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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제주 용암해수 담수화 시 생산되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에너지절감형 미세조류 대량

생산 파일럿 테스트 연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주 용암해수 담수화 시 생산되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파일럿 

테스트 연구

○ 고염농축(고염분)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분석 등 활용가능 기술도출

- 용암해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유용 미세조류 자원을 배양

- 생물소재의 산업화 value chain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소재 표준화를 위한 배양장

치 및 시스템 기술 발굴

- 향 후 시스템에서 배양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항노화 소재 개발 전략 마련  

○ 해수배터리 기반 배양 단가 저감 및 부산물 Na2CO3 활용 기술 도출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CO2 포집 성능 검증 

- CO2 포집 결과 산출되는 Na2CO3 자원화 방안 도출

- 일체형 ESS(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전략 수립

○ 배출수 영향 평가/관리 기법 도출

- 배출수 주변해역 고염분 방류수 확산 범위 산정 기법 도출

- 배출수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물 영향 평가 기법 도출

Ⅳ. 연구개발결과

○ 고염분 적응 및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및 미생물 탐색

- 기존문헌 및 유전체 정보 기반 고염분 적응 미세조류/미생물 탐색

- 고염 생장 우수 미세조류/미생물 선발, 생산용 배양배지 탐색 및 조성

○ 에너지 절감형 하이브리드(Energy-Saved Hybrid) 배양시설 계획

- 대형화 규모 모듈화 프로세스 설정(실험실 → 실외 12 ton → 300 ton)
- 고염/고농도 배양을 위한 scale-up 기술 단계별 예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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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해수배터리(300Wh) 기반 CO2포집, Na2CO3 생산 및 배양배지 재활용 검증 방

안 도출

○ 미세조류 원재료 생산성 설계

- 일일생산성(30 g/m2/day 이상, KIOST 전략목표-2) 성과 추진 테스트  

○ 항노화 후보소재 탐색(고염 적응 균주의 생리특이성 검증 및 생리활성 검증)
○ 해수배터리 적층 기술 및 고염분수 활용 검증

- 각 셀 별 과충/과방 방지, 결함체크 기능 검증, 적층을 고려한 수밀 구조 커넥터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CO2 포집 기술 개발 및 고염분수 활용 검증

- 고염분수 조건하에서 CO2 포집 성능 검증, 소듐카보네이트 추출 성능 검증 및 자동 

포집 기법 제안

○ 배출 연안역 수온/염분 실시간 관측 및 염지하수의 환경영향평가 기법 고찰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및 제주도 발전에 기여 

○ KIOST 제주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제주글로벌센터 및 제주테크노파크에

서는 기관간 선순환 기술 융합사업 추진

○ 제주지역 특성(청정+해양자원)을 반영한 지역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

   - 배출 농축수의 안정적 방류 방안으로 농축수를 활용한 해양생물배양 및 해수전지 

발전을 통한 해양 방류 최소화 및 지속적인 배출지역 모니터링

   - State of Art (BT+IT+ET) 기술 집적을 통한 4차산업혁명 기술 플랫폼으로 전환

○ 시간해상도 및 공간해상도 높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연안 환경모니터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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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ㅇ 용암해수 가공 이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는 경제성을 보유한 수자원으로서 이를 

활용한다면 해양바이오자원의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원료표준화-소재가공-인
증-제품생산)이 가능한 구조임

ㅇ 유사 수자원(일반해수, 해양심층수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용암해수의 유용성

이 지극히 확인된 바, 고염 배출수의 해양바이오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양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미세조류 항노화 소재를 연중 생

산할 수 있음

ㅇ 국내 기업의 산업화를 위해 경제적인 바이오매스 대량회수, 고염분 배양수 활

용, 유용물질 추출 및 소재 가공기술에 대한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함

ㅇ 해양미세조류의 생산단가 중 전기사용량[배양수 혼합(4%), 수확(2-5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 혁신기술이 필요함 

ㅇ 이와 관련하여 ‘17년부터 KIOST 제주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제
주글로벌센터 및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기관간 선순환 기술 융합사업을 추진

중임

  - 용암해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라 담수화 시 과잉 생산되는 고염농축수

(65-70 psu)의 활용 및 배출수의 환경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제주TP와 KIER 제주센터에서는 '19년도 연구비가 확보되었으나, 제주연구소의 

역할인 용암해수 농축고염수를 활용한 바이오신소재 개발 연구비는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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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선순환 융합기술 개발 필요성 개념

○ 해수배터리는 사실상 무한 자원인 해수를 이용하여 전력 에너지를 저장 및 생

산하는 친환경, 저비용의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으로써, 해수에 녹아있는 나트

륨 이온과 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이다. 

○ 리튬-이온 등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 배터리 대비 2배의 용량 

혹은 절반의 크기에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충․방

전에 의한 성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는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

튬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기술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 해수배터리는 해수에서 Na+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함으로써 충전을 수행한

다. 이는 해수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해수 담수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수배터리 방전시엔 NaOH가 생산되는데, NaOH는 CO2와 결합하여 Na2CO3를 

형성한다. 이는 해수배터리 방전을 통해 CO2 capture, 즉 CCS (Carbon Capture 
& Storage)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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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수배터리 개념

○ 해수배터리 셀은 세계 최초로 UNIST에서 개발되어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되었

으며 현재 고집적화, 대규모 자동생산을 위한 파일럿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KIOST는 기관고유사업( “해수전지 시스템 및 해양 IoT 활용 기

술 개발”, PE99632)을 통해 대용량 해수배터리 시스템 및 이의 활용 기술에 대

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 본 과제에서는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저감형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에 대해 연

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 제작된 해수배터리 시스템 활용 미세조류 배양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 해수배터리 전기저장 시 Na+ 이온 선택 투과로 인한 해수담수화 기능 검토

- 해수배터리의 전기방전 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Na2CO3를 활용한 미세조류 배

양 단가 저감 기술 검토

○ 고염분 방류수가 연안에 유입되었을 때 연안의 해수유동에 의해 연안에 체류

하거나 외해로 확산된다. 하루에 약 천 m3의 방류수가 해양으로 유입되면 주

변 해수와의 농도 구배에 의해 빠르게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암해수 

방류수의 경우 염분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해수와의 높은 밀도차이에 

의해 쉽게 희석되지 않고 수괴를 만들어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류수

가 연안으로 유입되었을 때 확산되는 속도나 범위를 모니터링 하는 일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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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 용암해수는 영양염의 농도가 일반해수에 비하여 높다. 질산염의 경우 용암해수

에서의 농도가 일반해수보다 수 십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높

은 농도의 영양염이 함유된 방류수가 방류되었을 때 방류구 주변해역은 부영

양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방류구 주변 해역의 영양염류 유입량과 확산 

범위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 용암해수를 담수화 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최대 1.6배 높은 방류수가 발생한다. 
고염분의 방류수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생물은 

체내에 삼투도조절 시스템(osmoregulatory system)이 갖춰져 있는데, 생물종에 

따라 광범위한 염분에 적응하는 광염성(euryhaline) 생물과 염분의 변화에 취약

한 협염성(stenohaline) 생물로 구분되어진다. 협염성 생물은 일반적으로 외해

(open sea)나 심해에서 활동하는 종이 대부분이지만 대다수의 무척추동물도 여

기에 포함된다. 전복, 오징어, 가리비 등도 대표적 협염성 생물이다. 또한 대형

생물 뿐만 아니라 소형생물 또는 미생물의 염분 적응 또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해양기생충 등은 염분의 변화에 작 적응하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 외 해양 내에서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염분변화 적응에 대한 

연구도 명확하지가 않다. 이처럼 고염분의 방류수가 해양으로 방류되었을 때, 
주변의 염분 변화와 생물상 변화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

므로 방류구 주변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경제․산업적 측면

○ 최근 육상자원 고갈 및 나고야협약 등의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인해 국산 천연

원료 및 소재에 대한 높은 시장수요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재료 판매에 의한 기업의 수익성 보다는 1,2차 가공을 통한 소재의 

제품화 부분이 10-100배 높은 수익구조를 가짐 

○ 현재 탈염과정 등 가공된 물을 사용하는 용암해수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원수 및 고염분수의 활용에 대한 연

구는 미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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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바이오자원의 연중 표준화 배양시스템에서 생산된 원재료/소재를 관련 기

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원재료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소득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 개방/융합형 해양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통한 연구사

업/성과의 선순환 구조 고도화

   -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용암수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수경재배, 천연 비

료 등의 1차 산업,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2차 산업과 수치료 및 스파 등의 

관광서비스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추진중임

   - 버려지는 자원인 농축수의 융합 활용 목적은 소재+에너지 생산임 

그림 3. 청정 융복합 모델 기술개발의 목표 및 세부 조감

□ 사회․문화적 측면

○ 제주지역 특성(청정+해양자원)을 반영한 지역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

   - 배출되는 농축수의 안정적 방류 방안으로 농축수를 활용한 해양생물배양 및 

해수전지 발전을 통한 해양 방류 최소화 및 지속적인 배출지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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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of Art (BT+IT+ET) 기술 집적을 통한 4차산업혁명 기술 플랫폼 전환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쳐 해양생물의 종류, 
분포, 생물량 등이 변화됨에 따라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연관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유망 신소재화로 산업화 절실 

○ 초고령화 사회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
화가 진행되고 있음. 2001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6%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단위=전체인구 중 비율 %)

그림 4. 각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가속화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및 제조한 식품으로써,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로 인정하고 있음.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됨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는 인체의 성장과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것으로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등

의 영양소 기능,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용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의 생리활성 기능,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을 감소키기는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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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본격화되었으며, 매년 꾸준하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년대비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

총 매출액 
(억원) 16,310 18,230 21,260 22,374 5.2 11.2

총 매출량
(톤) 30,545 34,568 43,123 47,725 10.7 16.2

표 1. 건강기능식품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양생물자원은 현재 육상자원에 비해 활용도가 적지만, 특수한 환경에 서식하

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능들을 밝혀낸다면, 육상자원보다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짐

○ 건강기능식품의 고시 원료인 미세조류(클로렐라, 스피룰리나)는 피부건강, 항산

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용암해

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미세조류 및 고염 적응 균주의 생

리 특이성 검증을 통한 기능성 발굴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 개발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2절. 연구의 목표

○ 제주 용암해수 담수화 시 생산되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파일럿 테스트 연구

○ 고염농축(고염분)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분석 등 활용가능 기술

도출

  - 용암해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유용 미세조류 자원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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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소재의 산업화 value chain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소재 표준화를 위한 

배양장치 및 시스템 기술 발굴

  - 향 후 시스템에서 배양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항노화 소재 개발 전략 마련  

○ 해수배터리 기반 배양 단가 저감 및 부산물 Na2CO3 활용 기술 도출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CO2 포집 성능 검증 

  - CO2 포집 결과 산출되는 Na2CO3 자원화 방안 도출

  - 일체형 ESS(Energy Storage System) CCS(Carbon Capture & Storage) 구축 전략 

수립

○ 배출수 영향 평가/관리 기법 도출

  - 배출수 주변해역 고염분 방류수 확산 범위 산정 기법 도출

  - 배출수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물 영향 평가 기법 도출

그림 5. 도식화된 연구목적 및 파일럿연구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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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절. 기술 개요 및 배경

 1. 기술 개요

제주 용암해수 담수화 시 생산되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에너지절감형 미세조

류 대량생산 파일럿 테스트 연구로서 1) 고염농축(고염분)수 적용 배양균주 선

별 및 배양시스템, 2) 해수배터리 기반 배양 단가 저감 및 부산물 Na2CO3 활용 

기술, 3)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영향 평가/관리 융합 기술 제공하는 기술임

▪ 고염농축(고염분)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 용암해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에 적응 가능한 바이오자원(미세조류/배
양균주) 양산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형 대량배양 시스템 및 

경제적인 소재 생산 공정을 개발함

 -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유용 바이오자원(미세조류/배양균주) 선별을 통한 배양 

및 배양시스템 기술 발굴

 - 배양시스템을 통해 배양된 원재료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항노화) 개발 

그림 6. 미세조류 배양시스템 및 미세조류(예시)

▪ 해수배터리 기반 배양 단가 저감 및 부산물 Na2CO3 활용 기술

 - 제주도 용암해수 고염분수를 에너지 소재로 사용하여 전기저장·금속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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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및 부산물로 생산되는 Na2CO3가 배양에 재활용되어 미세조류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미세조류-해수배터리 일체형 융합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설계함

 -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저감형 미세조류 배양 기술 개발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CO2 포집 성능 검증 

 - CO2 포집 결과 산출되는 소듐카보네이트(Na2CO3) 자원화 방안 도출

 - 일체형 ESS(Energy Storage System) CCS(Carbon Capture & Storage) 구축 전

략 수립

▪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영향 평가/관리 융합 기술

 - 염지하수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염 배출수의 연안 유입에 따른 어장생태계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기

술 개발함

 - 배출수 주변해역 고염분 방류수 확산 범위 산정 기법 도출

 - 배출수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물 영향 평가 기법 도출

▪ 현재까지 용암해수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은 많이 연구되어 왔으

나, 용암해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를 활용한 연구 개발은 태동기로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2. 기술 배경

제주 용암해수 담수화 시 생산되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에너지절감형 미세조

류 대량생산 및 이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 미세조류-해수배터리 일체형 

융합 시스템 및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

▪ 용암해수는 일반해수 대비 높은 경제성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탈염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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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물을 사용하는 용암해수는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원수 및 고염분수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그림 7. 일반해수와 용암해수의 특징 및 산업적 적용 장단점

▪ 용암해수 가공 이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는 경제성을 보유한 수자원으로서 이

를 활용한다면 해양바이오자원의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원료표준화-소재

가공-인증-제품생산)이 가능한 구조임

▪ 유사 수자원(일반해수, 해양심층수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용암해수의 유용

성이 지극히 확인된 바, 고염 배출수의 해양바이오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가

능한 배양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한 

해양미세조류 항노화 소재를 연중 생산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산업화를 위해 경제적인 바이오매스 대량회수, 고염분 배양수 

활용, 유용물질 추출 및 소재 가공기술에 대한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가 필

요함

▪ 해양미세조류의 생산단가 중 전기사용량[배양수 혼합(4%), 수확(2-50%]이 절

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 혁신기술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17년부터 KIOST 제주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제주글로벌센터 및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기관간 선순환 기술 융합사업을 

추진 중임



17

 - 단지 내 용암해수의 취수 가능 량은 3,000㎥/일로 추후 단지 내 기업(오리온 

등) 및 외부수요 증가에 따라 단지 취수량 증량이 요구되고, 취수량 증량에 

따른 배출수량의 증가로 배출수 활용 및 배출시설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용암해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라 담수화 시 과잉 생산되는 고염농축수

(65-70 psu)의 활용 및 배출수의 환경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3. 기술 응용 분야

기능성 소재(식품, 의약, 음료, 화장품 등)

▪ 고염분수에서 배양된 바이오자원(미세조류/배양균주)의 기능성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 음료, 화장품 등의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함

▪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음료 및 화장

품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어 융합산업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 해수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CO2 저감 기술

에 활용될 수 있으며, CO2 포집 결과 산출되는 소듐카보네이트(Na2CO3) 활
용에 따른 배양 단가 저감이 가능하여 다양한 배양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

음

▪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해양뿐만 아니라 산업/공업, 
농축산, 생활 하수처리 등의 수질 환경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함

2절. 특허 동향

 1. 1. 특허 동향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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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에 관한 것으로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인 특허 

정보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함

▪ 특허 동향분석을 위하여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 및 세부 기술별 동향분석을 실시함

▪ 세부 기술로는 1)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

재 (AA), 2)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3)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으로 분류하였음

2. 특허 동향분석 배경

1) 관련특허 추출 과정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기술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2) 키워드 및 검색식’의 검색 키

워드와 같이 선정 및 조합하여 윈텔립스(http://www.wintelips.com/)에서 조사

를 진행하여 관련특허를 추출하였음

▪ 검색된 모집단 3,923건의 특허 중 발명의 명칭, 요약 및 청구범위 등 명세서

의 주요 부분을 읽고 다음 기준에 따라 유효특허 424건(세부 기술 중복 건 

제외)을 선별하였음

 - 세부 기술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식을 통하여 모집단 특허를 검색하

고, 명세서의 주요 부분을 통해 세부 기술 1)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

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 2)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3)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 기술과 관련된 유효 특허를 선별함과 동시에 

세부 기술 AA, AB 및 AC로 분류를 지정함

2) 키워드 및 검색식

검색 키워드 고염농축수, 배양균주, 극한생물, 미생물, 미세조류, 해조류, 기능성소재, 

표 2.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기술의 키워드와 검색식

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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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단 특허 검색결과

키워드

해수배터리, CO2 포집, 배출수 처리, 해양 모니터링

검색식

(((고염(농축* 농축수* 분수* 분해수* 해수*) 고염수* 염지해수* 용암해수* 

염지하수* 용암수* 바닷물* 바다물* 해양수* 염분* 염도* 소금* 염수* 

해수* 짠물* seawater* "sea water" salty* saline* "salt water" saltwater* 
salt-water* bittern* halitewater* "halite water" halinewater* "haline water" 

hypersalinewater* "hypersaline water") ((lava* magma* volcanic*) adj 

seawater*)) and ((((해양 adj 균주) 미세조류* 플랑크톤* 해조류* 
두나리엘라* Dunaliella* "Dunaliella salina" "두나리엘라 살리나" 

스피룰리나* Spirulina* 클로렐라* chlorella* algae* algal* microalgal* 

microalgae*) or ((((기능* functional* function*) adj (소재* 재료* 원료* 
물질* material* ingredient*)) "기능성 소재" ((생물* 생체* 바이오* bio* 

biological* biometric*) adj (소재* 재료* 원료* 물질* material* ingredient*)) 

바이오신소재*))))) or (((해수* 바닷물* 염수* 해양* 해양수* 씨워터* 
seawater* sea* ocean* marine* 오션워터*) or (배터리* 베터리* 밧데리* 

전지* battery*)) and ((((이산화탄소* CO2* carbondioxide* carbon-dioxide* 

카본디옥사이드* 온실가스*) adj (포집* 수집* 채집* 회수* collect* 
capture* gather* 저장* 스토리지* 스토라지* storage* 저감* 감소* CCS*)) 

"Carbon Capture Storage"))) or (((배출수* 처리수* 오수* 폐수* 하수* 

배수* 폐액* 방류* wastewater* "waste water" sewage* waste-water* 
sewerage* dirtywater* dirty-water*)) and (((해양* 바다* 해상* 오션* 근해* 

마린* 해역* 해안* 해변* sea* ocean* marine* undersea* underwater*) or 

(환경* 생태계* 자연* 컨디션* 에코* 상황* environment* environ* eco* 
natural*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and (모니터링* 모니타링* 

감시* 측정* 관측* 계측* 관찰* 모니터* monitor* monitoring* monitering* 

observe*))) and (A61K* C12N* C12M* C02F* H01M* B01D*).IPC.

검색과정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고염농축수, 배양균주, 기능성소재, 해수

배터리, 해양모니터링” 등 핵심적인 키워드로 선정하여, 관련 키워드를 여

러 방법으로 조합하여 검색결과를 검토한 후, 관련 동의어 및 유사어를 확

장한 검색식을 이용해 도출한 선행기술 자료의 존재 유무를 면밀히 검토함

국가 KR JP US EP 총합

표 3.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기술의 특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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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특허 검색결과

※ 분석된 유효특허 총 건수에는 세부 기술 중복 특허 3건(KR)이 포함됨 

JP PAJ
검색건수 2,229 1,019 312 282 81 3,923

세부 기술 KR JP US EP 총합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
243 44 12 6 305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35 24 3 1 63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 19 16 20 4 59

총합 297 84 35 11 427

표 4.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세부 기술 관련 특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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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동향분석

1) 연도별 특허 동향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와 관련된 기술

의 유효특허는 총 424건(중복 특허 제외)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효특허를 기

본으로 전체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음

그림 8.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기술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

향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 전체적인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기술 특허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출원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을 기

점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국가별로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294건(69%), 일본 84건(20%), 미국 35건
(8%) 및 유럽 11건(3%)의 순으로 총 424건의 관련 유효특허가 검색되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며 최근까지도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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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어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출원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관련 기술이 294건으로 전체 특허건수 대비 69%로 압도적인 점유율

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주요 출원국과 비교하여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으며,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허출원 동향으로는 

1980년대 초중반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나 출원 건수가 미미하였

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며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며 전체적

인 특허 출원 동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관련 특허 출원이 시작되어 출원 건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 13건의 특허 출원이외에는 모두 10건 미만

으로 연구 개발 활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각각 35건(8%), 11건(3%)로 출원 비중이 높지 않으며, 
첫 출원 이후 출원 건수의 증감이 유의미하지 않고 명목상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2017년도 이후에는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2) 출원인별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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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그림 9.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특허 상위 출

원인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와 관련된 상위 

출원인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총 30건의 특허출원으로 TOP 1을 차지

하였으며, 뒤를 이어 부경대학교가 23건, 강릉원주대학교가 15건을 출원하여 

TOP 2와 TOP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상위 출원인을 살펴보면, 상위 출원인 대부분이 한국국적의 연구원 또는 학

교로 조사되어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

구 분야에서는 한국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조사된 상위 출원인 중 미국, 유럽 및 일본국적의 출원인은 각각 1개사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 NALCO CO 6건, 유럽의 ROQUETTE FRERES 및 일

본의 OGURA TAKESHI 각각 5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상위 출원인 대부분이 연구

원 또는 학교로 조사되어 해당 기술 분야는 상업적 또는 응용산업 목적 보

다는 기초연구 개발이 중점인 것으로 사료되며, 고염농축수를 기반으로 한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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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 분야의 위치

▪ 본 그래프는 출원 건수와 출원 인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양관측 및 

예측 관련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 인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음

▪ 각 구간은 1구간(‘79~’86년), 2구간(‘87~’94년), 3구간(‘95~’02년), 4구간

(‘03~’10년), 5구간(‘11~’18년)으로 나누었음

그림 10. 기술 위치 포트폴리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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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포트폴리오로 본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

템 파일럿 연구 분야의 위치(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1. 분석구간 : 
‘79~’86, ‘87~’94, ‘95~’02, ‘03~’10, ‘11~’18(출원년도) 2. X축: 출
원인수, Y축: 출원건수)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분야의 기술 

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 건수와 기술

혁신의 주체인 출원 인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성장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1구간(‘79~’86년)에서 최초의 출원이 나타났으며 5구간(‘11~’18년)까
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태동기를 빠르게 지나 성장기에 위

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2구간(‘87~’94년)에서 최초의 출원이 시작되어 4구간

(‘03~’10년)까지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5구간(‘11~’18년)에 출원건수 및 출원

인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공개 특허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현재까지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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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1구간(‘79~’86년)에서 최초의 출원이 나타났으나 5구간(‘11~’18
년)까지 특허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기술성장 단계를 

유추할 수 없음

▪ 유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기술성장 단계를 유추할 수 없음

4)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동향

 (1)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 동향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와 관련된 세부 

기술로는 1)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 2)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3)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으
로 나눌 수 있으며 관련 세부 기술의 특허는 총 427건(중복 특허 3건 포함)
으로 조사되어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음

그림 12.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

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관련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 현황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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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A :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2. AB :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3. AC :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 관련 기

술의 유효 특허는 총 305건(71%),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관련 기

술의 유효 특허는 총 63건(15%),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 관련 기술의 

유효 특허는 총 59건(14%)으로 조사되어 AA와 관련된 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와 관련 

유효 특허 대부분이 기능성을 포함하는 소재(원료)와 관련된 특허로 분석됨

 (2) 각 세부기술의 연도별 특허 동향

▪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와 관련된 각 

세부 기술의 연도별 특허 동향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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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그림 13. 각 세부 기술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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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와 관련된 

기술의 특허는 총 305건으로 조사되어 한국 243건(80%)으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본 44건(14%), 미국 12건(4%) 및 유럽 6건
(2%)로 조사됨

▪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와 관련된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증가 추

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합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의 출원 동향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는 총 63건으로 조사

되어 한국 35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본 

24건(38%), 미국 3건(5%) 및 유럽 1건(2%) 순으로 조사됨

▪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과 관련된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

보면, 1980년대 후반 첫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며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특허 출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기술의 경우, 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이 시

작된 초반에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2000년대 중

후반에 들어서며 일본의 출원 활동은 다소 감소하고 한국에 의해 출원 활동

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는 2010년 중반

에 들어서며 출원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연구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사료됨

▪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는 총 59건으로 조사되어 

미국 20건(34%), 한국 19건(32%), 일본 16건(27%) 및 유럽 4건(7%) 순으로 

조사되어 다른 세부 기술 출원 건수 동향과 비교하여 어느 특정 국가가 출

원 동향을 주도하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출원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

사됨

▪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과 관련된 기술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 첫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약 10년간 다음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며 출원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비교적 꾸준

한 출원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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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에 들어서며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허 동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

럿 연구와 관련 기술의 특허는 총 3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기술의 특

허 동향을 분석하였음

그림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

템 파일럿 연구와 관련된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총 30건의 특허 중 한국 

특허청에 29건(97%), 일본 특허청에 1건(3%) 출원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에 들어서며 꾸준한 특허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9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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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세부 기술별 특허출

원 동향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

템 파일럿 연구의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총 30건의 출원 특허 

중 고염농축수 적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의 특

허는 24건(80%)로 조사되었으며,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기술의 특

허는 6건(20%)로 조사되어, AA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 반면, 배출수 해양 모니터링 (AC)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출원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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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도별 세부기술 특허출원 동향

  자료 : 디 파트너스, 201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원한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

템 파일럿 연구의 연도별 세부 기술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고염농축수 적

용 배양균주 선별 및 배양시스템, 기능성 소재 (AA) 기술의 경우 2005년 첫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며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 활동을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해수배터리 기반 CO2 포집 (AB) 기술의 경우에는 2008년 첫 출원이 진행되

었으나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출원활동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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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허 서지사항

1. 성장률이 우수한 나노클로롭시스 속 신균주 및 이의 용도(Novel Nannochloropsis sp. capable high 
growth and use thereof)

문헌번호
KR 10-1323873 B1 

(2013.10.24)
출원번호 10-2011-0113878 (2011.11.03)

출원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Current

IPC(Main)
A23K-010/16

WIPS 패밀리 KR 10-1323873B1

요약

본 발명은 성장증식 능력이 뛰어나고 생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아미노

산 및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나노클로롭시스 속 신균주 및 이의 용도

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로티퍼(Rotifer) 배
양용 나노클로롭시스 속(Nannochloropsis sp.) KCTC 11963BP 미세조류(일명, 
'KMMCC-33'라고 함), 상기 미세조류 및 이의 배양액을 포함하는 로티퍼 사료용 조

성물, 상기 로티퍼 사료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수산사료용 제제 및 상

기 본 발명의 신규한 미세조류를 이용한 로티퍼 대량 배양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나노클로롭시스 속(Nannochloropsis sp.) KCTC 11963BP   미세

조류는 다른 종래 미세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월등히 우수하고 해수의 염분 조건 하

에서도 성장 가능한 내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먹이로 하여 배양한 로티퍼는 각

종 생리활성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궁극적

으로 로티퍼와 같은 플랑크톤의 배양과 이러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어류의 양

식 산업에 사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청구항
로티퍼(Rotifer) 배양용 나노클로롭시스 속(Nannochloropsis sp.) KMMCC 33 미세조류

(기탁번호: KCTC 11963BP).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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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조류를 생산하는 방법(A method of producing spirulina tide 
using deep   sea water)

문헌번호 KR 10-0969657 B1 (2010.07.05) 출원번호 10-2007-0142040 (2007.12.31)

출원인 서희동
C u r r e n t   
IPC(Main)

C12N-001/12

WIPS   패밀

리
KR 10-0969657B1

요약

본 발명은 스피룰리나 조류(Spirulina algae)의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세하게는 해수면에서 수심 200m보다 깊은 해저심층의 해양 심층수(海洋深層水)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조류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스피룰리나(Spirulina) 조류(藻類)의 생산에 있어서, 해수면에서 수심 200m보다 깊은 

해저심층(海底深層)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여 농축 염수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농

축 염수를 배양액으로 하여 스피룰리나 조류를 배양하는 단계, 상기 배양된 스피룰

리나 조류로부터 스피룰리나 조류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

다.

대표청구항

해수면에서 수심 200m보다 깊은 해저심층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여 20∼30℃로 가

온 처리를 한 것을 모래여과, 정밀여과(Micro filter) 또는 한외여과(Ultra filter)를 단

독 또는 2가지 이상을 조합한 여과를 하여 수중의 부유고형물질(Suspended solid)을 

제거한 다음, 나노여과 후 역삼투여과에서 여과수는 음료수제조공정으로 보내면서 

여과되지 않고 농축된 농축 염수를 생산하는 단계, 상기 농축 염수가 농축 염수 저

장조(1)에 공급되면, 2가·3가 철염을 공급하고, 자화처리를 한 다음, 탄산가스용해, 
가열 및 pH조정기(6)로 보내어 온도를 25∼42℃ 범위로 조정하고, 탄산가스(CO2)를 

농축 염수 용적(Volume)당 탄산가스(CO2) 용량이 0.03∼0.08vol% 범위로 탄산가스를 

주입하고, 알칼리제를 주입하여 pH를 9∼11 범위가 되게 공급한 다음, 조류 배양조

(11)로 보내어 낮에는 태양(12) 광에 의해서 스피룰리나 조류(Spirulina algae)를 배양

하며, 날씨가 흐린 날이나 야간에는 조사 광량이 2000∼6500 럭스(Lux)의 등(13)으로

부터 광을 조사하고 스피룰리나 조류를 배양하여 조류침전조(15)로 보내어 상부로 

월류(Over flow)하는 농축 염수는 탈수공정에서 배출되는 탈수 여액과 함께 염수 저

장조(18)로 보내었다가, 염수 이송펌프(19)에 의해서 소금제조공정으로 보내고, 하부

로 침전된 조류는 조류침전조 레이크(16)로 하부의 콘(Cone) 부분으로 끓어 모아 반

송펌프(17)로 종조류(種藻類) 용으로 조류 배양조(11) 상단으로 반송하면서 잉여조류

인 배양된 스피룰리나 조류를 배양하는 단계, 상기 배양된 스피룰리나 조류를 잉여

조류 농축조(20)에 공급하여 잉여조류 농축조(20)의 상부로 월류(越流)하는 상등액은 

염수 저장조(18)로 보내고, 잉여조류 농축조(20) 하부로 침전되어 농축된 조류는 농

축조류 이송펌프(22)로 1차 탈수기로 보내어 탈수된 조류는 세정과 2차 탈수공정으

로 보내어 탈수처리된 조류는 건조공정으로 보내어 함수율을 5∼12wt%까지 건조하

여 스피룰리나 조류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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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조류를 생산하는 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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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슘이온 함유 염지하수 또는 암반지하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배지 조성물(Culture media 
composition of microalgae by using salt underground water or bedrock underground water including 
calcium ion)

문헌번호 KR 10-1520864 B1 (2015.06.15) 출원번호 10-2012-0082753 (2012.07.27)

출원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C u r r e n t   
IPC(Main)

C12N-001/12

WIPS   패밀

리
KR 10-1520864B1

요약

본 발명은 미세조류(예, Dunaliella salina) 배양용 배지 조성물에 관련되며, 구성에 특

징을 살펴보면, 염지하수 또는 암반지하수에 증류수(혹은 지하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배지 조성물은 칼슘이온이 다량 함유된 염지

하수에 증류수를 혼합함으로써 Dunaliella salina를 포함한 미세조류를 매우 효과적으

로 배양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칼슘이온의 농도는 3000~8000mg/L인 염지하수 또는 암반지하수,상기 염지하수 또는 

암반지하수에 증류수가 첨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나리엘라 살리나 배양용 배지 

조성물.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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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ZIP(basic region/leucine zipper) 전사인자의 과발현을 통한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및 지질 생산

성을 증가시키는 방법(Method for increasing biomass and lipid productivity of microalgae by an 
overexpression of bZIP transcription factors)

문헌번호 KR 10-1886376 B1 (2018.08.01) 출원번호 10-2017-0031109 (2017.03.13)

출원인
재단법인 탄소순환형 차세대 바

이오매스 생산전환 기술연구단

C u r r e n t   
IPC(Main)

C12N-015/79

WIPS   패밀

리
KR 10-1886376B1

요약

본 발명은 bZIP(basic region/leucine zipper) 전사인자가 도입되어 있는 재조합 미세조

류를 질소 제한(N limitation) 조건 또는 고염(high salt) 조건에서 배양하여 미세조류

의 바이오매스 및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로 표시되는 bZIP(basic region/leucine zipper) 전사인자를 코딩

하는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는 재조합 미세조류.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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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 방지 및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광합성 미생물의 배양방법(A method for enhancing lipid 
productivity by preventing contamination in photosynthetic microorganism culture)

문헌번호 KR 10-1798460 B1 (2017.11.10) 출원번호 10-2016-0019860 (2016.02.19)

출원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C u r r e n t   
IPC(Main)

C12N-001/12

WIPS   패밀

리
KR 10-1798460B1

요약

본 발명은 배양 대상 내염성 광합성 미생물이 포함된 자연 해수에 염화나트륨 또는 

천일염을 첨가하거나 상기 자연 해수를 증발시켜 고염도 배지를 제조하는 고염도 

배지 제조단계; 및 상기 광합성 미생물을 상기 고염도 배지에서 배양하는 고염도 

배지 배양단계를 포함하는, 오염 방지 및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광합성 미생물

의 배양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수탁번호 KCTC12432BP로 기탁된 테트라셀미스 속(Tetraselmis sp.) MBEyh04Gc인 

배양 대상 내염성 광합성 미생물이 포함된 자연 해수에 염화나트륨 또는 천일염을 

첨가하거나 상기 자연 해수를 증발시켜 염도가 50 내지 100 ppt인 고염도 배지를 

제조하는 고염도 배지 제조단계; 및상기 광합성 미생물을 상기 고염도 배지에서 배

양하는 고염도 배지 배양단계를 포함하는, 생물오염 방지 및 지질 생산성을 증가시

키는 광합성 미생물의 배양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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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armaceutical and cosmetic use of extracts from algae obtainable from saline hot water 
sources

문헌번호 US 8795679 B2 (2014.08.05) 출원번호 12/299749 (2007.05.07)

출원인 Blaa Lonid Hf
C u r r e n t   
IPC(Main)

A61K-036/02

WIPS   패밀

리

EP2026759B1 | EP2026880B1 
| IS8442 | IS8442 | IS8449A | 
US2009-0311348A1 | 
US8795679B2 | 
WOWO2007-129330A1 |   
WOWO2007-129331A2

요약

The invention provides the use of extracts from algae for cosmetic and/or medical 
treatment of skin, including improving and enhancing the skin-barrier, anti-aging 
treatment and photo-protective treatment. The invention is based on the finding 
that extracts from algae obtainable from saline hot water sources exhibit a 
multi-faceted biological effect useful in the cosmetic and/or therapeutic treatment 
of skin for the above purposes. Specifically, it has been shown that such algae 
extracts induce markers (involucrin, filaggrin and transglutaminase-1) for skin 
barrier formation in keratinocytes, induce collagen expression in dermal fibroblasts 
and inhibit UVA-induced up-regulation of photo-aging markers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and cytokine IL-6).

대표청구항

1. A pharmaceutical or cosmetic composition comprising supernatant of 
centrifuged ruptured cells of blue-green algae, wherein said alg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species having a 16S rRNA sequence of SEQ ID 
NO: 19, and a 16S rRNA sequence of SEQ ID NO: 20.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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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NOVEL MEDIUM FOR THE PRODUCTION OF BETACAROTENE AND OTHER 
CAROTENOIDS FROM DUNALIELLA SALINA (ARL 5) AND A STRAIN OF DUNALIELLA 
SALINA FOR PRODUCTION OF CAROTENES USING THE NOVEL MEDIA

문헌번호 EP 1237402 A2 (2002.09.11) 출원번호 2000-990875 (2000.11.09)

출원인 ACL Chemicals Limited
C u r r e n t   
IPC(Main)

A01G-031/00

WIPS   패밀

리

AU784817B2 | CA2416827A1 | 
EP1237402A2 | IN189919 | 
JP2004-521647A | US6936459B1 
| WOWO2001-034092A2

요약

The invention relates to the development of a novel artificial sea water medium 
comprising conventional salts as NaCl and MgSO4 with the addition of KCl in the 
proportion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to generate biomass of higher carotenogenesis in 
particular betacarotene and its isomers using Dunaliella salina (ARL 5). The strain has 
an unique property of having a wide range of pH and temperature tolerance which is 
beneficial in production terms as it is grown in external conditions (i.e., Outdoors).

대표청구항

1. A novel artificial sea water medium for the cultivation of Dunaliella salina (ARL 5) 
in open raceway ponds exposed to sunlight comprising conventional ingredients such as 
NaCl and MgSO4 with the addition of a new chemical component such as KC1 in the 
proportion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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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수 담수화 농축수 처리방법(METHOD FOR TREATING SEAWATER DESALINATION 
CONCENTRATES)

문헌번호 KR 10-1860331 B1 (2018.05.16) 출원번호 10-2017-0127017 (2017.09.29)

출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 u r r e n t   
IPC(Main)

C02F-001/52

WIPS   패밀

리
KR 10-1860331B1

요약

본 발명은 해수 담수화 농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본 발명은 2가지 측면, 
즉 농축수 내 양이온(특히 나트륨)을 제거하여 농축수의 친환경적 처리의 측면과, 
농축수를 출발물질로 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광물화 측면에서 모두 유의

미하다. 본 발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칼슘 및 나트륨과 결합시켜 담수화 

농축수 내 금속 양이온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대표청구항

(a)염기성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용해시켜 반응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b)상
기 반응용액과 염수를 상호 혼합하여 상기 염수 내의 나트륨과 이산화탄소를 상호 

반응시켜 탄산화하는 단계; (c)염수와 혼합된 반응용액을 영하의 온도로 유지하여 

탄산화된 나트륨이 결정화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 농축수 친환경 처리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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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및 고염 조건에서 지질 생산성 및 세포 생장률이 우수한 클로렐라 속 

ABC-001 균주 및 이의 용도(Chlorella sp. ABC-001 strain having excellent lipid productivity and cell 
growth rate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salt concentration condition and uses thereof)

문헌번호 KR 10-1855733 B1 (2018.05.02) 출원번호 10-2017-0134365 (2017.10.17)

출원인
재단법인 탄소순환형 차세대 바

이오매스 생산전환 기술연구단

C u r r e n t   
IPC(Main)

A23K-010/16

WIPS   패밀

리
KR 10-1855733B1

요약

본 발명은 내염성을 가지며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잘 자라고, 지질을 많이 

축적하는 신규한 클로렐라 속 ABC-001 균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신규한 

클로렐라 속 ABC-001 균주는 담수와 염도가 있는 기수 및 해수에서 거의 동일한 

세포 생장과 지질 생산성을 보이며 특히, 해수에서 배양했을 시 자연침전으로 수확

이 용이하다. 본 발명의 내염성을 가지며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높은 지질 

생산성을 가진 클로렐라 속 ABC-001 균주는 해안에 인접한 발전소 배기가스 내 이

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 생산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

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 관련 산업에 매우 유용하

다.

대표청구항
기탁번호가 KCTC18607P이며, 1~18% 이산화탄소 및 33~40g/l 염 조건에서 지질 생

산성 및 세포 생장률이 우수한 클로렐라 속(Chlorella sp.) ABC-001 균주.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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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SYSTEM FOR CAPTURING CARBON 
DIOXIDE AND METHOD FOR CAPTURING CARBON DIOXIDE)

문헌번호 KR 10-1752098 B1 (2017.06.22) 출원번호 10-2016-0109054 (2016.08.26)

출원인 울산과학기술원
C u r r e n t   
IPC(Main)

C25B-009/08

WIPS   패밀

리
KR 10-1752098B1

요약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재활극부; 회수극부; 이산화탄소 포집극부; 제1 고체 전해질막; 및 제2 
고체 전해질막; 을 포함하고, 해수; 또는 폐리튬이온전지 분해물, 리튬이온 또는 이 

둘; 을 포함하는 폐수용액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인, 이산화탄소 포

집 시스템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친환경적으로 이산

화탄소의 포집이 가능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폐수용액을 포함하는 제1 수용액에서 금속 이온을 회수극부로 이동시키는 재활극

부;금속 이온을 금속으로 전환시키고, 상기 금속의 금속 이온을 이산화탄소 포집극

부로 이동시키는 회수극부; 금속 이온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포집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극부; 상기 재활극부 및 상기 회수극부 사이에 위치하고 금속 

이온을 통과시키는 제1 고체 전해질막; 및상기 회수극부 및 상기 포집극부 사이에 

위치하고 금속 이온을 통과시키는 제2 고체 전해질막; 을 포함하고,상기 폐수용액

은, 해수; 또는 폐리튬이온전지 분해물, 리튬이온 또는 이 둘; 을 포함하는 것인, 이
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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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두날리엘라 살리나 유래의 키메릭 탄산무수화효소 및 이의 용도(Chimeric carbonic anhydrase 
from Dunaliella Salina and use thereof)

문헌번호 KR 10-1716398 B1 (2017.03.08) 출원번호 10-2015-0075641 (2015.05.29)

출원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C u r r e n t   
IPC(Main)

C12N-009/88

WIPS   패밀

리
KR 10-1716398B1

요약

본 발명은 두날리엘라 살리나 유래의 키메릭 탄산무수화효소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두날리엘라 살리나 유래의 키메릭 탄산무수화효소는 에스테르 분해 활성 

및 이산화탄소 수화 활성이 우수하여 산업용 이산화탄소 포집 및 고정화 공정 개발

에 사용할 수 있고, 바이카보네이트 화합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
용 대사 산물 합성 시 촉매로 사용되어 이의 합성 수율을 높일 수 있다.

대표청구항 서열번호 4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로 표시되는 탄산무수화효소(carbonic anhydrase).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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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산화탄소 포집 이차전지(SEA WATER SECONDARY BATTERY FOR CAPTURING CO₂)

문헌번호
KR 10-2015-0091834 A 
(2015.08.12)

출원번호 10-2014-0012556 (2014.02.04)

출원인 울산과학기술원
C u r r e n t   
IPC(Main)

H01M-010/054

WIPS   패밀

리
KR 10-2015-0091834A

요약

이차 전지 및 이차 전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나트륨 함유 용액 및 상기 나트륨 

함유 용액에 함침된 양극 집전체를 포함하는 액상의 양극부; 액상의 유기 전해질, 
상기 액상의 유기 전해질에 함침된 음극 집전체 및 상기 음극 집전체 표면에 위치

하는 음극 활물질 층을 포함하는 음극부; 및 상기 양극부와 상기 음극부 사이에 위

치하는 고체 전해질; 및 상기 양극부에 연결되어 방전시 양극부에서 발생되는 수소

를 외부로 인출하는 수소배출부;를 포함하는 수소 생산 이차 전지를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나트륨 함유 용액 및 상기 나트륨 함유 용액에 함침된 양극 집전체를 포함하는 액

상의 양극부;액상의 유기 전해질, 상기 액상의 유기 전해질에 함침된 음극 집전체 

및 상기 음극 집전체 표면에 위치하는 음극 활물질 층을 포함하는 음극부;상기 양

극부와 상기 음극부 사이에 위치하는 고체 전해질; 및상기 양극부에 연결되어 방전

시 양극부에서 발생되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포집부;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차 전지.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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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수 담수화 장치의 농축 해수 방류 방법

문헌번호 JP 5492759 B2 (2014.03.07) 출원번호 2010-276523 (2010.12.13)

출원인 HITACHI LTD
C u r r e n t   
IPC(Main)

C02F-001/00

WIPS   패밀

리
JP 5492759 B2

요약

【요약】 해수 담수화 장치에서 방류되는 농축 해수는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농축 해수를 해역에 방류하면, 해역의 염분 농도가 통상 해수의 염분 농도보다 높

아져, 해양 생태계의 영향이 염려된다. 대응책으로서 해수로 농축 해수를 희석하는 

방법이 채택해지지만, 통상 해수까지 염분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해결 수단】취수한 해수를 가압해 역삼투막을 투과시켜 투과수를 얻고, 역삼투막을 

투과하지 않는 농축 해수를 계 외에 방류하는 해수 담수화 장치 3으로부터의 농축 

해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와 혼합해 기처리수가 혼합된 혼합 농축 해

수를 해역에 방류한다.

대표청구항

【청구항1】취수한 해수를 가압해 역삼투막을 투과시켜 투과수를 얻고, 상기 역삼투

막을 투과하지 않는 농축 해수를 계 외에 방류하는 해수 담수화 장치로부터의 상기 

농축 해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와 혼합하고, 상기 농축 해수 의 방류

관인 농축 해수 방류관에 설치된 염분 농도계 및 농축 해수 유량계로 계측된 상기 

농축 해수의 염분 농도 및 농축 해수 유량과 혼합 농축 해수의 염분 농도 설정 목

표값에 기반하여, 상기 농축 해수와 상기 처리수를 혼합한 혼합 농축 해수를 상기 

설정 목표값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 처리 수류량을 구하고, 상기 처리수의 

유량을 조정하는 것 (으)로 상기 필요 처리 수류량과 상기 농축 해수 유량과의 혼합

비를 조정하고 상기 처리수가 혼합된 혼합 농축 해수를 해역에 방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 장치의 농축 해수 방류 방법.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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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1. 해외 기술 동향

 ① 미국

 - 미국은 NELHA(하와이주립자연에너지연구소,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에서 해양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주도함. NELHA
에서는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개발 및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

 · NELHA에서는 해양심층수를 냉방 및 대체에너지(해수온도차, 태양광 등), 제
염, 담수, 의약품, 유용물질 추출과 식음료, 수산 및 농업 분야 등에 적용

 · 수산양식의 경우 해조류, 패류, 갑각류, 어류의 육성실험을 진행 : 새우, 조
개 및 흑전복(매년 80t)의 종묘를 양식하여 미 본토 및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심해어, 바다가재 등의 양식과 저온 특수 식물재배 등에 대한 연구 

및 실험도 수행

 -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해양생물 배양(양식)과 프리미엄 생수의 

생산을 집중함. 심층수의 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숙성성, 고미네랄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물 플랑크톤(스피룰리나)의 대량생산, 경제성 어종의 

양식, 새우종묘 생산, 프리미엄 생수 생산 등의 1, 2차 산업 활용 시기를 거

쳐, 현재는 심층수로부터의 고부가가치 제품원료 생산 활동 등으로 확대됨

 ② 일본

 -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해양심층

수 관련 주체 간 단계별 역할분담을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함

 -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먹는 물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양식, 
농업, 식품, 건강 및 의료, 화장품 등의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행 중에 있음

 · 오키나와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저온성과 청정성을 이용한 종자 생산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무바이러스 새우 생산에 성공

 · 심해 벚새우, 바다포도, 보리새우 등 양식에 심층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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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마에서는 바다포도(미네랄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 양식에 성공하여 유

통 중

 · DHC(화장품, 건강식품 기업)는 해양심층수를 건강, 의료, 미용 등에 활용하

기 위해 2008년부터 급수사업 개시

 ③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분야 동향

 ○ 미국의 경우 장기 해양 관측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HOT(The Hawaii Ocean 
Time-series)는 2004년 장기 고정점 관측을 위해 WHOTS(WHOI Hawaii 
Ocean Time-series Site)를 구축하여 연구선을 통한 관측방법에 시계열 관측

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국립과학재단(NSF)과 해양리더십컨소시엄(COL)이 주관하는 해양관측망개

발사업(OOI)을 통해 해양 관측망을 구성하여 수백 개의 센서와 관측부이, 
통신케이블과 위성 등으로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

음

 - 1980년대부터 26개 지역에서 Long-Term Ecological Research(LTER: 
http://www.lternet.edu/sites/) program을 지원하였고 이중 연안 습지의 생태/
생지화학적 프로세스 연구를 위해  Georgia Coastal Ecosystems LTER 
project와 연안의 육지-연안 및 수층-저층 생태연결고리 규명을 포함한 광

범위한 생태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 중국은 LTER 네트워크 가입 국가이고, 국내적으로 중국 생태계연구 네트

워크(CERN)를 조직하여 국가 주로도 고유의 기초생태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북경의 통합 생태연구센터는 중국 100여개의 야외조사지소에서 수집되는 

생태자료를 슈퍼컴퓨터에 의하여 통합 관리-분석하고, 중국과학원 뿐만 

아니라 LTER에도 제공하고 있음

 - 중국 근해 해양종합조사와 평가 프로젝트(908프로젝트)에서 중국 내 연구

기관과 연구원이 총 동원되는 중국 최대의 해양조사로 6년 간(2004-2009) 
20억 위안(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중국 연근해를 입체적으로 

조사한 사업임

 - 주요 조사 내용은 해양 기초조사, 중점해역조사, 전문 조사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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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생태·자원·재해 현황 

및 변화 추세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

양 자원과 환경 이용의 시공간적 구조와 분포의 최적화 방안 등을 도출

하였음

 ○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에 있어 Odate Project을 통

하여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로 일본의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로 시

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의 하위 또는 중위영양준위의 

변동을 연구하고 있다. 

 - 특히 1972년부터 동해를 가로지르는 PM line에 대해서 일본기상청 주관

으로 장기 해양생태계 조사를 지금까지 계절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해양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가 해양제도를 정비하고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추

진해 해양 정보 관리·제공을 일원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자 함

 ○ 영국은 자연환경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를 

대리해서 생태·수문 연구센터(Center for Ecology and Hydrology)가 주도하

고, 관련 14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변화 네트워크

(Environmental Change Network; UK ECN)을 구축함

 - 영국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즈 연합 정부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행정처

의 도움을 받아 해양 모니터링의 자료를 이용하여 Charting Program라는 

생태도표를 만듦

 - 이외에도 PML(Plymouth Marine Laboratory) 연구소 차원에서 1988년부터 

Western English Channel의 L4 정점을 선정하여 장기생태계 모니터링 연

구를 실시하고 있음 

 ○ 지구환경변화는 해양 및 기상 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국경이 존재하

지 않으며,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개별 해양관측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준에

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해양관측을 통합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

였고, 나아가 전 지구적 규모의 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GOOS(Global Ocean Observing System)는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관측네트워

크이다. GOOS 내에는 다수의 지역별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near-GOOS(north-eastern Asian region)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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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각국 및 각 기관의 관측자료와 메타 정보를 공유하여 전 지구를 하나의 시

스템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표준관측 매

뉴얼 작성, 자료 포맷 및 메타 정보 표준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가장 활발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측 네트워크로는 OceanSITES를 

들 수 있으며 OceanSITES는 해양 표층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에서부터 

5,000미터 이상 깊이의 심해에 이르기까지, 전 수심에 걸친 수십 가지 요소

를 관측하는 장기간, 대수심의 전지구적인 레퍼런스 관측시스템임

(http://www.oceansites.org/)

 ○ 1999년부터 OceanSITES에 연계된 국제 연구진들은 관측자료와 예산을 서

로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30개의 표층 및 30개의 시스템이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OceanSITES는 GOOS의 전 지구 해양관측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위
성자료와 ARGO 플로트와 같은 현장 관측자료 등을 수심별 시계열 관측을 

통해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PacIOOS(Pacific Islands Ocean Observing System, 
http://www.pacioos.hawaii.edu/)은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해양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태평양의 주요 섬들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 파랑, 기상과 관

련된 종합적인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하와이와 마라아나의 섬들 및 사모아 섬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모델링과 고

도화된 자료동화(4-DVAR)를 통한 고해상도 지역 해양예측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자료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예측성능이 우수

하며 네스팅 기법을 적용하여 섬 연안의 수백 미터 규모의 초고해상도 해

양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함 

○ 해양관측과 그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관련 정책, 
법률, 관측사업 등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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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중국

기본계획
-U.S. Ocean Action
Plan 2004

-해양개발기본계획 2008 -해양개발계획(2007)

추진조직 -NOAA
-종합해양정책본부(2007)
-해양정보부

-해양표준화센터
-해양정보센터

주요사업 -해양관측망 -아폴로·포세이돈 구상 2025 -‘908 프로젝트’

기술개발
-OOI 구축
-DART

-통합조류예보 -해양위성활용

표 5. 주요 선진국의 해양관측 동향 비교 요약(2008년 기준)

 ○ 해양관측용 무인 시스템 기술 개발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간에 걸

쳐 넓은 해역을 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율 이동식 해양관측이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장거리 이동 및 여러 종류의 탐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 AUV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 개

발된 장거리 AUV,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와 무인파력선(Wave 
Glider; Liquid Robotics 사)을 중심으로 계류부이, ARGO 및 뜰게를 이용한 

해양관측 분야를 대체할 신기술로써 그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음

 ○ 이러한 새로운 무인화 관측 플랫폼들은 자율제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해양과학 분야 뿐 아니라, 해양방위 목적으로도 

크게 주목받는 등, 그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2000년 초반 미국에서 Slocum, Spay, Seaglider 등 3종의 수중글라이더의 최

초 상업판매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해양탐사 및 군사적인 

용도로 활발히 활용 및 개발되고 있음 

 ○ 항공무인체계는 대기 중에서만, 해상무인체계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만 운

용된다는 단점을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 방수기법 및 수중용 모터, 부력제

어엔진 등을 적용하여 하늘에서 비행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 물위에 착륙을 

하거나 물속으로 잠항할 수도 있는 전천후 공중·수상·수중 통합 드론

(Multi-medium Unmanned Aerial and Underwater Vehicle, MUAUV)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발되고 있음. 미국의 럿거스, 존스홉킨스, 오클랜드 등 대

학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항공드론에 방수기술을 적용한 전천후 통합 드론

이 개발되고 있으며 미해군연구소에서는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잠수하여 고

기를 잡아먹는 물새의 원리를 적용한 새 모양의 통합 드론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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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중 사물인터넷 개념

 1. 2. 해외 산업 동향

 ① 미국1)

 - 미국은 해양심층수가 가지는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온도차 

발전 및 농업생산 부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유용물질 추출과 음용수 및 의

약 부문까지 확장하여 산업화하고 있음

그림 13. 미국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 사례

 - 해양심층수 연구는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NELHA, the Nation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Authority)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와이

주 해양심층수 산업이 심장부인 NELHA는 해양심층수산업단지이고, 1일 해

양심층수 취수 능력은 24만 5000㎥, 표층해수는 30만 3000㎥임

 - NELHA에서는 냉방, 대체에너지, 담수생산에서의 활용 등 다방면으로 용도

1)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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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 중이며, 수산 및 농업 분야에서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함. 예를 들어, 
닭새우의 축양 및 유통 등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심해의 찬물

에 사는 바다가재 성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양식에 성공하여 하와이 전체

의 바다가재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고, 남세균(또는 남조류)인 스피루

리나 역시 빠른 생장속도로 인해 단시간 내 대량 배양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공급하고 있음

 - 하와이의 해양심층수는 해저 915m 지점에 있는 NELHA 파이프라인을 통해 

취수되고 있고, 해양심층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부

하고 이에 대해 특별 로고를 이용하는 대가로 연간 수십만 달러를 주정부 

수입으로 걷어 들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의 하와이산 해양심층수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 해양심층수를 수출하여 하와이산 해양심층

수는 하와이주의 수출 1위 상품이 되었음

 - NELHA 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수는 30여개 업체이며 연간 220명을 고

용하고, 4000만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음료 : Deep Sea Water International
  · 미세조류 이용 식품 : Cyanotech
  ·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상업화 : 셀라나(Cellana)
  · 해양심층수 활용 전복양식 : 빅아일랜드에벌론(Big Island Abalone)
 - 미국 심층수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당량의 제품은 하와이와 일본에서 소비되

며, 미국의 해양심층수 기업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이거나 지분 상당량을 일

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MaHaLo를 생산 공급하는 Koyo USA 
Corp.과 Kona Deep을 생산하는 Deep Sea Water Int′l이 대표적인 기업임

그림 14. NELHA 입주업체 및 연구소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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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LHA에 입주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Cyanotech는 미세조류를 배양

하여 건강식품과 색소 등의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미세조류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 회사임

 - Cyanotech는 연간 350톤의 스피루리나(Spirulina platensis pacifica®)를 생산할 

뿐 아니라 Dunaliella, Haematococcus 등의 미세조류로부터 유용물질을 생산

하고 있고, 40개국 이상에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공장과 

marketer 확보하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됨

그림 15. 해양심층수를 냉방용으로 이용하는 대규모 미세조류 배양시설

 - 미국의 건강보조식품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건강 관련 제품들도 끊임없이 
출시되면서 미국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시장이 주요 성장하고 있음

 - 지속되고 있는 웰빙 트렌드에 경제안정화와 개인소득 증가가 더해지며 제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분의 2 이상이 비타민 및 식이보조제품을 주기적으
로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30%는 ‘면역력 강화’ 효능이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적 건강과 웰빙’을 위해 질병, 
피로 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한다고 밝혀짐

 - 미국의 경우, 해양심층수의 원수만을 이용하고 탈염과정을 거쳐 버려지는 

고염농축수를 생물소재생산 및 에너지생산을 위해 재이용하는 기술은 국내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② 일본2)

2)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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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우, 해양심층수의 주된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식품, 미용 및 의약품, 수산가공, 음용수, 주류, 관광 분야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림 16. 일본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 사례

 - 일본의 30대 이상 성인의 약 40%(조사대상자 중)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

으며, 고연령층 일수록 섭취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고염농축수의 특허분석 사례에서 보였듯이 미국과 일본은 심층수 원

수(33 psu)를 이용한 물산업 제품, 건강보조식품 및 생물생산 등만을 수행하

고 있어 고염농축수(70 psu)의 자원화에 우리나라의 고염농축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기술을 개발한다면 충분한 원천기술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4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1. 국내 기술 동향

▪ 해양심층수 관련 기술개발 현황3)

 - “해양심층수 제1차 기본계획(`08~`13)” 및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

(`14~`18)”을 통해 자원 활용의 공공성 확보, 해양심층수 산업 정착에 필요

한 인프라 구축 및 해양심층수 산업 R&D 추진을 통한 이용기술 개발

 - 농업 및 수산·양식 분야, 수질조정기술 및 물질추출 분야 등 해양심층수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방울토마토, 버섯류, 배추 등 재배기술(해양심층수의 청정성, 미네랄성 활용)

3) 해양심층수 제2차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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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패류의 치어 및 종묘생산 기술(해양심층수의 저온성·청정성 활용)  

 · 해수담수화·농축 기술을 이용하여 용존성분들 중 유용성분들은 농축하고 위

해·무용성분들은 제거, 분리하여 다양한 미네랄 함량을 가진 미네랄 조정수

와 염을 제조하는 기술  

 - 해양심층수를 청정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 기술도 `11
년부터 개발 중

 · 해수온도차 냉난방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심층수센터(강원도 고성)에 적용

(60RT, 약 600평) 중이며, 2,000RT급(약 600세대 규모) 보급모델 개발 중

▪ 염지하수 관련 산업 현황

 - 염지하수는 해저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로 해수가 오랜 세월 동안 수 십층의 

암반을 투과하며 걸러진 암반해수와 육지 암반층에서 표층수(빗물이나 강

물)가 여과되어 지하암반층에서 혼합되어진 물로,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용존고형물 함량이 2천㎎/ℓ 이상인 암반지하수로 해양심층수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고농도의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 해양심층수

가 가지고 있지 않은 땅속의 광물에서 나온 미량 성분도 다량 함유

그림 17. 해양심층수 및 염지하수 개념도

 - 염지하수는 청정성, 숙성성, 안전성, 고미네랄성, 부영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피부개선 효과 등 기능성이 뛰어나 염지하수를 활용한 기능성 

미네랄 혼합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성 식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투

자비에 있어서 해양심층수 보다 개발비가 적은 장점(해양심층수 50~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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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데 반하여 염지하수 2-3억 원)이 있음

그림 18. 염지하수 활용제품

▪ 제주 염지하수(용암해수)의 특성

○ 염지하수의 일종인 용암해수는 암모니아성질소, 페놀류,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청정수자원이며, 기 수행된 모델 동물실험 등에서 급성 

독성이 발견되지 않은 안전성이 확보되었음

○ 용암해수는 화산암반에 의해 여과되어 오염원 및 병원균이 차단됨

- 용암해수는 연중 일반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으며(일반해수는 일반미생물이 

연중 검출), 총 대장균균 역시 검출되지 않음(일반해수의 경우 총 대장균군

이 연중 검출)

그림 19. 용암해수의 청정성

- 주요 미네랄 성분 측면에서 용암해수는 경쟁자원인 해양심층수, 일반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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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주요 미네랄 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은 유사하지만, 용암해

수의 경우 화산 암반에서 유래한 유용 미네랄(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 
성분을 경쟁자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

그림 20. 일반해수, 해양심층수, 용암해수의 미네랄 성분 비교

○ 용암해수는 제주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자원으로 지하 70m 이
하에 부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용한 만큼 다시 

유입되는 순환형 자원으로 고갈의 위험이 전혀 없음

○ 용암해수의 수질은 일일/계절변동 및 물리적 변화가 적고,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어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수자원임

- 용암해수는 16~18℃로 연중 일정함. 반면 일반해수의 지표수는 15~27℃로 계

절변동이 가장 심하고, 저층수는 15~20℃로 계절변동이 있음 

- 용암해수의 염분은 33 psu로 연중 일정한 반면 일반해수 지표수의 염분은 

30~35 psu로 계절변동이 심하며, 저층수의 염분은 33~35 psu로 계절변동이 있

음 

- 용암해수의 pH는 7.6으로 연중 일정한 반면 일반해수의 pH는 7.9~8.1로 여름

에 높고 겨울에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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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용암해수와 일반해수의 수온, 염분, pH 변화 비교

○ 용암해수는 기초 미네랄이 풍부하고 마그네슘, 칼슘, 바나듐 등 유용성분을 함

유하며, 지질대사 활성, 지방간 억제, 항산화 활성 등의 효능을 가지며, 숙취해

소, 고지혈증 완화, 항산화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됨 

그림 22. 용암해수의 적용효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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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용암해수와 해양심층수, 일반해수 특성 비교(강도형 외. 2016)

○ 일반해수, 해양심층수, 용암해수는 모두 海水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미

네랄 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은 유사하지만 용암해수는 화산 암반에서 

유래한 유용미네랄(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 성분이 다른 해수보다 많음

- 특히, 용암해수는 유용 미네랄 함유, 낮은 투자자본, 제주도 청정브랜드 이미

지 결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음

○ 따라서, 일반해수 및 해양심층수에 비해 안정성, 청정성, 원수취수, 여과비용, 
전처리설비 및 장비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원료배양 및 소재공급을 위한 최

적의 해수 특징 및 장점을 가지고 있음 

1. 2. 국내 산업 동향

 -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분야별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 수산 분야와 2차 산

업인 물, 식품, 약품, 미용, 에너지 분야 및 3차 산업인 유통, 의료·건강·휴
양, 관광·교육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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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산업군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이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되어 해외수출도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층수 전체 시장 중 ‘먹는 해양심

층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임. 해양심층수의 이용하는 사업자간 시

장경쟁을 통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심층수 이용 식품산업은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식품공전’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식품이용 

범위 확대 시 해양심층수 브랜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로 먹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동반성장이 전망됨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사용의 확대로 시장 규

모, 성장서, 심층수매력도, 부가가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에 따라 향후 관련 기준의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1. 3.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분류 산업분야 적용 분야

1차 산업

농업
친환경 농작물 재배, 토양개선, 수경재배, 특용작물 재배 등 농업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유기농화

수산
수산물 양식, 축양, 해조류 배양, 해중림 조성, 어장 비옥화, 식물 
플랑크톤의 배양, 수산생물의 종묘배양 등 자원 조성사업

2 차 산업

물 물부족 해소, 생수, 기능성 음료수, 건강 음료 생산

식품 
밥, 소금, 두부, 김치, 주류, 장유류, 각종 수산 가공식품, 제과, 제
빵, 연류, 음료, 발효식품

약품 당뇨, 변비, 투석제, 링거액, 증류수, 생리 활성수 등

미용 화장품, 보습제, 샴푸, 입욕제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3 차 산업

유통
무역, 축양 등 각종 수산물 유통산업을 위한 상품성·위생 인프라 
제공

의료·건강·
휴양

류마티스, 피부염, 면역, 신진대사, 신경, 순환계 장애 등에 효과 
있는 타라소테라피(수피료, 해양요법), 해수욕탕, 스파, 친환경 청정 
타운

관광·교육 전시 체험형 해양교육, 해양생물류의 자연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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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가. 2017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중 면역기능 제품이 1조1,71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에서 혈행개선, 항산화 순서로 나타남

표 8.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별 매출추이 2015~201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고시형 건기식 매출액 중 혈행개선, 기억력개선, 면역기능, 항산화, 피로개선

의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다. 개별인정형 건기식 매출액 중 면역기능, 체지방감소, 운동수행능력, 간건강, 

피로개선의 상위 5개 기능성 품목이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음 

  1. 3. 2.  해수배터리

- 해수배터리 셀은 세계최초로 UNIST에서 개발되어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되

었으며 현재 셀 자체의 고집적화, 대규모 자동생산을 위한 파일럿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기술임

기능성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계 5,014.9 100.0 64,685.2 100.0 68,821.4 100.0

면역기능 8,717.2 17.4 10,983.5 17.0 11,710.6 17.0

혈행개선 7,716.4 15.4 10,884.0 16.8 11,246.0 16.3

항산화 8,955.6 17.9 10,642.7 16.5 11,103.6 16.1

기억력개선 7,751.0 15.5 10,533.1 16.3 11,097.1 16.1

피로개선 7,586.6 15.1 10,487.1 16.2 10,807.8 15.7

장건강 2,493.9 5.0 2,788.0 4.3 3,109.0 4.5

관절/뼈건강 640.8 1.3 2,349.2 3.6 2,676.0 3.9

간건강 990.5 2.0 1,366.7 2.1 1,285.4 1.9

체지방감소 1,132.4 2.3 917.9 1.4 1,138.4 1.7

눈건강 990.5 0.5 356.0 0.6 1,029.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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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는 UNIST와 MOU를 체결하고 대용량 해수전지 시스템 제작 원천 기

술 및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2차전지로써의 해수전지는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세계 최초 기술임

  1. 3. 3. 모니터링 연구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별표 2 조사 자료의 관리범위(제13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물리해양, 화학해양, 생물해양, 지질해양, 기상해양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규정(표 9). 

1. 물리해양: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변화, 해수광학특성 및 수중 음향
2. 화학해양: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

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 화합
물, 유기염소제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3. 생물해양: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소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포유류

4. 지질해양 및 지구물리: 수심 및 해저지형,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령, 지진 및 탄성파 탐
사, 해저면영상, 충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 분석(고생물·지/화학·광물 및 연대
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 정보

5. 기상해양: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과학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항목

표 9.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조사 자료의 관리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 국립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http://www.meis.go.kr/)은 해양환경 연구기관 간의 

서버연계 및 정보통합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측 시스템으로 해양환

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구)해양경찰청, 기상청 등이 

수행하고 있음(그림 2-4-1)

○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계절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으로는 해수 표층과 저층의 은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량, 화학적 산소요구

량, 질소(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용존무기질소, 총질소, 용존무기인, 총인, 
규산규소, 부유물질, 클로로필, 투명도, 해저 퇴적물 일반항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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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정선해양조사를 통해 표준 수층을 기준으로 수

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동식물플랑크톤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

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석, 조위 관측, 수괴의 비중 관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GIS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http://sms.khoa.go.kr/koofs/)을 구축하여 해양관측과 예측정보가 융·복합된 해

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이 제공하는 제주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조사
현황 

○ 국립수산과학원이 19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선해양관측을 통해 많은 자

료를 축적하였고 제주 주변 해역을 포함한 모든 정점에서는 계절적 변동을 

알기 위해 1년에 6회의 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해양자료센터

(http://kodc.nfrdi.re.kr/)에서 다음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정지해양조사를 실시하여 일별 전국 연안 

수온 및 기상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실시간 어장환경 조사를 통해 어

업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어장환경정보의 실시간 적시제공 및 수산업 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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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그림 23, 24)

그림 24. 국립수산과학원 정기관측정점 위치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전지구을 대상해역으로 1도의 수평해상도를 

가지는 해양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대규모 해양순환

과 관련된 해양현상에 대한 진단과 장기 예측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동화는 앙상블 OI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OM3는 수직적으로 z-coordinate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해와 같이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해역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황해처럼 수심이 얕고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해역에서는 모델수행능력에 있어 한계를 

가짐

○ 군산대학교에서는 황해-동중국해 해양순환모델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으

며, 앙상블 칼만 필터(Ensemble 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자료동화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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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동중국해 모델은 수평해상도가 ~8km정도이며 조석을 포함하여 조석으

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 주변 해역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음

○ 하지만 연안의 상세한 수온변화를 표현하기엔 해상도가 부족하며, 실시간 예

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단점

이 있으며, 황해순환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양자강 저염분수의 이

동 및 분포 결과에 대한 진단 및 검증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바다예보를 목적으로 황해,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북서

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수평해상도 ~10km 정도의 해양순환모델을 구축하고 

실시간 운용 중에 있음

○ 실시간 예측시스템에 사용된 모델은 ROMS(Regional Ocean Mdoeling System)
로 수직적으로 20개의 s-level로 조석효과를 포함하며, 자료동화는 3차원 최

적내삽법을 이용하여 관측기반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인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OSTIA) 자료를 동화하여 예측결과

는 72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웹상에서 가시화된 자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료의 획득 및 가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료에 대한 진단 및 

검증에 대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가 없는 단점이 있고, 실제로 저염분수의 분포는 기존의 관측자료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저염분수 예측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25).

그림 25. 양자강 저염분수 예측모델의 자동화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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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고염분수 배양액 기반 미세조류 배양 및 분석 연구

 1. 고염분수 배양액 기반 Tetraselmis sp. 대량 배양 연구

- Tetraselmis sp.의 실증배양 연구는 미세조류 실증 배양장(영흥화력발전소 內)
에서 f*1.5 배지를 영양원으로 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 300 L급 배양조에서 중간배양을 실시한 후 open raceway pond(ORP)에 

Tetraselmis sp.를 접종 하여 바이오매스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함

- f*1.5 배지를 영양원으로 이용 하였고, 염분 농도는 70 psu를 유지함

- 생체량 측정은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
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건조무게

를 측정하여 생체량으로 표기함

- 배양수를 유동 혼합시키는 수차의 rotation speed는 15 rpm을 유지 하였으며, 
배양수의 수온, pH, 염분, 조도의 변화를 측정함. 배양된 Tetraselmis sp.는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8 hr 동안 작동하여 수확 

하였으며, 수확된 샘플은 -5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분석 건조시료를 확보함

그림 26. 미세조류 실증 배양장

- Tetraselmis sp. 접종 후 21일이 경과되면서 ORP 3에서 가장 높은 세포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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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으며, 평균 바이오매스가 접종 후 14일경 1.32±0.03 g/L까지 증가하

였으며, 일일 바이오매스 생산력은 평균 44.0±0.1 g/m2/d, 최대 바이오매스 생

산력은 53.10±0.04 g/m2/d로 측정되어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

그림 27. Tetraselmis sp. 생체량 변화

- 해수종인 Tetraselmis sp.의 특성상 고염분 환경에서도 생체량이 증대되는 것

을 확인함. 또한, 고염환경으로 인해 동물플랑크톤,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량 배양에 적합한 배양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염분 농도에 따른 Dunaliella sp. 생체량 변화 분석

- Dunaliella sp.는 기본적으로 해수(35 psu)를 기반으로 하는 f/2배지에서 일반적

으로 배양되며, 다른 녹조미세조류와는 달리 고염분(>35 psu)에서도 잘 배양

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연해수의 염분인 35 psu 이상의 실

험군을 5 psu 단위로 상향 실험군을 설정하여, 14일간의 배양 결과를 아래의 

그림 10에 나타내었음

-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er, Accuri C6, BD, USA)는 주로 혈구 측정을 목적

으로 사용되는 세포 수 분석기로써, 특정 파장을 이용하여 일정 범위의 세포

수가 측정되는 고정밀 분석기기로, 미세조류가 가지는 클로로필-a의 파장대를 

정밀하게 흡수 및 방출 반응을 이용함으로써, 미세조류 세포 수 측정에 유리

한 기기로 사용될 수 있음

-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염분이 5 psu 단위로 설정한 실험군에서 

배양 중인 두나리엘라를 배양 시작 0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격으로 50 μL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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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유세포분석기에 10 μL씩 주입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음. 매회 측정 

시, 2분간 de-contamination solution을 이용하여, 노즐 및 기기 내 펌프의 오염

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세포 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세척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음

그림 28.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Dunaliella sp.의 염분별 세포 수 생장 양상 분석 결과

(cells/mL)

- 실험 결과, 모든 실험군의 Dunaliella sp.는 배양 초기인 0일부터 8일까지 지속

적인 생장 양상을 나타냈으며, 배양 시작 10일 경에는 최대 생장하였음. 가장 

낮은 염분의 대조군(35 psu)의 경우, 40 psu 실험군(8.8 × 106 cells/mL)과 비슷

한 세포수인 9.1 × 106 cells/mL가 측정되었음.

- 특히, 가장 높은 염분인 60 psu와 55 psu 실험군 보다 50 psu 실험군 및 45 
psu 실험군에서 각각 1.5 × 107 cells/mL, 1.4 × 107 cells/mL의 가장 높은 세포 

수가 유의하게 측정되었음(p<0.05).

- 대수증식기인 배양 시작 8−10일경 이후나 정지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실험군

의 세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배양 시작 14일 경에도 대조군

인 35 psu 실험군이 6.7 × 106 cells/mL을 유지하는 반면에, 50 psu 실험군이 

가장 높은 세포 수인 8.7 × 106 cells/mL를 유지하고 있음.

- 유세포분석기는 미세조류의 1차원적인 세포 수뿐만 아니라, 세포의 크기

(FSC-A, 외경 크기, x축)에 따른 세포 수(count, y축)를 plot 형태로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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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각 대조군(35 psu) 및 실험군(50 psu)의 측정 결과를 아래의 그림 

11과 12에 나타내었음

그림 29.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Dunaliella sp.의 염분별 세포 수 분포 FC-plot 분석
결과(35 psu, cells/mL)

- 세포 수 분포의  FC-plot 분석 결과, 그림 29과 같은 결과로써, 대조군(35 psu) 
대비 50 psu 실험군의 세포 수가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대수증

식기인 배양 시작 8일 경(그림 30-E)의 plot의 경우, 작은 크기의 세포들이 배

양 시작 6일 경(그림 30-D) 보다 많이 증식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0.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Dunaliella sp.의 염분별 세포 수 생장 plot 분석
결과(50 psu, cell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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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고염분 실험군의 형태학적 분석하기 위하여, 대조군과의 광학현

미경 측정 비교 결과, 고염분임에도 불구하고 Dunaliella sp. 특성인 고염분 내 

배양 안정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그림 31)

그림 31.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Dunaliella sp.의 형태학적 분석 결과(200X). A; 35 
psu, B; 40 psu, C; 45 psu, D; 50 psu, E; 55 psu, F; 60 psu.

3. 미세조류 활용 가능 모듈러 배양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성도(배양기, 배관, 조명, 구조체 등으로 구성함)

그림 32. 미세조류 모듈러 배양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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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방식의 투명아크릴로 수조의 원형(Proto type) 제조

- 원형수조 용량: 직경 800mm x 깊이 400mm (0.3m3)

그림 33. 미세조류 모듈러 배양시스템 측면, 정면도

- 아크릴 배양조 4개가 1set로 구성

- 각 배양조 상부에 LED 라이트 박스를 배치, 24시간 배양환경 조성

- 각 수조별 밸브를 PVC 파이프에 설치하여, 수확시기 개별 제어

그림 34. 미세조류 모듈러 배양시스템 부분 확대도

- 각 배양조는(1set) 모듈화 하여 Scale-up이 가능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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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미세조류 모듈러 배양시스템 도면

4. 고염분수 적응 미세조류의(Tetraselmis sp.) 이화학적 특성 분석

가. 일반성분, 무기물, 구성당, 아미노산, 지방산 및 중금속 분석

- 일반성분 분석은 식품공전을 참조하여 실험하였으며, 수분은 105℃ 상압가열

건조법, 조회분은 550℃ 직접회화법, 조지방은 Soxhet 추출법을 이용하였고 조

단백질은 단백질자동분석기(Autokjeldahl Unit K-370, Buchi, Flawil,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함량(%)을 나타내었음

- 무기물 분석, 중금속 분석, 구성당 분석, 아미노산 분석, 지방산 분석을 진행

하였음

표 9. 일반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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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성분 분석 결과 Tetraselmis sp.의 단백질 함량이 39.13%로 가장 높게 나

왔으며, 지질 10.20%, 수분 3.05%, 회분 37.35%, 탄수화물 10.27% 함량을 확

인할 수 있었음

표 10. 무기물 분석

- 무기물 분석 결과 Tetraselmis sp.의 칼륨이 100 g 당 798.7 mg로 가장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으며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칼슘 순으로 582.5, 487.9, 
465.5, 460.9, 334.5 mg의 함량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표 11. 중금속 분석

- Tetraselmis sp.의 중금속 분석결과 납 1.64, 카드뮴 0.07, 비소 39.83, 수은 1.61 
mg/kg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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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etraselmis sp.의 구성당 분석

- Tetraselmis sp.의 구성당 분석을 한 결과, 검출된 당은 Glucose, Galactose, 
Xylose, Rhamnose, Fucose 이었음. 대표적으로 Glucose 약 29%, Galactose 약 

12%, Xylose 약 11%의 함유량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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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Tetraselmis sp.의 아미노산 분석

- Tetraselmis sp.의 아미노산 분석결과 Proline이 약 34,800 mg/kg의 함량으로 가

장 많이 검출 되었으며, Glutamic acid 약 13,300 mg/kg와 Alanine 11,100  
mg/kg의 함량으로 차례대로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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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Tetraselmis sp.의 지방산 분석

- Tetraselmis sp.의 지방산 분석 결과 Palmitic acid가 약 5.4 mg/g으로 가장 많이 

검출 되었으며, 그 외에 Alpha-linolenic acid 약 3.6 mg/g, Palmitoleic acid 약 

3.0 mg/g 순으로 검출 됨. 2 mg/g이하로, DHA, EPA, Linolelaidic acid, Myristic 
acid가 검출되었음

 나. 고염분수 적응 미세조류의(Tetraselmis sp.) 활성 측정

- 건조된 고염분 적응 미세조류를 열수, 70%주정을 사용하여 추출을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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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추출 후 filter하여 추출액을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음

- 항산화 활성 측정

   · DPPH에 측정은 농도를 달리한 시료 20 μl와 에탄올에 녹인  DPPH 용액 180 

μl와 혼합하여 최종 200 μl가 되도록 처리 후 실온에서 30분 반응 시킨 후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Hydrogen peroxide (H2O2)에 대한 소거 활성은 0.1 M phosphate buffer (pH 

5.0) 100  μl와 시료를 96 micro well plate에서 혼합시킴. 다시 20 μl의 

hydrogen peroxide (H2O2)를 첨가시키고 37℃에서 5 분간 반응시킴. 반응이 끝

난 후 1.25 mM ABTS 와 peroxidase (1 Unit/ml)를 각각 30 μl씩 첨가하여 최

종적으로 37℃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항염증 활성 측정

   · NO소거 활성은 마우스의 대식세포 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배양판에 

1×105 cells/ml의 세포가 되도록 분주하여 LPS (lipopolysaccharide) 자극하에 

24시간 배양하고 그 배양 상층액 내의 NO의 생성은 Griess 반응으로 세포 

상등액에 축적되는 nitrite 양으로 측정하였음. 시료에 대한 대조군으로 1 μ

g/ml의 LPS를 처리하여 활성화를 유도한 세포를 사용하였음. 배양 후 100 μl

의 상층액을 취하여 동량의 Griess시약[1% sulfanilamide (30% acetic acid)와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60% acetic acid) 혼합액]을 

가하여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세포독성 실험은 MTT assay 법으로 시료가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였음. 96-well micro well plate에 RAW 264.7 세포를 1×105 cells/well의 농

도로 분주하였음. 분주 24시간 후 각 시료가 함유되어 있는 배지를 100 μl씩 

넣어 48시간 동안 배양하였음. Plate에 MTT 2 mg/ml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용액을 20 μl씩 첨가

하여 4시간 동안 배양시키고 formazan을 형성시킨 후 조심스럽게 상등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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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음. DMSO 150 μl을 첨가하여 formazan을 녹인 후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음

그림 38. 라디칼 소거 활성

- Tetraselmis sp.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DPPH radical 소거 활성에서는 열수추출물이나 70%주정 추출물에서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반면 Hydrogen peroxide 소거 활성 측

정결과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38) 

그림 39. Tetraselmis sp. 추출물 농도에 따른 RAW264.7 cell의 세포 독성

- Tetraselmis sp. 추출물의 RAW264.7 cell에서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200 μ

g/ml의 농도까지 열수 추출물과 70% 주정추출물 모두 독성을 보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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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9) 

그림 40. LPS 처리 후 세포독성 및 NO 생성량

-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에서 항염증 활성을 확인한 결과 추출물과 LPS를 

처리하였을 때 80%이상의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수 추출물, 70% 
주정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

음. 열수 추출물보다 70%주정 추출물이 NO 소거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었음(그림 40)

5. 고찰

  가. 아미노산 분석 결과, Proline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Proline는 각질 

보습작용, 지방연소, 피부재생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알려져 있어 피부 보습

이나 재생관련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우수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나. 지방산 분석 결과,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는데 

palmitic acid는 당분조절 기능, 콜레스테롤 강하, 혈전분해, 항암 등에 효능이 

있어 관련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우수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다. NO 측정 및 cell viability 측정 결과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였음. 염증관련 기

작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항노화 소재로써 식의약품,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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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성분 분석 및 실험을 통해 항노화와 관련된 기능성 식품, 의약, 음료, 화장

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소재로써의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됨

2절. 해수배터리 기반 미세조류 배양 단가 저감 및 부산물 활용기술

 1. 해수배터리 시스템 활용 미세조류 배양시설 적용 방안 설계

  가. 해수배터리 부가 기능

  ○ 해수배터리 충전 및 담수화

- 해수배터리는 Na+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킴으로써 충전을 수행함

NaCl(aq) → Na + ½ Cl2

- 이 과정에서 해수의 소금(NaCl)이 제거되며, 이는 해수배터리 충전에 의해 

해수의 담수화가 가능함을 의미 하고 있음 

  ○ 해수배터리 방전 및 CO2 포집

- 해수배터리 방전 시 부산물 NaOH가 생산된다. 생산된 2개의 NaOH는 CO2와 

결합하여 소듐카보네이트(Na2CO3)로 변환됨 

•2Na++ 2e-+ ½ O2+H2O → 2NaOH(aq)

2 NaOH + CO2 → Na2CO3(aq)+ H2O

- 이는 해수배터리 방전 시 CO2 캡쳐, 즉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능

이 수행되며, 기존 CCS와 달리 포집 된 CO2는 Na2CO3로 변환되어 유리, 비
누, 의약품, 베이킹소다 제작 업체 및 고체이산화탄소 등의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함 

  ○ 해수배터리 활용 개념

- (기본 기능) 해수배터리로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하여 전력 수요 

시설에 안정적 전기 공급 도모

- (부가 기능) 발전소, 공장 등 CO2 대량 발생 시설로부터 CO2 처리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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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창출

- (부가 기능) 생성된 Na2CO3를 배터리, 비누, 의약품 업체 등에 활용하여 수익

창출

- (부가 기능) 담수화 기능을 이용하여 담수화 비용 절감 및 고염수 처리 비용 

절감

그림 41. 해수배터리 활용 개념

  나. 미세조류 배양시설 적용 방안

  ○ 미세조류 배양시설 조건

- 배양시설을 위한 온도 유지, 해수순환 등을 위해 안정적 전력 수급 필요

- 효율적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고체이산화탄소 투입 필요

- 환경 문제 고려 고염분수 처리 방안 모색 필요

  ○ 해수배터리 적용 방안 설계

- 배양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요구전력을 산정하고, 안전률을 고려하여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적층하여 ESS를 구축함. ESS가 도입된 이후에는, 솔라패널, 
윈드터빈 등 다양한 친환경 전력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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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고 있음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NaCl 제거 효과 극대화를 위해 농축고염수를 해수배터

리 시스템으로 공급하고, 충전 이후 염도가 낮아진 해수를 배양시설에 공급

하는 방식을 갖고 있음

- 해수배터리는 낮은 염분에서도 동작하므로, 농축고염수를 배양시설로 공급하

고 배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염분수를 해수배터리 시스템에 공급하더라도 전

력 저장/공급 성능 저하는 발생 되지 않음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방전 이후 발생되는 소듐카보네이트는 별도의 이송 시

스템을 통해 배양시설에 투입함

그림 42. 미세조류 배양시설 해수배터리 적용 방안

 2. 해수배터리 해수담수화 및 부산물 활용 기능 분석

  가. 해수배터리 시스템 

  ○ 본 과제에서는 “해수전지 시스템 및 해양 IoT 활용 기술 개발(PE99632)”에서 

제작된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상기 과제에서 개

발된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정량 스펙은 다음과 같음 

- 외형크기: 395*300*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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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300Wh (3Wh 해수배터리 셀 100개 적층)

- 내장기능: 셀 과전압/과전류 방지 회로, 전기충격장치 기반 부착생물 제거 기

능, 셀 표면 머드제거 기술, 셀 과충방지/결함체크 및 수밀 연결 기능

그림 43. 해수배터리 시스템 (PE99632 결과물 활용)

  나.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험용 지그 제작

  ○ 해수배터리 방전 시 생성되는 소듐카보네이트의 정량 측정을 위해 해수배터

리 시스템 하단에 이를 포집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를 제작하였음 

  ○ 테스트 지그는 향후 실해역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프로파일로 제작되

었고, 지그의 상부에는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적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

며, 하단에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보관함을 추가하여 생성된 가루 형태의 소

듐카보네이트가 쌓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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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제작된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험용 지그

그림 45.  실험용 지그에 해수배터리 시스템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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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염분수 활용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험

 ○ 해수의 Na+ 이온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해수배터리의 특성상 염분에 따른 민

감도 분석이 필수적이다. 제주연구소에서 70 psu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해수배

터리의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 테스트 환경은 그림 22와 같다. 충전 테스트를 위한 전원 입력은 실험용 

power supply를 사용하였고, 방전 테스트를 위한 전원 출력은 실험용 전자 

load 인가기를 사용하였음. 이를 통해 해수배터리 시스템이 입력전압 

5.1~5.3V, 전류 1A 하에서 정상 충전이 수행되고, 정상적인 배터리 용량 사용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담수화 기능 확인을 위해, 충전 시 매 시간 단위로 고염

분수의 NaCl농도를 측정함. 측정은 자동 온도보정 기능이 있는 Elmetron社의 

CP401를 사용하여 진행함

 ○ 정량적인 충방전 테스트는 완료되었으나, 담수화 기능 및 소듐카보네이트의 

정량 측정은 불가능하였음.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해수 순환 장치 가동으로 인한 소듐카보네이트 밀집 불가

- 해수대비 소형용량 해수배터리 적용으로 인한 염분 감소효과 미비

- 해수 증발로 인한 정량 측정 불가

 ○ 향후 이들의 효과를 정량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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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해수배터리 시스템 테스트 지그 제작
그림 47.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고염분수 활용 실험

  라. 조건 통제 후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험

  ○ 해수배터리 시스템 부가기능의 정량 측정을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을 

진행함 

- 총 5개의 해수배터리 셀 적층 (총 15Wh)

- 충전 시 power supply 사용하여 5.3V로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5개의 해수배

터리 각 셀이 10mA씩 전류를 끌어가며 셀을 충전하도록 하였음

- 방전 시 LED 램프 사용하여 load를 인가함

- 총 1L의 담수에 해수염을 적용하여 40psu로 초기 염도 셋팅

- 12시간 방전 후, 12시간 충전하며 염도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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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통제 조건 하 해수배터리 시스템 실험 환경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12시간 방전 이후, 충전을 진행하며 1시간 단위로 염분 

변화를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수급된 해수배터리 셀로 제작된 현재의 해수배터리 시스템은 완충에 

약 10시간 가량이 소요됨 

- 1L의 염수에 5개의 셀을 적용한 경우, 시간 당 염도 변화는 퍼밀단위로 

40.33, 39.56, 38.83, 38.13, 37.59, 37.03, 36.55, 36.15, 35.81, 35.39, 35.36 변화

가 있음

- 100개의 셀이 적층되어 있는 그림 9의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1개 사용하는 

경우, 충전 작업 만으로 40L 염수의 염도를 10시간 만에 4.87 퍼밀 가량 낮

출 수 있음을 의미함

- 향후, 2019년 수급 예정인 해수배터리 셀을 활용하면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즉, 담수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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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시작 (40.33 psu) 1시간 경과 (39.56 psu)

2시간 경과 (38.83 psu) 3시간 경과 (38.13 psu)

4시간 경과 (37.59 psu) 5시간 경과 (37.03 psu)

6시간 경과 (36.55 psu) 7시간 경과 (36.15 psu)

8시간 경과 (35.81 psu) 9시간 경과 (35.59 psu)

10시간 경과 (35.46 psu) 11시간 경과 (35.39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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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시간에 따른 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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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방류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분야

 1. 방류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가. 해상부이 이용 관측

○ 관측항목

- 파도 (높이, 주기, 방향 등)

- 수층별 해류 (속도, 방향 등; ADCP 설치 활용)

- 영양염 (질산염, 인산염, 실리케이트 등)

- 수온, 염분, 전도도, 탁도, pH, pCO2, pO2, 

- 클로로필 등 

- 관측 방법: 실시간, 자동 관측

그림 50. 고염분수 방류 해역 앞 해상에 부이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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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MBARI의 LOBO센서(좌)와 얻어지는 연속데이터 예(우)

  나. 무인체계 이용 관측

○ 웨이브글라이더, 수중글라이더 이용 관측

- 관측 항목: 수온, 염분, 압력, 탁도, 파도(높이, 방향 등), 해류, 바람(풍향, 풍속 

등), 대기온도, 상대습도, 압력, 클로로필, 적조농도 등

- 해수 시료채집: 영양염 및 플랑크톤 분석 (장비 개발 시)

   * 장점: 악천후 운용 가능, 배터리가 필요 없음

   * 단점: 연안에서 운용시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음

   -  관측 방법: 실시간, 자동 관측

그림 52. 수상 및 수중 무인체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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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WaveWave Glider 작동원리 및 관측 센서

○ 항공무인체계 이용 관측

- 관측 항목: 광학영상, 초분광영상, 수온, 클로로필, 부유물질농도 등

    * 단점: 악천후에서 이용 불가

- 관측 방법: 실시간, 자동 및 단시간 광역 해역 관측 가능

  그림 54. 국내 기업의 드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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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미국 대학별 수중무인 드론 예시

○ 무인선박 이용 관측

- 관측 항목: 수온, 염분, 압력, 탁도, 파도(높이, 방향 등), 해류, 바람(풍향, 풍속 

등), 대기온도, 상대습도, 압력, 클로로필, 부유물질 농도 등

   * 장점: 그물에 걸릴 위험이 없음

   * 단점: 배터리 용량이 적어 운영기간이 짧음

- 관측 방법: 실시간, 자동 관측

그림 56. 수상무인체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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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육상 기상탑 이용 연안 기상요소 관측

○ 관측항목

- 대기 온도, 상대습도, 압력

- 태양광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

- 바람 (세기, 방향 등)

- 강수량 등

- 관측 방법: 실시간, 자동 관측

그림 57. 제주연구소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망

라. 방류구 주변 해역 현장 관측 

○ 방류구 주변해역 고염분 방류수 확산 속도 및 확산 범위 모니터링

- 다수의 염분측정기 계류를 통한 고염분 방류수의 확산속도 및 확산범위 산정

- 해류모델을 통한 고염분수 이동 예측 

○ 방류구 주변해역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방류구 주변해역 영양염류 농도 분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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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구로부터 영양염류 확산범위 모니터링

- 방류수를 통한 영양염류 유입량 산정

○ 고염분 방류수에 의한 생물 영향 모니터링

- 토착 어류의 고염분 방류수 영향 모니터링

- 무척추동물(전복, 소라 등) 및 저서생물 영향 모니터링

- 해조류 영향 모니터링

- 미생물 영향 모니터링 

그림 58. 실시간 자료 연계 고염분수 방류 현황 분석 개념도

마.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 상황실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실시간 처리와 관리

○ 자료의 가시화: 웹 및 원내 상황실 모니터를 통한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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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실시간 자료 획득, 처리 및 정보서비스 개념도

 2. 고찰

- 기후변화와 더불어 제주도에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됨에 따라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분야 등 다 분

야의 연구를 통해 제주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함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반도 해역 정기관측망은 1년에 4회 또는 6회 실시되는 관측으로 시간 해상도

가 다소 떨어짐

- 또한 제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과 관련한 조사항목은 

정기적인 관측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주 해안의 침식, 해안선의 변화 

등에 대한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인 관측 연구가 필요함

- 제주 주변 해역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

하여 수질, 연안오염이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산업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

하는 제주 해역 오염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고염분수 방류해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 가용한 플랫폼과 현장관측을 방안을 제시함

- 현재 기존의 관측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염분수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정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고염분수의 영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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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과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은 가능함

- 고염분수 방류 해역에서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① 
고정형 부이 또는 해저 부착형 부이를 통한 관측, ②무인체계를 이용한 실해

역 연속 관측, ③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육상 및 주변 해역 관측, ④자동기상관

측 장비를 통한 연안/육상 지역 기상 상황 관측, ⑤고염분수 방류 해역에서 

고염분수에 대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영향 파악을 위한 현장관측 그리고 

⑥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수집, 통합, 자동분석 그리고 가

시화 활 수 있는 종합적인 상황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림 60. 국내 해양관측망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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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절. 대표적 성과 

○ 선순환(바이오소재-에너지-환경) 전략 및 기관간 협력을 위한 원천기술  

○ 고염분수 적응 미세조류 양산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형 대량배

양 시스템 및 경제적인 소재 생산공정 개발을 위한 사전 선행연구 수행

○ 제주도 용암해수 고염분수를 에너지 소재로 사용하여 전기저장·금속자원화·해
수담수화 및 부산물로 생산되는 Na2CO3가 배양에 재활용되어 미세조류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미세조류-해수배터리 일체형 융합 시스템 

최초 설계

   -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저감형 미세조류 배양 기술 개발

○ 염지하수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염 배출수의 연안 유입에 따른 어장생태계 및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실시간 관측시스템 기술 선행 

테스트

○ KIOST 제주연구소-KIER 제주글로벌센터-제주TP 협력 기반 모델 개발

2절. 주요성과 요약

 1. 소재개발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배양시스템 도출 

  - 용암해수 가공 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를 활용하여 유용 바이오자원 배양

  - 생물소재의 산업화 value chain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소재 표준화를 위한 

배양장치 및 시스템 기술 발굴

  - 향 후 시스템에서 배양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항노화 소재 개발 전략 마련 

 2. 해수배터리 시스템 및 Na2CO3 활용 테스트

  - 소형 해수배터리 (300Wh) 기반 CO2포집 및 Na2CO3 생산 성능 검증 및 자원

화 방안 검증

 3. 배출수 영향 평가 기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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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염분수 배출 확산 범위 산정을 위한 측정 기술 및 평가 방법 도출

  - 고염분수 배출에 의한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물 영향 평가 방법 도출

3절. 세부 수행내용

○ 고염분 적응 및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및 미생물 탐색

- 기존문헌 및 유전체 정보 기반 고염분 적응 미세조류/미생물 탐색

- 고염 생장 우수 미세조류/미생물 선발, 생산용 배양배지 탐색 및 조성

○ 에너지 절감형 하이브리드(Energy-Saved Hybrid) 배양시설 계획

- 대형화 규모 모듈화 프로세스 설정(실험실 → 실외 12 ton → 300 ton)

- 고염/고농도 배양을 위한 scale-up 기술 단계별 예비 프로토콜

- 소형 해수배터리(300Wh) 기반 CO2포집, Na2CO3 생산 및 배양배지 재활용 

검증 방안 도출

○ 미세조류 원재료 생산성 설계

- 일일생산성(30 g/m2/day 이상, KIOST 전략목표-2) 성과 추진 여부 테스트  

○ 항노화 후보소재 탐색(고염 적응 균주의 생리특이성 검증 및 생리활성 검증)

○ 해수배터리 적층 기술 및 고염분수 활용 검증

- 각 셀 별 과충/과방 방지, 결함체크 기능 검증, 적층을 고려한 수밀 구조 커

넥터 검증

○ 해수배터리 시스템의 CO2 포집 기술 개발 및 고염분수 활용 검증

- 고염분수 조건하에서 CO2 포집 성능 검증, 소듐카보네이트 추출 성능 검증 

및 자동 포집 기법 제안

○ 배출 연안역 수온/염분 실시간 관측 및 염지하수의 환경영향평가 기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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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절. 기대효과

  1. 기술적 기대효과

○ 국내 기업의 산업화를 위해 경제적인 바이오매스 대량회수, 고염분 배양수 

활용, 유용물질 추출 및 소재 가공기술에 대한 효율성 및 경제성 기술 확보 

  -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기초 연구자료 확보

  - 해양생물을 기반으로한 소재개발 연구를 통해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확보

  -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미세조류 배양시스템의 경제성 구조개선 및 친환경 기

술 

  - 유사 수자원(일반해수, 해양심층수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용암해수의 유용

성이 지극히 확인된 바, 고염 배출수의 해양바이오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가

능한 배양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미세조류 항노화 소재를 

연중 생산할 수 있음

○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기반마련을 통해 글로벌 대응 신기술 개발에 기여

   - 해양미세조류의 생산단가 중 전기사용량[배양수 혼합(4%), 수확(2-5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 혁신기술이 필요 

○ 용암해수 고염농축수에 의한 해양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고염분수 

처리 방안 도출

○ 환경 해수배터리 기술 적용을 통한 미세조류-해수배터리 융합기술 선도 

○ 용암해수 가공 이후 배출되는 고염분수는 경제성을 보유한 수자원으로서 이

를 활용한다면 해양바이오자원의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원료표준화-소재

가공-인증-제품생산)이 가능한 구조임

  2. 사회적 기대효과 

○ 용암해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라 담수화 시 과잉 생산되는 고염농축수

(65-70 psu)의 활용 및 배출수의 환경저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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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해수 폐방류수 의한 해양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방류구 주변해역을 이용

하는 어민과의 마찰을 막고,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방류수의 수질기준 마련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2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한 해양산업 및 제주도 발전에 

기여 

○ KIOST 제주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제주글로벌센터 및 제주테

크노파크에서는 기관간 선순환 기술 융합사업 추진

○ 제주지역 특성(청정+해양자원)을 반영한 지역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

   - 배출 농축수의 안정적 방류 방안으로 농축수를 활용한 해양생물배양 및 해

수전지 발전을 통한 해양 방류 최소화 및 지속적인 배출지역 모니터링

   - State of Art (BT+IT+ET) 기술 집적을 통한 4차산업혁명 기술 플랫폼으로 

전환

○ 시간해상도 및 공간해상도 높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연안 환경모니터링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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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