Algamo, Algatech, 
AstaReal, Cyanotech, Heliae, Yunnan 
Gingko Asta Biotech 

Isochrysis sp. Biomass Archimede ricerche, Necton

Nannochloropsis sp.  EPA
Algaspring, Algatech, Allmicroalgae, 
Archimede ricerche, Monzonbiotech, 
Necton

Phaeodactylum tricornutum Fucoxanthin Algatech, Necton

Porphyridium cruentum Exopolysaccharides Algatech, Necton

표3. 바이오매스 생산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미세조류

Source : Applied sciences 2019, 9, 4793   

 

2)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의 개량 – 유전자변형기술/유전자가위 

(1) 조류에서의 유전자변형기술

 □ 미세조류를 대상으로 DNA 전달에 활용되는 기술은 표4와 같음

  ㅇ 미세조류의 유전체 지식은 유전자변형 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음



방법 특성

유전자변형(아그로박테리움)
효율성은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으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전기영동(electroporation)
절차가 간단하며, 여러 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갈조류에는 제한적임

입자총법

(Biolistic transformation)

- 외부 DNA를 다양한 세포와 조직에 도입할 수 있음

- 유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벡터 적용이 가능

하나 특수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

유리비드(glass beads) 과정은 단순하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 않음

미세주입(microinjection)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절차가 매우 정교

하고 복잡

인공 트랜스포존(Artificial 
transposon method)

외부 유전자를 수용 유전체에 직접 삽입 가능

Recombinant eukaryotic 
algal Viruses

갈조류에 이용되지만, 폭넓은 기초연구 필요

표4. 미세조류에 활용되는 유전자변형기술
Source : JRC scientific and policy reports 2014

 □ 일반적으로 조류를 유전자변형하는 목적은 크게 1) 광합성 효율 

증대, 2) 특정 물질의 생산성 향상, 3) 새로운 GM조류 개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2) GM미세조류 유래 유용물질 

  

 □ 유전자변형은 효소의 생산 또는 대사과정의 증가, 우회 또는 감소

시키기 위해 많이 적용됨

  ㅇ 산업적 이용을 위해 유전자변형 된 미세조류 예시는 표5에 정리



미세조류 변형 목적 변형 방법

Nannochloropsis salina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지질(lipid) 축적 증가

EMS2) 돌연변이,
아그로박테리움

Thalassiosira pseudonana antisense/RNAi

Nannochloropsis gaditana 바이오매스 증대를 위해 세포 

색소 감소/광합성 효율 증대

EMS/insertion 돌연변이

Chlamydomonas reinhardtii insertion 돌연변이

Nannochloropsis oceanica

EPA/DHA함량 증대

전기천공

Phaeodactylum tricornutum 입자총법

Chlamydomonas reinhardtii
의약품 생산

입자총법

Chlorella vulgaris 원형질체 화학처리

Haematococcus pluvialis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증대 입자총법

표5.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변형된 조류
Source : Algae Research 25(2017) 90-100

  ㅇ 재조합 단백질 생산을 위한 GM조류에 대한 연구개발사례는 표6에 

정리함(산업화 여부는 알 수 없음) 

미세조류 재조합단백질

Dunaliella salina Hepatitis B antigen protein(HbsAg)

Chlorella nulgaris, 

Chlorella sorokiniana
인간 성장호르몬(HGH)

C. reinhardtii
Erythropoietin, 인터페론β, 프로인슐린, 

인간 VEGF,  

C. reinhardtii 소 락토페리신

Synechocystis 어류 성장호르몬

표6. GM조류에서 생산되는 재조합단백질 사례
Source : JRC scientific and policy reports 2014

2) Ethyl Methane Sulfonate



 □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등장으로 미세조류에 대

한 다양한 대사공학적 전략을 보다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됨

  ㅇ 미국 Syntehtic Genomics Inc., CRISPR기술을 활용하여 

Nannochloropsis에서의 지질함량을 2배 증가시켰으며, 마커 없이 여러 

목표 유전자를 개량하는데 이용되는 기술 개발에 성공

  ㅇ 한국과학기술원, CRISPR을 이용한 Chlamydomonas 균주 개량을 세계

에서 2번째로 성공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용색소 및 단백질 생산 증대를 위한 형질전환체 

개발을 위해 CRISPR, 아그로박테리움법 등 최신 및 고전적인 형질전환 

방법들의 개선 및 접목을 수행하여 신규 유용물질 생산 가능성을 제시3)

 □ 산업적 이용을 고려하여 개발된 GM미세조류는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 

생물공정/성장 효율 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ㅇ 경제성이 높으면 GM미세조류는 유용물질 생산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임

   

(3) GM미세조류에 대한 한계점 및 사회적 인식 

 □ 미세조류는 미생물의 장점(빠른 성장 및 배양 용이성)과 고등 식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미세조류 발현 

시스템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4)

  ㅇ 다양한 종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유전자변형방법의 부족

  ㅇ 불안정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성

  ㅇ 광합성 무기영양의 조건하에서 대량생산 및 수확에 최적화된 시스템 부족

  ㅇ 조류 대사과정 및 작용 기작에 대한 이해 부족   

 □ 종 선발 및 변형, GM미세조류의 안전성, 독성평가 등 균주 개발에 드는 

높은 비용, 배양 및 생산 공정의 한계, 등록 및 모니터링 사항을 

포함한 규제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3) BioINpro, 2019 Vol.63, Marine Cell Factory:해양미세조류
4) JRC scientific and policy reports 2014



 □ GM미세조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GM미세조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 

  ㅇ GMO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GM미세조류를 개방된 조건에서 배양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음(그림4)

- GM미세조류의 환경 유출시 야생 및 근연종으로의 유전자이동, 생태계 영향,

환경 유출로 인한 후속 조치 불가, 비의도적 영향 등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4. GM미세조류 이용하는 배양 방법과 관련된 위험 정도
Source : Comprehensive Reviews in Food Science and Food Safety, 2019 Vol.18, 1882

  ㅇ 또한 식품과 사료로 이용될 때 많은 생명체와 환경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자,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

사자들이 GM조류 이용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GM조류의 안전성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천연자원인 태양빛, CO2, 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미세

조류는 그 자체만으로 친환경이라는 장점과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유전자변형(GM) 미세조류의 이용은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사회윤리를 포함한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음

4. 시사점

□ 기후 변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등 여러 산업군에서 해양자원

으로부터 신소재를 발굴하는데 눈을 돌렸고, 해외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기관에서 대규모 연구비 투자 및 미세조류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2009년에 설립된 인하대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연구센터와 20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프론티어의 

일환으로 창설된 차세대 바이오매스사업단에 각각 연간 50억과 

100억원 규모의 정부 투자가 진행되어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음5) 

  ㅇ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를 수립하여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생물을 이용한 단백질의약소재 개발을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기 위해 해양-

육상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보임6)

□ 유용물질 생산에 필요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세조류이지만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균주선발 및 개량, 산업적 규모의 생산을 

위한 공정 최적화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ㅇ 균주개발에 유전자변형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가위 기술 등을 

접목하여 유용물질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5) BioINpro, 2019 Vol.63, Marine Cell Factory:해양미세조류
6) 현대해양, 해양바이오 R&D현황, 2020.5



  ㅇ 고부가가치 물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발생되는 경제적/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도 산업적 이용 잠재력이 큰 미세조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기술과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법령 및 규제 

정책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연구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심사 또는 

승인이 필요함 – 규제 장벽이 연구와 산업화를 더디게 할 수 있음 

  ㅇ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방침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

    - 미국, 아르헨티나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외부

유전자의 삽입이 없고, 대상 생물체에 외부 유전물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규

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EU는 사법재판소에서 유전자가위도 규제 대상이라고

했지만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