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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숙주 생물의 먹이 소화, 성장, 건강, 환경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므로 복원, 질병 개선/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등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 필요.
현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에 참여함.
한국은 다국가 컨소시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논문 발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기획된 연구 과제명은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마린바이오틱스 개발임.
과제의 최종목표는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용 기능 규명을 통한 산업적 가치 증대
기술 개발로 설정함.

주요 연구내용은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미생물 분
리,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효용성 검증,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해양플랑크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대사산물 생산성/
미세생먹이 품질 개선 기술 개발, 해양거대조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로 설정함.

국내 선도적 연구를 통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초/응용 연구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해양 마
이크로바이옴 유래 소재 및 원천기술 활용 산업 발전에 기여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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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생태계 이해 및 활용 기술 개발 기획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신약, 진단 및 예방, 농업, 수산, 식품, 환경,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

업 영역에 파급. 세계 각국 경쟁적 투자 확대 중

○ NGS 기법의 발전으로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군집 구조 분석에서 벗어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동·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대상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세계적으로 ‘the TARA Oceans Project’, ‘the Earth Microbiome Project’ 등 거시적이

고 다국적 수준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현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 독일, 중국, 영국, 프랑

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에 참여

○ 한국은 다국가 컨소시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논문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체 등 타 분야에 비해 시작 단계. NGS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의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의 감소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용이해짐. 해양 분

야 융합연구를 통해 짧은 기간 내 세계적 경쟁력 확보 기회

○ 육상유래 소재의 한계에 따른 해양 유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양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음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을 포함한 지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7가지 미생물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됨

○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숙주 생물의 먹이 소화, 성장, 건강, 환경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복원, 질병 개선/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등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 필요



○ 국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과제는 소규모 저예산에 머무름. 이에 대형과제 개발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시급한 연구지원이 필요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최종목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생태계 이해 및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타당성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o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동향, 환경 분석

▪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전망 분석

▪ 기술특허분석
▪ 연구동향,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 연구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최종 목표 도출

▪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기술개발 로드맵(TRM) 제시
▪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제시

○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

▪ 연구개발 기획 보고서 작성 및 연구개발 제안서 도출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연구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제시 (용역 수행)



IV   연구개발 결과

o 연구개발 과제 제목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o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용 기능 규명을 통한 산업적 가치 증대 기술 개발

o 연구개발의 성과 목표

○ 정량적 성과

-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미생물 군집 3000건 분석, 메타게놈 20건 분석)

- 주요 미생물 1000종, 핵심 미생물(군) 후보 50종 분리

- 미생물 유전체 해독 10건

-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3건 이상

○ 정성적 성과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건

- 코어/참조 마이크로바이옴 제시

- 실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 고속화 배양 시스템 구축

- 모델동물 시스템 구축

- In vitro 해양생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검증

o 연구 내용

○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미생물 분리

○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 해양동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 해양플랑크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대사산물 생산성/ 미세생먹이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거대조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o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규모

§ 75~85억 원/년 x 6 년 = 총 480억 원

o 연구 개발 기대성과

○ 경제․산업적 측면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핵심소재 개발 및 국산화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

§ 생산유발효과 955억 원, 부가가치 창출 372억 원, 일자리창출효과 1265명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을 통한 항생제 대체 등 건강한 해양생물 산업 기반 확보

○ 기술․사회적 측면

§ 국내 선도적 연구를 통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초/응용 연구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자원의 다양한 분야 활용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원천소재 발굴을 통한 활용연구

§ 해양생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

§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플랑크톤 자원 대량 증식 기술 확보

o 연구 개발 결과 활용 방안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타 연구 분야 기술 제공 및 협력

○ 해양생물 연구 이외, 다양한 해양환경 및 기타 환경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본 과

제에서 개발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적용

○ 확보된 미생물 소재를 활용하여 미세조류 증식 기술 개발로 미세조류 대량배양 등 관련

분야에 활용

○ 확보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래된 원천 해양미생물을 활용하여 효소, 폴리머 등의 소

재 생산에 활용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해양수산부와 연구협의를 통하여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2021년도 예산

확보를 통하여 국가 R&D 사업으로 만들고자 추진 중임

○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본 과제로 개발시, 현재까지 진행된 저예산, 소규모의 해양 마이

크로바이옴 과제 수행에서 오는 제한을 넘어 대형 다학제간 융합적이며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새로운 원천 기술 및 활용 기술 개발이 가능하며 해양 분야의 현안 문제

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색인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메타게놈, 마린바이오틱스



SUMMARY & KEYWORDS

I Title of the Project

Planning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exploitation of microbiome big data
in marine biosphere

II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Project   

○ Microbiome research affects to almost all industrial areas, including new drugs,

diagnostics and prevention, agriculture, fisheries, food, environment and energy.

Investment on it is competitively increasing around the world.

○ With the development of NGS technology, instead of simply analyzing the

community structure of microbiomes, microbiomes of various organisms, such

as human, animals and plants, are being researched.

○ Macroscopic and multinational marine microbiome researches are being

carried out worldwide, including ‘the TARA Oceans Project’ and ‘the Earth

Microbiome Project’.

○ Currently, the US is leading the field of marine microbiome research,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Germany, Chin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anada participate in the research.

○ Korea was unable to participate in multinational consortium projects, and

published only 1% of papers on the field of marine microbiome.

○ Marine microbiome research is beginning compared to other fields such as

human microbiome. With reduced cost and time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NGS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it’s easier to

conduct marine microbiome research. It’s good time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vergence of research fields.

○ Interest in marine-derived materials is increasing due to the limitations of

terrestrial-based materials, and the solution is to be found from marine

microbiomes.



○ Regarding global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marine plastic pollution,

seven microbial processes based mainly on microbiomes were proposed as the

key to problem solving.

○ Since microbiomes of marine organisms have important effects on food

digestion, growth, health,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of hosts, research

is needed as a basis for developing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restoration, disease healing/health enhancement, and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 Domestic marine microbiome research projects remain at a low budget. Therefore,

Support for large-scale projects is urgent for systematic researches.

III Scope of the Research

o Final goal

○ Analysis of research feasibility and establishment of detailed plans to

develop a national R&D project related to “the analysis and exploitation of

microbiome big data in marine biosphere”

o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Research trends

▪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prospect analysis

▪ Technology patent analysis
▪ Comprehensive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nds

○ Research goal and contents

▪ Establishment of research goal

▪ R&D feasibility analysis

○ Research plan

▪ Strategy and system for research
▪ Technology Roadmap(TRM)
▪ Budget, research period, personnel

○ Research proposal

▪ Research plan report and research proposal

○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 Proposal of economic feasibility of R&D

IV Results

o Title of research project

○ Development of marinebiotics through analysis of marine biomicrobiomes

o Final goal of research project

○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increase industrially valuable products

through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useful functions of microbiomes of

marine organisms

o Goal of research products

○ Quantitative products

- Analysis of microbiomes from 100 marine organisms (3,000 times of analyses of

microbial communities, 20 times of metagenomic analyses )

- Isolation of 1,000 microorganisms and 50 keystone microorganisms

- Sequencing of 10 genomes of main microorganisms

- Development of marinebiotics over three

○ Qualitative products

- Build-up of a data analytics platform

- Core/reference microbiomes

- Construction of real microbial resource library

- High-throughput cultivation system

- Model animal system construction

-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in vitro marine biological simulation

system

o Research content



○ Microbiome analysis of 100 marine organisms

○ Isolation of microorganisms derived from marine microbiomes

○ Validation of beneficial microorganisms using model system

○ Establishment of marine biological simulation system and validation of

beneficial microorganism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ductivity enhancement us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of microbiomes of marine industry animal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metabolite

productivity/micro-feed quality us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of

microbiomes of marine plankton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ductivity enhancement us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of microbiomes of marine algae

o Research fund

§ 75~85 billion won/year x 6 years = total 480 billion won

o Expected products

○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Securing bio-based technolog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Replacement of import by local production via developing core materials from

marine microbiome

§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955 billion won, creation of added value 372

billion won, job creation effect 1265 people

§ Securing a foundation for a healthy marine organism-based industry by

replacing antibiotics with microbiomes

○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basic/applied marine microbiome

research through leading domestic research

§ Application of marine microbiome-derived resources to various fields

§ Application of source of materials originated from marine microbiome



§ Securing technology and new markets to gain greater value from the use of

microbiomes of marine organisms

§ Securing technology for mass production of marine planktons in higher

value-added industries

o Future plan for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 Providing and collaborating with other research fields to expand marine

microbiome big data

○ Application of the microbiome big data analysis platform developed in this

project to analysis of microbiomes derived from various marine

environments and other environments

○ Utilization of marinebiotics in mass culture of microalgae

○ Utilization of marine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the microbiomes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s such as enzymes and polymers

V Future plan of this project

○ This project will be further utilized for a national R & D project by

securing the budget for 2021 through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ot for KIOST in-house program.

○ Beyond the limitations of implementing low budget, small scale of projects

on marine microbiomes, it’s possible to develop new original or

applicational technologies through convergence and continuous research

among large multidisciplinary systems and to have opportunities to solve

current issues in the maritime fields.

                                      

KEYWORDS: marine, microbiome, big data, metagenome, marinebiotics



-   C O N T E N T S    - 

Chapter 1. Research outline ··························································································1

Section 1. Necessity of research ····························································································1

1. Necessity of research ···········································································································1

Section 2. Research goals and contents ···········································································3

1. Research goals and contents ···························································································3

Chapter 2. Results of research ····················································································7

Section 1. R&D background ······································································································7

1. Background ·······························································································································7

2. Necessity of research ········································································································12

3. Importance of research ····································································································21

Section 2. R&D trend ·················································································································24

1. Publication of research papers ····················································································24

2. Technology patents ············································································································30

3. Policy and projects ·············································································································36

4.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41

Section 3. Purpose and contents of R&D ·····································································67

1. Technology demand survey ·····································································································67

2. Research goals ······················································································································74

3. Research contents ···············································································································77

Section 4. R&D strategy ··········································································································79

1. Strategies and methods ···································································································79

2. Organization of research groups ·················································································85

3. Roadmap ··································································································································86

4. RFP ············································································································································87

Section 5. Expected products and future application ··········································90

1. Expected products ··············································································································90

2. Future application ··············································································································94

Section 6. Feasibility of R&D ······························································································94

1. Political feasibility ··············································································································94



2. Research feasibility ············································································································96

3. Economic feasibility ···········································································································99

4. Job creation and economic impacts ········································································102

Chapter 3. Achievement of research goals and contributions ·····························104

Section 1. Achievement of research goals ·································································104

1. Goals vs. achievements ·································································································104

2. Completeness ······················································································································104

Section 2. External contributions ···················································································106

1.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 fields ······································································106

Chapter 4. Future plans ·····························································································107

1. Application plan ····················································································································107

2. Expected effects ····················································································································108

3. Public ramification ··············································································································108

[References] ·························································································································109

[Appendix] ····························································································································117



- 목 차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제2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7

제1절. 연구개발의 환경 분석 ·············································································································7

1. 연구개발의 배경 ··························································································································7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2

3.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연구개발의 중요성 ····················································21

제2절. 연구개발의 현황 분석 ··········································································································24

1. 논문 현황 ·································································································································24

2. 기술특허 현황 ···························································································································30

3. 정책 및 과제 현황 ···················································································································36

4. 기술별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41

제3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67

1. 기술 수요 조사 ·························································································································67

2. 연구목표 ·····································································································································74

3. 연구내용 ·····································································································································77

제4절. 연구개발의 추진 방법 ··········································································································79

1. 추진 전략 및 방법 ···················································································································79

2. 추진 체계 ···································································································································85

3. 추진 일정 로드맵 ·····················································································································86

4. 연구개발 제안서 ·······················································································································87

제5절.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90

1. 기대 성과 ···································································································································90

2. 성과 활용 방안 ·························································································································92

제6절.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94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94

2.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96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99

4. 일자리 창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2

제3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04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04

1. 연구목표 대비 달성 내용 ·····································································································104

2. 달성된 연구목표의 질적 완성도 ·························································································104

제2절. 대외 기여도 ··························································································································106

1. 관련 분야 기여도 ·················································································································106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07

1. 연구결과의 활용성 ·························································································································107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08

3. 연구결과의 공공적 파급효과 ·······································································································108

[참고문헌] ·································································································································109

[붙임 1]. 최종평가시 지적·권고사항 반영내역 ·······························································117

[붙임 2]. 첨부자료 ················································································································118



- 1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현황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신약, 진단 및 예방, 농업, 수산, 식품, 환경,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파급. 세계 각국 경쟁적 투자 확대 중

○ NGS 기법의 발전으로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군집 구조 분석에서 벗어나 인

간 마이크로바이옴, 동·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대상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

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 전세계적으로 ‘the TARA Oceans Project’, ‘the Earth Microbiome Project’ 등 거시

적이고 다국적 수준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현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에 참여

○ 한국은 다국가 컨소시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논문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필요성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체 등 타 분야에 비해 시작 단계. NGS 분석, 빅데이터 분

석 등의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의 감소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용이해짐.

해양 분야 융합연구를 통해 짧은 기간 내 세계적 경쟁력 확보 기회

○ 육상유래 소재의 한계에 따른 해양 유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양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음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을 포함한 지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

반의 7가지 미생물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됨

○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숙주 생물의 먹이 소화, 성장, 건강, 환경 적응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므로 복원, 질병 개선/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등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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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과제는 소규모 저예산에 머무름. 이에 대형과제 개발로 체

계적 연구가 필요함. 시급한 연구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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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생태계 이해 및 활용 기술 개발”

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타당성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나. 연구내용 및 범위

세부 성과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
(천원)

수행기
관

연구동향, 환경 분석

▪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전망 분석
▪ 기술특허분석
▪ 연구동향,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60,000 KIOST

연구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최종 목표 도출
▪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기술개발 로드맵(TRM) 제시
▪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제시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
▪ 연구개발 기획 보고서 작성 및 연구개발

제안서 도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연구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제시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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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연구동향, 환경 분석

○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전망 분석

-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 예측

- 우리원 또는 전문기관의 전문가 참여

○ 기술특허분석

- 특허동향조사는 전문가 회의 및 특허법률사무소 협조를 통해 키워드 도출

- 직근 10년간 논문/특허 분석

○ 연구동향,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 향후 기술 전망 예측

- 종합 시사점 도출

□ 주요 기획연구 대상

○ 해양 환경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학적 중요성 고찰

- 기후변화 (CO2), 해양 기능, 바이오핫스팟 등

○ 해양 생물과 연관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과 역할 규명을 통한 생명현상의

이해와 다양한 응용 가능성 고찰

- 해양생물, 대사물질(metabolite), 유전자원

○ 해양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고

찰

-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오염, 적조 등

□ 연구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최종 목표 도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생태계 이해 및 활용 기

술 개발” 연구에 대한 타당성 확보

○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국가적 아젠다와의 연계성

▪ 해양과기원 임무 및 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국내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차별성

▪ 기술개발의 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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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전략

○ 해양 및 마이크로바이옴관련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융합전략 도출

- 해양생태, 대양자원, 해양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등 다양한 주요연구분야

전문가 참여

- 가스 또는 해양바이오매스 기질을 이용한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개발

○ 국내 외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외부 특허 분석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심층적인 특허분석 실시

- 문헌DB, 웹정보 등 다양한 분석방법 활용 다각적인 논문 동향 분석 실시

- 최근 웹정보, 자료확보를 통한 정책, 시장, 기술동향 분석 실시

○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연구수요반영 및 타당성검토

- 기획내용의 외부 전문가 자문 및 1회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를 통해 연구수요 파악,

반영 및 타당성 의견수렴

○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

▪ 기술개발의 위협요인

- 경제적 타당성 분석(추가지원 시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B/C ratio 분석

□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략, 기술개발 로드맵(TRM), 추진체계 제시

- 해양 및 마이크로바이옴관련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융합전략 도출

- 국내 외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연구수요반영 및 타당성검토

-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종합분석을 통해 중점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TRM), 추진체계 제시

○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제시

- 중점 연구 과제별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제시

□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

○연구개발 기획 보고서 작성 및 연구개발 제안서 도출

- 연구·기술동향 종합적 분석,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 중점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연구개발 제안요구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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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실시를 통해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연구기간,

소요인력 등 제시

- 미래기술 예측 및 수요 분석 실시

라. 추진체계

<그림 1-1>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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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의 환경 분석

1. 연구개발의 배경

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와 기능

¡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 즉, 숙주, 서식지 또는 생태계에서 미생물의 군집으로

정의됨

¡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원생생물, 박테리아, 고세균, 진균류 및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미생물들과 연관되어 있음.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은 서식하고

있는 군집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림 2-1> Microbiomes, illustration by Spencer Phillips, EMBL-EBI

¡ 마이크로바이옴은 집합적인 개념이지만 그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단일 미생물 종에 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큼

§ 인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세균만 천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간 게놈에 포함된 유전자의 500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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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생물의 종류, 해부학적 장 구조, 먹이의 차이에 따라

영향 받음 (Ley et al., Science, 2008; Muegge et al., Science, 2011). 진

화적 거리가 가까운 종일수록 더 유사한 미생물 군집을 갖는 경향 있음

(phylosymbiosis). 이는 숙주 세대에 걸친 수직 전이와 숙주와 미생물의 공진화

(coevolution)에 의해 발생함

¡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피부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더불어 최근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과 숙주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영양

및 대사의 조절 이외에도 면역 체계 조절, 뇌/행동 발달 조절, 감염성 질환 등 인체

내 다양한 현상 및 질병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

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2-2> Role of the microbiome in human

¡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숙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사 조절, 영양소 흡

수 강화, 면역 시스템의 조절, 병원체 방어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Koskella et al., Nat Ecol Evol, 2017)

¡ 토양 또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수적인 많은

생태계 프로세스, 예를 들어, 탄소 또는 질소 영양분의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인공적 조형물과 이동수단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질병 전파와 인간 건강에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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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침

¡ 토양 농·축산업 분야에서 작물, 토양, 가축과 연관된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량 유지와

안전에 중요함. 예를 들어 식물 근권(rhizosphere)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식물 성

장, 질소 고정 등의 영양분 흡수, 질병 저항성, 토양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함(Kwak

et al., Nature Biotechnology, 2018)

¡ 맥주나 치즈 발효 공정에 관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독특한 향과 질을 결정함. 식품

의 생산,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식품의 부패, 감염원의 확산과 관

련됨

<그림 2-3> Environment microbiome, http://scelse.sg/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숙주 생물의 먹이소화,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지

표 미생물군 (Chapagain et al., BMC Genomics, 2019), 피부특이적 미생물구

성의 차이 (Chiarello et al., FEMS Microbiol Ecol, 2015), 식성에 따른 아가

미 및 장내 미생물 군집의 차이 (Pratte et al., Appl Environ Microbiol,

2018), 영양분 순환에 관여하는 등 숙주의 건강 및 환경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밝혀짐(Lee et al., Front Microbio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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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파리 코어마이크로바이옴 구성원들에 의한 질소순환과정 모식도

(Lee et al., Appl Eviron Microbial. 2018)

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 분야로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

투자자들의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음

§ ‘Human Microbiome Project’, ‘the TARA Oceans Project’, ‘the

TerraGenome soil project’, ‘the Earth Microbiome Project’ 등의 연구로 인

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임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지속적인 투자와 다학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의

여러 중심 분야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잠재력을 보유함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시작(워크숍 자료집, 2018)

¡ 과거에는 주로 숙주-단일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에 한정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연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숙주와 마이크로바이옴 간의 상

호 작용을 다루는 연구로 옮겨가고 있음

§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 내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한 실험의 복잡도와 특정 환경에

서만 생장하는 미생물의 배양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양성 분석 및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등의 간단한 통계적 접근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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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는 미생물들(microbiota라고도 불림)의 다양성, 유전체 총합

인 메타게놈(metagenome),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상호작용하는 생물/〮화학/〮물리적

조건들,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조사함으로써 인간, 동물, 식물과 같은 생물체와 토

양, 해양, 건물과 같은 환경에서의 역할을 규명함

§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의 원리를 규명하

고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방법을 고안할 수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생물의 건강, 생리, 행동 및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이해함으로써 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임. 인간, 동물, 식물의 경우 영

양, 발생, 질병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핵심 대사 기능 중의 일부를 마이크로바이옴

에게 효과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공진화했음이 연구 결과 밝혀짐 (Van den

Abbeele et al., FEMS Microbiol Rev, 2011). 또한 질소 순환과 같이 생명체

가 필요로 하는 필수 생지화학적 과정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는 앞으로 일어날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응용 분야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고 조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형태로 유익한 미생물 도입, 대변 미생물총 이식으로 장내 미생물

군집 변화 야기

§ 농업에의 이용: 토양 환경 개선, 질병 길항제 (disease antagonists) 등

§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기능을 촉진시키는 환경 조건 관리

§ 합성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설계

§ 진단, 예측 모델 및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 인간/동물의 질병 예측, 물이나 토양

의 환경 모니터링에 활용

§ 산업적 이용: 신규 미생물, 화학물질, 효소 등 새로운 물질을 얻기 위한 공급원으

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

§ 산업 공정, 정밀 화학 물질 생산, 환경 정화를 위한 효소

§ 지속 가능한 원료로부터 바이오에너지, 화학물질, 의약품, 섬유, 생분해성 플라스

틱, 영양분, 비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개발 연구

§ 물, 하수, 산업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이미 개발된 혐기 발효 공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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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및 메탄 생산 증대

§ 합성 생물학에 활용 가능한 신규 유전자 또는 효소 발굴

<그림 2-5> Overview of potential metagenomics applications,

www.ip-pragmatics.com, 2017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필요성

¡ 해양 생태계에는 해수 밀리리터당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소 생산, 영

양분 순환, 유기물 분해 등 중요한 역할을 함 (Arrigo, Nature, 2005; Falkowski et

al., Science, 2008).

¡ 해양 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물의 내부 또는 표면에 존재하는데 일부 생물의 경우는

해수로부터 공급되지만 일부 생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음 (Sharp et al., AEM,

2007). 따라서 해양 생물은 다양하고 풍부한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임. 예를 들어, 스펀지

나 산호의 경우 해수에 비해 100-10000배 높은 수치의 미생물을 보유함 (Hentschel

et al., FEMS Microbiol. Ecol., 2006; Rosenberg et al., Nat. Rev. Microbiol.,

2007).

¡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높음. 해양 생물종이 인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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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 향후 멸종될 경우 미생물 다양성도 감소할 수 있음.

¡ 해양 무척추동물의 공생 미생물은 해양 생물의 영양, 질병 저항성, 환경 변화에 대한 반

응 등 중요한 역할을 함. 항염증제,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등 다양한 이차 대사산물을

생산하여 무척추동물의 포식자나 경쟁자에 방어하는 역할을 함 (Paul and Puglisi,

Nat. Prod. Rep., 2004). 해양 무척추동물의 공생 미생물이 생산하는 계면활성제와

EPS 등 고분자 물질은 농업, 식품, 화장품, 의약산업, 오염물질 제거 등에 활용됨.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하여 해양 동물의 건강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장

내 세균군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물의 유연관계를 추적할 수 있음. 최근 돌고래 시료의

경우 주변 해수나 동일 서식지에서 동일한 먹이를 섭취하는 바다사자와는 다른 세균 군

집을 보유하는 것이 확인됨 (Bik et al., Nature Communications, 2016).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저조함 (‘마이크로바이옴’ 논문 분석 결과 참조).

¡ NGS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감소로 해양환경 및 생

물의 통합적인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용이해짐. 급격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증가

세와 성장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고려할 때 국내외 연

구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됨. 선도적인 해양 환경 및 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천 기술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6> Annual ‘Microbiome’ publications analyzed in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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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arine animals and their associated microbiomes,

Aprill, Front. Mar. Sci., 2017

나.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 마이크로바이옴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개선 적용 연구

§ 해양식물플랑크톤은 자원으로서 중요한 생물군이기도 하지만, 적조와 같은 대량 발생을

통해 해양환경의 오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생물군이

기도 함. 적조의 구제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황토 살포를 하고 있으며, 살조세균과

살조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적조 발생과 소멸에 관여하는 친환경 생물활

용 연구(미생물 군집과 적조생물의 관계)는 미비함

§ 과도한 수확, 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호초의 감소, 해수면 온도상승에 의한 산

호-공생미생물 관계 파괴에 의한 백화 및 사멸 현상이 해양 환경 파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및 환경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마이크로바이

옴 조작이 시도되었고, 특정 산호종에 외래 산호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도입시 마이크

로바이옴 구성이 달라짐이 확인되어, 세계적으로 열대산호종, 경산호를 대상으로 산호

종 보호를 위한 연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근해의 연산호종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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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의 공생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생명·생태 기능 규명

§ 공생은 상리공생, 편리공생 및 기생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간 상호작용으로 대표적인 해

양의 공생은 산호와 공생하는 와편모류인 Symbiodinium 그리고 오징어와 Vibrio

fischeri 와의 공생을 들 수 있음

§ 그 밖에 규조류, 와편모류, 착색편모류, 섬모충류 등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다모류

등 다세포 생물에 공생하는 원핵생물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단세포 생물에 공생하

는 세균의 경우 질소고정을 통한 질소원 제공,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제공 등 해양 환

경 적응에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함

§ 최근에도 와편모류에 공생하는 새로운 그룹의 시아노박테리아가 보고되는 등 미생물 사

<그림 2-8>. 산호 농장(좌), 사진 G.

Will

복원 목적의 산호 농장(우), 출처:

Pixabay

<그림 2-9>. 다양한 산호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작 연구

(Katarina et al., Microb Biotechno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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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양한 공생관계가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생명·생태 현상의 발굴과 규명으로 이어

져 학문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물·생명 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 최근의 기후 변화와 인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동물과 공생하는 박테리아 사이의

불균형과 변형이 나타나, 기후 변화에 민감한 해양 무척추동물의 건강성과 면역력 변화

로 표출됨

§ 해양 무척추동물의 먹이 섭식 과정에서 공급되는 박테리아의 활성 변화에 따라 해양 무

척추동물의 소화효소 활성 및 생체 대사가 변화하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공생 박테리아

의 건강성 및 면역력 기능 분석이 필요함

§ 특정 해양 무척추동물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는 변화되고 있는 해양환경변화를 안정적으

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 박테리아를 통한 환경 복원 기술 개발 필요함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용소재 개발 연구

§ 해양 환경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유용 소재 탐색 및 활용을 위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유용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 유래의 관련 정보는

부족한 실정임. 급격히 발전 중인 NGS 기술 기반의 분류학적 및 생화학적 정보로부터

배양되지 않은 생물 및 유전정보로부터 해양 유래 유용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

이 진행되고 있음 (Ferrer et al., 2019)

§ 해양 유래의 생촉매 및 효소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환경에 준하여 높은 정수압, 삼투

압, 염분 및 온도 조건에 따라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소재 발굴을 위한 타겟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이는 단백질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염분의 효과,

알칼리 또는 산성 조건에서 산업 폐수의 정화 등 산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해양 유래

의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그 안정성이 달라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Rampelotto

and Trincone, 2018)

§ 또한 제약, 화장품, 식품 산업, 섬유 및 제지산업에 활용되기 위해 새로운 활성을 가진

효소 또는 상대적 활성이 육상 환경과 차별화된 유용효소를 해양 환경, fungi, algae

및 bacteria 유래의 유용 효소 발굴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

(Dumorne and Severe, 2018)

§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광범위한 해양 탐사를 통해 수십만 이상의 metagenome 결과

로부터 16S rRNA 기반의 미생물 정보 획득, 환경 샘플로부터 유전정보 획득 등에 국

한되어 진행되어 온 한계점이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는 숙주-마이크로바이옴 및 환경-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연구를

통해 숙주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의 역할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 기작의 특

이성에 기반한 유용 생리활성 물질 및 유용소재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

이며, 특히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연구의 진척도가 타 마이크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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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옴 연구와 비교할 때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 특이적 유용효소 탐색을 위한 연구

는 차세대 화이트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

§ 최근의 합성생물학/시스템 대사공학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미생물 발효를 통해 지속가

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유용 소재 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생명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대사 물질 유래 화합물 및 그 유도체

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화합물의 생산은 고활성 효소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편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효소 재설계, Directed

evolution, 바이오·화학 결합 공정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음. 해양 마이크로바

이옴 연구를 통해 확보된 미생물 및 유전 정보는 향후 다양한 바이오 공정에 필요한 효

소 발굴에 활용될 수 있음

<그림 2-10> Various chemicals produced by bio-based processes,

Lee et al., Nature Catalys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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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생물 유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효소 리스트 (Sing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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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해양 유래 fungi로부터 발생되는 염분 저항성 효소 리스트

(Nicoletti and Andolf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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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해양 유래 fungi 및 bacteria 유래의 효소 리스트 및 응용 분야

(Dumorne and Seve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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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연구개발의 중요성

가. 기술적 측면

¡ 인체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과 그 활용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

이 축적된데 반하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특히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시

작 단계에 있으므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대한 표준 기술 정립을 통해 향후 연구

개발의 수월성을 확보하여야 함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유효 실물자원의 제품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마이

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고속 배양기술의 확립이 필요함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정보는 대상 숙주와 숙주의 상태 (생리), 주변 환경 조건, 먹이

등의 조건, 마이크로바이옴 종 조성 등의 정보와 더불어 분리된 미생물의 정보가 통합 제

공되어야 함. 이와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통합 정보를 구축,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유전체 DB, 생물종 DB와는 차별되는 별도의 통합적 DB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효

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확립이 필수 요건임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통합 DB 시스템(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및 빅데이터 DB 뱅크)은

해양생물 질병개선/건강증진, 해양환경 개선 등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중요함

¡ 마이크로바이옴 핵심 미생물의 선정은 분리 배양, 활용 등의 측면에서 핵심 기술에 해당

하나 아직 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어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 국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유용소재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며

해양 유래의 유용성이 높은 미생물, 효소 및 유전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식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전(육종 등), 생리(영양, 번식) 그리고 질병(백신, 항

생제 등) 연구 외에 새로운 돌파구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의 확

보가 필요함

¡ 미생물, 해양생태 그리고 양식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마

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할 때,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짧은 기간 내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

¡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자국의 생물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해양식물플랑크톤의

활용에 직접 관여하는 미생물 군집의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함

¡ 식물플랑크톤 증식에 활용 가능한 유용 미생물의 보존, 대량 배양 기술 확보가 필요함

¡ 해양은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을 제공함. 최근 생물

배양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해양미생물은 비배양 상태로 미생물 다양

성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임

¡ NGS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미생물 다양성 정보가 획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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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숫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공생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임

¡ 해양 생태계에서 공생을 통한 적응과 생존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생명현상의 발굴 가능성

이 매우 높음

¡ 해양생물에 공생하는 박테리아 군집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하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한 생물의 건강성, 면역력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가능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이의 활용 기술 개발은 신약, 진단 및 예방, 농업, 수산, 식

품, 환경,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기술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

¡ 국내 수축산용 미생물 관련 시장은 2008년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1년 약

889억원 등 (연평균 33%의 성장률)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측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

지 수산용 미생물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로 연 수십

억원 규모의 시장 진입 가능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유래의 유용소재 발굴을 통한 산업적 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함

¡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양식생물의 빈번한 질병발생에 항생제, 백신 등으로 대응하고 있

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안정하여 양식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 필요함

¡ 식량자원 문제,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확보에 미생물군집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는 식물플랑크톤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국산화가 필요

¡ 새로운 미생물과 기능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건강성 및 면역력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한 공생 박테리아는 주요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을 향상시켜, 공생 박테리아 기능 규명을 통하여 신경제·산업에 높이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음

¡ 4차 산업 기반의 인공지능, 사물기반 인터넷 등의 기술 성숙도에 따라 해양마이크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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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등의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융복합 사업이 사회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주요 기술이 될 수 있음

¡ 양식생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백신, 항생제 등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

그리고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혐오감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 양식(organic

aquaculture)을 통한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해양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환경 오염(적조, 어패류 독화 현상 등)을 친

환경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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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현황 분석

1. 논문 현황

가. 공통 키워드 대상 논문 분석 방법

¡ 수집대상 : Clarivate社의 Web of Science DB - SCI(E) 논문정보

¡ 수집기간 : 1984년~2019년

¡ 검색필드 : 제목(Title), 초록(Abstracts), 키워드(Keyword) (* TS 필드)

¡ 데이터 정제: 검색결과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 후 최종 확정

¡ 검색키워드

분야 키워드

공통키워드(전체)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Invertebrate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invertebrate*”)

Fish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fish*”)

Benthos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benthos”)

Microalgae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microalgae”)

Macroalgae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seaweed*” or “rhizosphere*” or “kelp*” or
“macroalgae”))

Sponge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sponge*”)

Coral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coral*”)

Aquaculture
TS = ((marine OR ocean OR sea) AND “microbiome*”

AND “aquacult*”)

o 분야별, 연도별 분석: 전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은 668편으로 분석되었고,

2007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해 201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후,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함. 다양한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oral(24.6%), Sponge(15.4%), Fish(12.4%), Invertebrate(8.2%) 대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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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2-12, 참고자료 첨부 1 참조)

논문 분야별 현황 논문 연도별 현황

<그림 2-12>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분야별, 연도별 논문 분석

o 연구주도국: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에서 미국이 교신저자 연구논문의 35%, 공동

저자 26%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를 주도함. 미국 이외 독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

인, 이태리 등 EU 국가,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

음. 아시아에서는 호주(9%)와 중국(5%)이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비

슷한 수준으로 전체 연구의 1% 정도의 연구 논문을 발표함(그림 2-13)

(교신) (공저)

<그림 2-13>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의 교신저자, 공저자 분석

o 연구 주도 기관: 주요 연구 주도 국가의 주요 해양 연구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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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WHOI, UCSD 등 다수의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

주와 중국의 경우 소수의 해양 전문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2-4)

<표 2-4>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의 연구 기관 분석

o 연구 협력 기관 현황: 상위 30개 기관의 경우 최소 4개 기관 이상과 협력하고 있어, 활발

한 연구 협력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표 2-5)

<표 2-5>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의 연구 협력 기관 분석

기관 논문수 저자수

Australian Inst Marine Sci 36 39
James Cook Univ 26 47
Univ Queensland 26 36
Woods Hole Oceanog Inst 25 27
Univ Calif San Diego 21 54
King Abdullah Univ Sci & Technol 19 28
Univ Fed Rio de Janeiro 18 24
Chinese Acad Sci 17 23
Univ New South Wales 17 25
Univ N Carolina 15 18
CSIC 14 18
Oregon State Univ 14 19
Georgia Inst Technol 13 18
Univ Algarve 13 18
San Diego State Univ 12 19
CNRS 11 17
Florida Int Univ 11 15
Max Planck Inst Marine Microbiol 11 13
NOAA 11 11

연구기관 주요 협력 연구기관
공동

연구수
James Cook Univ Australian Inst Marine Sci 18

Univ Queensland Australian Inst Marine Sci 14

Univ Chicago Argonne Natl Lab 7

Univ Chinese Acad Sci Chinese Acad Sci 7

Univ Queensland James Cook Univ 7

Univ Lisbon Univ Algarve 6

Southern Cross Univ Australian Inst Marine Sci 5

Univ Chicago Univ Calif San Diego 5

Univ Fed Rio de Janeiro San Diego State Univ 5

Univ Melbourne Australian Inst Marine Sc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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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 협력 국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EU와 호주, 중국, 브라질 간 협

력 연구가 활발함. 한국은 논문 기여 낮고 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그림

2-14)

<그림 2-14>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의 연구 협력 국가 분석

o Keyword 분석: 논문 keyword 분석 결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다양성 분석,

metagenome 분석, NGS 서열 분석 연구와 연관된 경우가 많고, 공생, gut

microbiome, coral, sponge, fish, algae, aquaculture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대상으

로 생물/환경 이해, drug 개발 등 기초/응용 연구와 함께 deep sea, climate change 등

해양의 다양한 연구 주제에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2-15)

Victoria Univ Wellington Australian Inst Marine Sci 5

Woods Hole Oceanog Inst Columbia Univ 5
GEOMAR Helmholtz Ctr Ocean Res

Kiel
Australian Inst Marine Sci 4

Max Planck Inst Marine Microbiol
Helmholtz Ctr Polar & Marine

Res
4

Univ Auckland Australian Inst Marine Sci 4

Univ Calif San Diego Argonne Natl Lab 4

Univ Calif San Diego J Craig Venter Inst 4

Univ Calif San Diego San Diego State Univ 4

Univ Copenhagen Aarhus Univ 4

Univ Fed Rio de Janeiro Australian Inst Marine Sc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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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키워드 빈도

Microbiome 147

metagenomics 43
symbiosis 37
bacteria 36
16S rRNA 30
holobiont 18
microbial diversity 18
16S rRNA gene 16
coral reefs 16
Microbiota 14
aquaculture 13
coral 13
microbial ecology 13

next-generation sequencing13

pyrosequencing 13
metagenome 12
porifera 11
climate change 10
gut microbiome 10
microbial community10

<그림 2-15>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 키워드 분석

시사점: 국·내외 연구사례로부터 최근 수년간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과 활용

을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환경보전, 종 보전, 숙

주-미생물 상호작용 및 활용을 통해 해양생물의 유익성 증대를 위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사례

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임

나. 식물플랑크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 심층 분석

¡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플랑크톤”을 키워드로 하여 Scopus를 통해 검색한 결과 연구 논

문이 2014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한국에서 관련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남(그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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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플랑크톤”의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 동향

¡ “마이크로바이옴”과 “살조세균(Algicidal Bacteria)”을 키워드로 하여 Scopus를 통해 검

색한 결과 2013년까지 관련 연구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며, 연구는 중국을 주도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이 나타남. 이런

결과는 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발생과 소멸에 관련된 연구의 관심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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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마이크로바이옴”과 “살조세균”의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 동향

시사점: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는 다양성 및 군집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

고 있음. 국내도 생태적 관점에서 수 종의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기술특허 현황

가. 과제 도출에 필요한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특허 분석 (유미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용역 분석) (첨부 2)

¡ 사용할 특허검색엔진

§ THOMSON INNOVATION (www.thomsoninnov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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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SON (www.wipson.com)

§ INNOGRAPHY (https://app.innography.com/)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분석대상국가 – KR, US, JP, EP, CN, WO

§ 분석대상기간 – 1997.01.01~2019.08.05 (출원일기준)

§ 유효특허 필터링

§ 필터링 완료된 특허 분석을 통한 정량 분석 및 관련 기술 특허 정리

¡ 과업 상세 추진 방법

No 항목

1 키워드 선정 및 검색식 작성, 특허 검색

2 Raw Data 노이즈 제거 및 유효 데이터 선정

3
유효 데이터 정리 및 정량 분석: 출원인, 출원년도, 출원국가, 기술 분류별 그래

프 작성

4 특허 정성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DB 정리

5 보고서 작성

¡ 검색어 설정

분석대상 톰슨 검색식 (19970101 이후)

마이크로

바이옴

1+ 해양1

CTB=(microbiome or microbiom* or microbiota* or ((microbial* or

bacteria*) adj (diversity* or communi*))) AND ALL=((marin* adj

invertebrat*) OR fish OR aquacultur* OR (aqua adj cultur*) OR

benthos OR microalga* OR bloom OR algicidal OR macroalgae OR

seaweed OR kelp OR sponge OR coral or abalon* or alga* or shrimp* or

mollusc or mussel or mytilus or oyster or abyssal* or (aqua* adj (feed*

or product*)) or atlantic or coast* or Dolphin or turtle or (harbor adj

seal*) or Mediterranean* or ocean or Oceanic or pacific or plankton or

(reef adj invertebrat*) or marine or sea or (sea adj lion) or Seabream

or seafloor or (sea adj squirt) or seawater or sediment*)

　 검색식 구성 검색대상

마이크로 microbiome or microbiom* or microbiota* or ((microbial* or TAC



- 32 -

나. 분석 결과

¡ 검색 건수 3,191건 중 유효한 특허는 131건이 도출되었음

다. 주요시장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 2002년부터 관련 특허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관련 특허의 출원이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2-18)

바이옴1 bacteria*) adj (diversity* or communi*))

해양1

(marin* adj invertebrat*) OR fish OR aquacultur* OR (aqua

adj cultur*) OR benthos OR microalga* OR bloom OR

algicidal OR macroalgae OR seaweed OR kelp OR sponge OR

coral or abalon* or alga* or shrimp* or mollusc or mussel or

mytilus or oyster or abyssal* or (aqua* adj (feed* or

product*)) or atlantic or coast* or Dolphin or turtle or

(harbor adj seal*) or Mediterranean* or ocean or Oceanic or

pacific or plankton or (reef adj invertebrat*) or marine or sea

or (sea adj lion) or Seabream or seafloor or (sea adj squirt)

or seawater or sediment*

text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중국

SIPO

국제

PCT
합계

101 914 65 434 895 782 3,191

유효특허건수

5 32 2 13 60 1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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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 동향

라. 기술시장 성장 단계 분석 결과

¡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분야의 성장단계는 그래프(그림

2-19) 상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

지 않아, 태동기에서 태동기 말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19>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



- 34 -

마. 경쟁자 Landscape분석 결과

¡ 상위 출원인 추출 결과, UBIOME INC, DSM IP ASSETS BV 및 BIOTA

TECHNOLOGY INC가 전체 다출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UNIV

CALIFORNIA, FRANHOFER USA INC 등이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바. IP 부상도 분석 결과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은 출원증가율이 236.4%를, 최근 구간 출원점유율이 61.3%

를, 특허시장확보력이 140%를 나타내어 IP 부상도는 4.6으로 높음으로 분석되었음

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분야 분석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은 주로 미생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분석, 분석법 관련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 관련 기술, 환경오염개선 관련 기술, 의약품,

식물용 비료, 동물 사료 또는 사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에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 최근 2012년부터 양식 관련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

림 2-20, 2-21)

NEPSA 중 특허평가지표 평가점수

평가기준 및 정의 1 2 3 4 5

IP 부상도

정량적분석 (유효특허대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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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기술 분류 및 기술분류별 연도별 출원 동향

<그림 2-21> 기술분류별 개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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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종합 결론

¡ 본 특허 분석 결과, 해당 기술의 향후 성장 추이를 살펴볼 때, 기술의 성장단계는 출원건

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 태동기에서

태동기 말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전체적인 출원 흐름으로 볼 때 아직은 기술이 탐색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기술 발전 단계도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전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전체적으로 낮은 출원 건이 확인되고 있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관련 기술

은 특허의 원천성 또한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특성 또는 군집 정보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에 대해

가장 많은 관련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

과 관련한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는 않음

¡ 다만, 제품화나 상용화가 빠른 양식 관련 기술(새우 양식 또는 어류 양식 등)의 출원이

중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되어, 상용화 관점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기술의 장벽도 및 신규 진입의 성공 가능성에 있어,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

지 않으며, 태동기에서 성장기 초기 단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술 진입에 있어

장벽도가 낮아, 신규 진입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기술 분야가

태동기에서 성장기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높고 장벽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기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및 과제 현황

가. 정책 분석

¡ 미국: 미국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이니셔티브 중에서 국가 마이크

로바이옴 이니셔티브(National Microbiome Initiative; NMI)는 기존의 마이크로바이

옴 연구(9.2억 달러/3년)에 추가로 2년간 1.21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프로그램은 마이

크로바이옴 동태의 이해를 높이고 건장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회복과 기능 장애 예방

을 위한 방법론 확립과 헬스케어, 식품, 환경 분야에 적용할 산업적 활용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들 프로그램에는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호주: Australian Microbiome Initiative는 호주의 종합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계획으

로 해양과 관련해서는 Marine Microbes(http://www.bioplatforms.com/)로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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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목표는 미생물 1) 유전자원의 유지와 강화, 2) 광범위한 수요자

에게의 제공 및 협력연구 강화, 3) 응용연구를 통한 실용 기술 도출 및 혁신적인 연구

유도 등을 목표로 함

나. 해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

¡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치중되어 진행됨. 대

표적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보권원(NIH)에서 주도하는 인간 마이

크로바이옴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Project, HMP)가 있으며, 유럽국가들을 중

심으로 하는 인간 장내 메타게놈(Metagenomic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t,

MetaHIT) 프로젝트가 있음

¡ 해양미생물 프로젝트(TARA Oceans Project, http://ocean-microbiome.embl.de/):

대서양, 동태평양, 서인도양, 지중해 등의 해양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부각(그림 2-22)

§ Global ocean expedition program (2009~2013); global ocean microbiome

분석

§ 35,000 샘플 채집, 243 microbiome 샘플 분석

§ Microbial diversity 분석

<그림 2-22> TARA Oceans Project 시료 채취 지역

¡ Global coral microbiome project (http://ccwc.cornell.edu/)

§ Earth microbiome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그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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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 공생미생물 분석

§ 산호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 파악

<그림 2-23> 산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 Sponge microbiome project (https://github.com/amnona/SpongeEMP)

§ Earth microbiome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

§ 3569 sponge 개체 수집호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 파악

§ 해양 생태학적 분석: Host 와의 상관관계, 지리적 영향, 미생물 다양성, sponge에 존

재하는 핵심 마이크로바이옴 존재 평가

¡ 유럽 연합: 4년간의 MaCuMBA project를 종료하고 2016년에 기업과의 joint

conference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에 관한 토의를 함. 또한

2018년부터 “Microbiome applications for sustainable food systems(4년 4200만

유로)", "Sustainable European aquaculture 4.0: nutrition and breeding(4년

1800만 유로)"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http://ec.europa.eu/)

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과제 (2019년 수행과제)

¡ 해외 과제는 전지구적 또는 국가 지원 또는 장기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과제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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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게놈, 장내 미생물’로 키워드 설정한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ntis.go.kr)에서 분석함

¡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키워드: 마이크로바이옴, 메타게놈, 장내 미생물) 2019년 한

해만 366개 과제가 진행 되는 등 마이크로바이옴의 활발한 연구 진행

¡ 국내에서도 인간 또는 인간 장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

행되고 있음, 전체 연구비 484.16억 원 중, 해양관련 과제는 11개 과제, 14.3억 원으

로 전체 연구비 대비 2.9% 수준에 불과(그림 2-24, 표 2-6)

¡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산업동물(축산)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연구

(2018년)가 수행됨(김재경 외, 2018).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관으로 다부처(농촌진흥

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형태로 “산업동물(닭, 돼지, 소)의 장내 마이크

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적 복합 생물제제 개발”에 관한 공동기획 연구를 수행

<그림 2-24> 2019년 수행 중인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의 연구비 예산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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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9년도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진행 과제 현황

순번 수행기관 과제명 연구목표요약

연구비

(백만

원)

1
건 국 대 학

교

한국 자생 해면동물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

터 메타지놈 마이닝을

이용한 신규 해양천연

물 탐색

한국에서 자생하는 해면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메타지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메타지놈 마이닝을 통하여 신규

해양천연물을 탐색하고자 함

37.5

2
부 경 대 학

교

전생체(holobiont)적

관점의 멍게, 해삼,

새우의 미생물체

(microbiome)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는 중요 해양 동물인

멍게(Halocynthia roretzi), 해삼(Apostichopus

japonicus), 새우(Litopenaeus vannamei)를 주 대상

으로 숙주의 생장과 그 특성에 따라 공생체(symbionts)

또는 미생물체(microbiome)를 분석하고자 함

41.7

3
서 울 대 학

교

수산생물 장내 마이크

로바이옴을 이용한 신

약 원천물질 발굴

미개척 자원인 수산생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질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신약원천물질 발굴하고자 함
190.0

4

성 균 관 대

학교(자연

과 학 캠 퍼

스)

유기오염물질 흡착 미

세플라스틱 섭취와 바

다송사리 장내 마이크

로바이옴의 상관관계

및 분자적 기작 규명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에 대한 독성평가 측면에서

의 연구.특히 장이 주로 흡수 경로인 미세플라스틱에 대

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더욱이 흡착 미세플라스틱에 대

한 장내 미생물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 연구

100.0

5 씨알

붉바리 종자 친화적인

사육수 미생물의 조성

기법 개발

붉바리 자치어 장내 유용미생물 조성 정보를 이용한 종자

친화적인 사육수 미생물의 조성기법 개발을 통한 붉바리

종자의 적응능력 강화 및 사육수 미생물 안정화를 통한

건강한 붉바리 종자의 계획적 생산

130.0

6
제 주 대 학

교

양식넙치 여윔증의 분

자학적 기전 규명 및

구제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양식넙치의 장내 미생물총 및 숙주의 면역

이 여윔증(마름병)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

고, 이를 통하여 양식넙치의 여윔증 구제를 목표로 함

37.5

7
제 주 대 학

교

유전체분석 기반의 식

물플랑크톤 유래 기후

변화물질 모니터링

북극해를 대상으로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시기를 전후

로 생지화적특성 조사 및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여 극지환

경변화를 반영하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파악

한 뒤, 식물플랑크톤 유래

dimethylsulfoniopropionate(DMSP)가 미생물 대사과

정을 통해 전환되는 기후변화물질인 dimethyl sulfide

모니터링을 함

37.5

8

주 식 회 사

몰 팩 바 이

오

국내 환경에 맞는 미

생물기반 새우 사료

첨가제 개발

적절한 균주 생산을 위하여 연구를 통한 가장 최적의 균주

선택이 필요함. 흰다리새우에 최적일 균주 선택을 위하여

최신 유전자검사 방법인 NGS기반 세균총 분석, 미생물들

간의 네트워크 상관관계, 소화효소활성 반응, 항미생물반

응 및 길항효과등을 측정하여 종합적인 판단 알고리듬에

의하여 최적의 후보 선택

66.7

9
주 식 회 사

지 앤 시 바

유통식품(수산물 등)

중 식중독 발생인자

양식넙치,판매넙치 및 그와 관련된 환경시료로부터 추출한

핵산(DNA및 RNA)을 이용하여, NGS방법으로 미생물,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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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육상동물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전체의 2.9% 차지)의 경우, 소

규모 단위과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4. 기술별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 및 배양 기술 개발

o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

¡ 차세대 유전체 해독 기술의 발전

§ 2000년대 초반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분석기술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 장치,

Sanger 방식과 비교해 당시로서는 차세대 분석 기술이라는 의미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로 표현)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배양 분석, 유전자지문 분석, 클론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나 각각 전체를

대표하지 못 하거나, 대표 그룹만 확인 가능, 노동력과 비용의 과도한 투입 등의 문제

로 인하여 본격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불가능하였음

§ 대표적인 대용량 유전체 해독기술은 표 2-7과 같음

이오 탐색 연구(1)

기생충, 바이러스의 핵산 데이터를 생산하고 동시에 식중

독 관련 대사체 검사진단을 실시하여 확보한 데이터의 종

합적 분석 연구임을 통해 식중독 유발인자로서 의심되고

있는 칠성쿠도아충 이외 어떤 생물학적 인자가 존재하는지

그 연관성을 탐색

10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유해 미세조류-미생

물, 바이러스 분리,

배양 및 상호작용 연

구

담수-기수-해수 유해 미세조류 미생물 및 바이러스의 상호

작용 규명을 통한 친환경 조류 제어기술 개발. 수역/수심/

시기별 유해 미세조류, 미생물, 바이러스 생물 다양성 분

석 및 분리. 생장제어 미생물, 바이러스의 공배양 및 오믹

스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기작 규명. Mesocosm 연구를

통한 미세조류 제어기술 실증

500.0

11

( 주 ) 아쿠

아 바 이 오

텍

고수온 내성 바리과

어류의 semi-biofloc

양식기술 최적화

스트레스 및 면역관련 유전자 발현양 비교. 사육수 및 어

류 장 내의 미생물 군집분석. 메타게놈 분석: 우점종, 아

우점종, 세균 종 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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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대표적인 NGS 기술의 특징 및 현황

기술 기업 Platform 특징 장점 약점 현황

Pyrosequencin
g

454 Life
Science - 454

- 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산염을
이용한 발광
측정

- 최대 1000
bps의 긴 read
길이

- homopolymer 인식
오류

- 적은 분석량으로 인한
고비용

- 2008년
이후 시장
주도

- 현재는 단종

Dye
sequencing

Life
Technolo
gies
Solexa

-
Novase
q

- Hiseq
- Miseq

등

- bridge PCR
방식의
sequencing

- Miseq의 경우
paired end
방식으로 400
bps reads
생성

- 대용량
- 저렴한 비용
- 높은 정확도

- 짧은 read 길이
- 높은 집적도에 따른

간섭효과 (SNP 오류
발생)

- 메타게놈
시장 주도

- 대형
유전체,
resequenc
ing 시장
주도

Single
Molecule
Real-Time
sequencing

Pacific
BioScien
ce

- RS
system

-
Polymerase
를 고정하고
DNS를
이동시켜
합성하면서
분석

- PCR 없음
- RSII system은

20 kb 수준의
긴 read

- 대량의 DNA 요구
-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
-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량
- 고품질의 DNA 요구

- 주로
Genome
분석에 활용

- 최근
Amplicon
분석기술
적용

Nanopore Oxford
-

Nanop
ore

- DNA 가닥이
Nanopore
통과 할 때의
전류값 차이
인식

- PCR 없음
- 긴 read, 저렴
- 현장성이 높음

(Minion
model)

- 아직까지는 낮은 정확도 - 최근 시장에
진입

Semiconductor

Ion
Torrent
Systems
Inc.

- Ion
torrent

- DNA 합성시
발생하는
수소이온 인식

-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

- Homopolymer 인식
오류

- 짧은 read 길이
(~400 bps)

- 적은 분석량

- 용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진행
중

¡ 마이크로바이옴/메타게놈 해독 상용서비스 현황

§ 국내에서는 국가 주도의 유전체정보센터가 늦게 설립됨에 따라 선진국들과는 달리 상용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가 발달하였음.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갖추고 서비스하는

대표 업체들로는 ㈜마크로젠, ㈜테라젠, ㈜랩지노믹스, ㈜디엔에이링크 등이 있음

§ ㈜천랩, ㈜3Bigs 등은 소규모 서열분석과 다양성분석 관련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분석 (종다양성 결과 도출)

§ 마이크로바이옴 해독 결과로부터 OTU를 도출하고 종 동정을 실시하는 것은 앞서 언급

한 (주)천랩, (주)3Bigs 등을 통한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웹 자원으로는 QIIME (http://qiime.org/)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한 다음 QIIM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NIFRA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TU 도출, 이후 DB와 비교하여 종 동정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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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에서는 상용서비스가 발달하였으므로 고가의 장비 구축 없이 마이크로바이

옴 분석이 가능함

o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 미국 기술현황: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Project)

§ 2007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이크로바이옴 메타게놈을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파이프라인과 신규분석법을 구축

§ 균주 별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를 관련 메타데이터와 함께 “HMP1 Data

Browser”를 통해 공개

§ 1단계 연구를 통해 구축한 마이크로바이옴 군집구조 및 참조 유전체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오믹스데이터의 통합적 분석을 주요과제로 하는 iHMP(Integrative HMP)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함

¡ 기타 해외 기술현황

§ 유럽 8개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중국)이 참여한

MetaHIT(Metagenomic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t) 연구를 통해 세균 유

전자의 기능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용량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생물정보학 도구(Bioinformatics tool)를 개발하여 공개

§ 해면 마이크로바이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약 4000여 시료로부터 유래한 마이크로바

이옴 DB와 (https://github.com/amnona/SpongeEMP, www.spongeemp.com),

산호 마이크로바이옴 DB (CMP, https://vamps2.mbl.edu/portals/CMP)가 구축

됨

§ TARA Ocean Project를 통해 구축된 DB는 European Nucleotide Archive

(ENA)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주요 유전체 해독연구에 따른 DB 구축

§ 대규모 유전체 해독연구로 1000개의 주요 동식물 참조 유전체를 만들기 위한 1000

Plant & Animal Reference Genome Project(2010년), 가지과 식물 100종에 대

한 서열 분석을 위한 SOL 100 Project(2009년), 식물 진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100종 이상의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진화 분석하는 100 X 100 Plant

Genome project(2009년),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의 1001개 변이체의 염기서열을 분

석하는 TAIR(The Arabidopsis Information Resource)의 1001 genome project,

BGI(Beijing Genome Institute)의 3 million Genome Projec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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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과 관련 되어, 전장 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과

파이프라인의 구축과 연구가 진행되었음

¡ 국내 유전체 빅데이터 연구 현황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 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대용

량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자 중심으로 총 70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 생산과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 생산연구 수행

§ 이와 더불어, 유전체 빅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장 유전체·

엑솜·전사체·메타게놈 등 질환 종류에 맞게 생산되는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파이프라인·해석 시스템 운용

§ 다부처 유전체사업 중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연구단’을 통해 생산된 해양생물의 유전체

정보 DB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에 구축되어있음

§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는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 국내 기업인 ‘마크로젠’에서 인간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와 함께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으

며, ‘천랩’에서는 공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인 ‘EzBioCloud’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

음

시사점: 해양 동식물 중 산호, 해면에 대해 특화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는 구축되

어 있으나 해양생물 전반에 대한 DB 구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해양 분야에서 생

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유전체 정보 이

용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 연구가 절실

o 마이크로바이옴 실물확보 기술

¡ Culturomics 기술 현황

§ 숙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경우, 인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분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culturomics 기법을 활용하여 단일 미생물 중심의 질환, 응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Lagier et al., 2018)

§ 단일 미생물 기반의 기능 규명, 활용 연구를 위하여 Culturomics 기술은 배양 배지의

최적화, 배양 조건의 최적화, 새로운 배양기술 등을 포괄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됨(그림

2-25)(Mohamed et al., 2019)

§ 해양 해면 대상으로 culturomics 기법(diluted or poor culture media)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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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ssociated 박테리아 분리를 통해 다양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 (Laport. Curr

Pham Biotechnol. 2017)

§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를 대상으로 culturomics 기법(dilution or plating

techniques)을 이용하여 host surface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자원 확보, 분리 및

antimicrobial 활성을 가지는 미생물 자원을 탐색 (Alvarado et al., Antonie Van

Leeuwenhoek. 2018)

§ 토판염전지로부터 호염성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배양배지 및 배양조건을 고려한

59가지 culturomics법을 이용하여 137 균주를 분리함. 호염성 archaea인

Haloterrigena 속과 Haloferax 속이 성공적으로 분리함 (조건영 외. 한국미생물학회

지. 2017)

<그림 2-25> 미생물 배양 개선을 위한 culturomics 기술 전략

§ 마이크로바이옴 배양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배양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음(Mohamed et al., 2019) (표 2-8)

§ 최근 들어, microfluidics 시스템, FACS 시스템, single cell 이미지 등의 single

cell 기반의 연구를 위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음(Br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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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미생물 배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배양 기술

¡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뱅크 구축 기술

§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뱅크 구축은 미국(오픈바이옴, OpenBiome), 네덜란드 등에

대변은행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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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변은행 구축을 진행 중에 있음

§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뱅크 구

축 사례는 전무함

시사점: 해양 또는 해양생물 특이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을 위한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적용된 새로운 Culturomics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절실함.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일부

수산생물에 대하여 단위과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체

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및 빅데이터 뱅크 구축

을 통한 관련 연구 분야,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절실함

나. 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간의 상호작용 이해 연구

o In vitro 시스템을 이용한 미생물간 상호작용 및 군집 분석 연구

¡ 해외 연구 현황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in vitro 모델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사

례는 전무한 편으로, 이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비해 활용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 생물종이 다양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 인체나 육상 가축동물을 대상으로는 교반 반응기를 이용해 소화계 전체 또는 일부를

모사하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군집 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벨기에의 Prodigest에서 개발/시판 중인 Simulator of

the Human Intestinal Microbial Ecosystem (SHiME)가 있음(Molly et al.,

Appl Microbiol Biotechnol 1993). 이러한 모델 시스템은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영

양 및 수분의 흡수 작용을 모사하기는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체 장내 마이

크로바이옴의 주요 미생물의 군집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정상 상태에서의

원활한 군집 구조 유지를 통해 단순 군집 구조의 분석 뿐 아니라 유전자 발현, in

vivo 연구에 필요한 인공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 제조 등에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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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SHiME 모사 시스템의 모식도(좌)와 실제 구축된 SHiME 시스템(우)

(www.prodigest.eu)

<그림 2-27> SHiME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한 분산제의 섭취가 인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전사체에 미치는 영향(Chassaing et al., Gu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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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경우, 세포생물학 연구에서 확립된 다양한 cell line을 이

용하여 microfluidics 기술을 활용해 장내를 더 정밀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

가 최근 발표되고 있음 (Jalili-Firoozinezhad et al., Nat Biomed Eng, 2019)

§ 또한 대량 샘플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microplate 기반 in vitro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시 장내에서의 군집 구조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어 다양한 분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Li et

al., Nat Commun, 2019)

<그림 2-28> Microplate 기반 in vitro 시스템에서 시간별 마이크로바이옴 군집 구조의 변

화 (Li et al., Nat Comm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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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이해 연구

¡ 해외 연구 현황

§ 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해면 중량의 많게는 35%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 진화의

기원, host-symbionts 상호작용, symbiont-derived natural products 등 기초 및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30 bacterial phyla와 수 개의

archaeal lineages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메타게놈 및 single-cell genomics

연구기반의 해양 유래 신약 개발 연구가 진행됨. 해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 연구를 통

하여 탄소, 질소, 인 등의 물질순환 이해하고자 함 (Hentschel et al, Nat Rev

Microbiol, 2012; Pita et al., Microbiome, 2018). 해면 미생물 총의 메타게놈

분석을 통해 주변 해수와 미생물 분포가 차이나는 것 확인 및 해면-세균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통찰력 제공 (Thomas et al., ISME. 2010). 메타게놈 분석

을 통해 해면 관련 미생물의 단백질체 분석, COG 카테고리 분석, 해면-미생물의 활

동, 생리학 및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 (Liu et al., ISME. 2012)

§ 녹조류의 경우 무균 상태나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무너질 경우 전형적인 형

태를 잃는 것이 보고된 바 있음. 이는 호스트와-미생물간 상호작용에 의한 호스트의 형

태 형성에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함 (Thomas Wichard., Front

Plant Sci. 2015).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숙주의 질병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고 갈조류의 경우 형태적 관점에서 박테리아의 존재 유무에 따라 대사체 프로파일이

영향을 받고 이는 갈조류의 전체 생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됨 (Javler et

al., Front Microbiol. 2016). 해조류의 경우 표층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간의 신호

전달 체계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 전환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형태유지 및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알려짐 (Ravindra and Reddy., FEMS Microbiol Ecol. 2014)

§ 성게의 다양한 부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수온 상승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

였으며, 다양성 분석에서의 작은 변화가 대사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로 관

찰되어 성게의 수온 상승 적응을 돕는다는 결과를 보고함 (Brothers et al., Proc

Biol Sc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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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수온 변화에 따른 성게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 기능 변화

(Brothers et al., Proc Biol Sci, 2018)

§ 양식 흰다리새우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메타게놈 분석을 통해 Vibrio와

Pseudoalteromonas가 흰다리새우의 먹이 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

냄 (Gao et al., Aquaculture. 2019)

§ 남방톱날꽃게의 혈림프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소화계에서 유입됨을 확인하고 꽃게의 면

역 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함 (Zhang et al., Dev Comp Immunol. 2020)

§ 해삼 Holothuria glaberrima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총 8,172 OTUs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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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3개 강, 44개 목, 83개 과의 127속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Firmicutes

와 Bacteroidetes, Proteobacteria가 주요 구성원임을 밝힘. 속 수준에서는

Lactobacllus 2.1%, Vibrio 11.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을 밝혀냄

(Pagán-Jiménez et al., BMC Genomics, 2019). 먹이와 계절에 따른 유럽해삼

마이크로바이옴의 비교 분석 결과는 먹이보다 계절 변화, 즉 온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

하는 것을 밝혀냄 Gobet et al., Microbiome. 2018)

§ 산호 미생물 군집의 구성은 산호 생활사 및 건강 상태, 수온 및 산도, 영양분 수준, 오

염, 거대조류의 존재, 광도, 깊이 또는 계절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밝혀짐

(Sweet and Bulling., Front Mar. 2017). 산호가 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조건에서 미생물 군집의 구성과 기능이 불안정하므로 건강한 미생물 군집을 유지

하는 것이 산호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 밝혀짐 (Frias-Lopez et al., Appl Environ

Microbiol. 2002; Zaneveld et al., Nat Commun. 2016)

§ 오스트리아 바다사자 분변으로부터 장내 미생물의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우점종 분포

분석 및 핵심 대사기능 관련 유전자 분석을 실시함 (Laverty et al., PLoS ONE.

2012)

§ 탄소, 질소, 인 및 황 사이클에 대한 코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해파리를 대상으

로 연구되었으며 이는 숙주의 진화, 환경적응, 증식 및 성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깊게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짐 (Michael et al., Front Microbiol. 2018). 해파리

Chrysaora plocamia의 생활사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각

단계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다르며 특히 폴립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단계와는

차이가 크게 나타남. 또한 코어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한 경우 이들이 먹이의 소화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분석함 (Lee et al., Front Microbiol.

2018)

§ 어류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숙주 질병 관련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며, 마이크로바

이옴의 군집구조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음(표 2-6)

- 자연산 및 양식산 부시리(Seriola lalandi)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메

타게놈 분석을 통해 두 그룹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비타민, 아미노산 대사 관련

유전자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냄 (Ramírez, C., & Romero, J. Front in

Microbiol. 2017)

- 독가시치의 마이크로바이옴 샘플을 분석하여 환경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20

개의 OTU를 확인하고, 나머지 OTU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함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통해 숙주의 환경 적응을 도울 것이라는 가설을 보고함 (Jones et

al., Front in Microbiol. 2018)

- 유럽 바다농어와 귀족 도미에서의 결과를 보면 피부 부위별로 종 조성이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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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종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또한 주변 해수와 비교할 때 피부 특

이적 미생물군을 파악할 수 있었음 (Chiarello et al., FEMS Microbiol Ecol,

2015)

- 두 그룹의 숭어에서 분석된 각각 300개 정도의 OTU 중 194개의 공통 OTU 존재

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지표가 되는 미생물군을 추출하였음 (Chapagain

et al., BMC Genomics, 2019)

- 산호초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으로부터 아가미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성체와 자

어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체와 자어간에도 차이를 보임. 또한 해수나 퇴적물,

해조류 마이크로바이옴에 비해 다양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Pratte et

al., Appl Environ Microbiol, 2018)

- 메타게놈 방법으로 양식 넙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육상동물과의 비

교시 조절자 및 신호전달 시스템이 타종에 비해 과잉분포 하는 것을 밝혀냄 (Xing

et al., FEMS Microbiol Ecol 2013)

- 양식을 통해 생산되는 해양 어류의 경우 집단생활에 의한 질병, 영양분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질병제어, 면역시스템 증강, 영양분 섭취의 대사촉진

등과 같은 유익효과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알

려짐 (Ramirez and Romero. Front Microbiol. 2017)

- 무지개 송어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이 성장 속도에 따라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

만, 소수의 미생물이 어류의 성장 속도와 관련이 있는 지표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

시한 바 있음 (Pratima et al., BMC Genomics. 2019)

- 해양 어류에서 장내의 혐기소화를 원활히 유도하는 공생 미생물 군집이 있는 것이

알려짐 (Fishelson et al., Scienc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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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어류 장내 우점하는 마이크로바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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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심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응용·활용보다는 군집구조 분석 및 기능규명 등의

기초연구에 중점(그림 2-30)(Dubilier et al., Nat Rev Microbiol, 2008)

<그림 2-30> 7개 동물문의 화학합성 공생미생물 다양성 분석

¡ 국내 연구 현황

§ 국내의 경우 일부 생물에 대해 단편적인 분석 수준에서 수행됨(노은수 등 2013, 권병

근 등 2013)

§ 산업종인 전복, 긴손 낙지, 꽃게, 해삼 등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계절과 지역이라는 제

한적인 조건에 대해서 수행됨(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 전복의 경우 다당류 소화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메타게놈 분석 수행됨(Nam et

al. 2018)

§ 해양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은 남해 연안환경에서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

행됨(Kim et al. 2018)

§ 꽃게의 다양한 부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얻어 식중독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함 (Kim et al., LWT. 2017)

§ 제주 큰코돌고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여 발표함 (Kim et al., Veterinary

Record Case Repor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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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이 흰다리새우의 영양 지표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발표함 (Chae et al., Environ Int. 2019)

§ 454 pyrosequencing 방법을 이용한 16S rRNA 기반 해삼 (Apostichopus

japonicus)과 새우(Litopenaeus vannamei)의 장내 세균의 다양성 연구결과를 발표

함 (노은수 외., 한국미생물학회지. 2013)

§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용성으로 인한 기능 규명 연구뿐만이 아닌 국내의 경우 해삼을 이

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석을 통해 계절 및 개체의 성장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

삼의 감염을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함 (Kim et

al., J Microbiol Biotechnol. 2017)

<그림 2-31> 해파리 Chrysaora plocamia의 생활사에 따른 미생물 구성 변화

(Lee et al., Front Microbiol 2018)

시사점: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생태계

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통합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 기술 개발을 목표

로 하는 연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활용 가치가 높은 대상 생물을 중심으

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한 빅데이터 도출이 필요하며, in vitro 모사 시스템 도입을 추

진하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태동기에 있는 해양 마이

크로바이옴 활용 분야에서 외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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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 연구

o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연구

¡ 제주 자생하는 감태를 이용한 감태추출물(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장내 정착과 증식에 효

과를 주는 물질)을 활용한 프리바이오틱스 개발 연구

¡ Mussismilia hartii 산호의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수용성 오일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분리하여 폴립에 도입한 경우 대조군(미도입)에 비하여 유류 오염의 유해를 덜 받는 것이

밝혀짐 (dos Santos et al., Sci Rep. 2015)(그림 2-32).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및

환경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조작이 시도됨. 특정 산호종에 외래

산호종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도입시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달라짐을 확인함

(Damjanovic et al., Microbial Biotechnol. 2017)

<그림 2-32> 산호 마이크로바이옴 도입을 통한 산호 유류 오염 대응능력 연구

[Microbial Biotechnology, 2017:10(5), 1236-1243, DOI:

10.1111/1751-7915.12769]

¡ 양식산업 활용 기술 개발

§ 양식산업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분자생물

학 기법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분야(의학,

농업, 축산업 등)에 비해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음

§ 전통적인 사육수 여과 미생물 외에 양식생물의 각 조직으로부터 미생물 분리·동정 그리

고 양식생물 보유 미생물의 종 특이성 등 구명 연구 등에 제한되어 있음

§ 최근에는 사육수 여과의 범위에서 벗어나 양식생물의 생애 전주기에서 대사, 면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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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성장, 번식 등에서 미생물의 역할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양식 시스템에서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다양한 질병 발생은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이

며. 질병을 발생하는 미생물 증식뿐 아니라 활동에 따른 부영양화 시스템은 황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다양한 부차적인 문제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최

근에는 probiotics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양식생물에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Arun Chauhan

and Rahul Singh., Symbiosis. 2019)

§ 해외의 경우, 수산양식 산업에서의 성장 촉진, 감염 저항, 수질 향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증진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도입 연구가 수행됨 (Verschuere et al.,

Microbiol Mol Biol Rev. 2000, Martinez et al., ISRN Microbiol. 2012,

Boutin et al., Can J Microbiol. 2013) (그림 2-33)

§ 양식 시스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토양이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처럼 고도화되

지 않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은 아직 초기 단계인 실정임

§ 양식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는 직접 양식생물의 장내미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으로서 대부분은 Firmicutes

(예: Bacillus spp., Lactobacillus spp., Lactococcus spp., 카르노박테리움 종)

및 프로테오박테리아(예: Vibrio spp., Pseudomonas spp., Shewanella spp.)과

효모로 이루어짐. 유럽에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probiotics제품인 Bactocell처럼

Generally Regarded As Safe (GRAS) or Qualified Presumption of Safety

<그림 2-33> 양식 시스템에 프로바이오틱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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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인 미생물의 순수종이나 혼합종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임

§ 제품화를 위한 해양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 스케일업 효능, 대

량생산 규모확대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관성, 효율성, 안전성은 제품개발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현재까지 양식산업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제품의 시장규모는 극히 작은 것으로만 알

려져 있음

§ 바이오플락 양식을 위한 수질개선·안정 및 질병원인균 조절을 위해 bacillus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cereus), Paracoccus

pantotrophus, Nitrosomonas eutropha, Nitrobacter winogradskyi,

Lactobacillus spp., Carnobacterium spp.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 중

§ 양식생물의 건강증진(소화효율 증대, 항상성 유지, 성장향상 유도 등)에 관해서,

bacillus mixture, Bacillus amyloliquefaciens, Pediococcus acidilactici,

Bacillus cereus 등이 사료첨가물로 판매 중

§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 (담수어류 포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성이

보고된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표 2-10) probiotics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표 2-10> 어류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목록

(Hoseinifar et al., Front Microbiol. 2018)

Probiotic
Pathogen or

disease
Fish species Beneficial effects

GRAM-POSITIVE BACTERIA

Carnobacteria. inhibens
A. salmonicida, Vibio

ordalii, Yersinia ruckeri

Atlantic salmon,

Rainbow trout
Reduced mortalities

Carnobacterium

divergens
V. anguillarum Atlantic cod Reduced vibriosis

Lactobacillus

acidophilus

Pseudomonas fluorescens,

Streptococcus iniae
Nile tilapia

Improve immune function and disease

resistance

　

Staphylococcus xylosus,

Aeromonas hydrophila and

Streptococcus agalactiae

African catfish Reduced mortalities

Lactobacillus

rhamnosus
A. salmonicida Rainbow trout Reduced mortalities

　 Edwardsiella tarda Tilapia Reduced mortalities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coccus(Lc.)garvieae Rainbow trout Reduced mortalities

Lactobacillus sakei Edwardsiella tarda Rock bream
A non-significant decrease in the

cumulative mortality

Lactobacillus pentosus Edwardsiella tarda. Japanese eel
Improved immune response and

survival rate
Lactobacillus brevis A. hydrophila Tilapia Significantly lower mortality

Lactococcus lactis Streptococcus iniae Olive flounder

Activated the innate immune system

and protection against

pathogen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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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ptococcus iniae Olive flounder Increased survival rate
Leuconostoc

mesenteroides
furunculosis Rainbow trout

Enhanced the immune response and

disease resistance

　 Aeromonas salmonicida Brown trout
Enhanced the immune response and

disease resistance
Pediococcus

pentosaceus
V. anguillarum Grouper

Significantly decreased the cumulative

mortality

Pediococcus acidilactici

vertebral column

compression syndrome

(VCCS)

Rainbow trout fry Increased survival rate

Enterococcus

casseliflavus
Streptococcus iniae Rainbow trout

Improve growth performance and

enhance disease resistance
Enterococcus faecium Edwardsiella tarda European eel Reduced edwardsiellosis
Enterococcus

gallinarum
Vibrio anguillarum Sea bass A moderated protective effect

Vagococcus fluvialis Vibrio anguillarum Sea bass increased survival rate
Bacillus subtilisand

Bacilluslicheniformis(Bio

Plus2B)

Y. ruckeri Trout Increased survival rate

Bacillus subtilis A. hydrophila Indian major carp Control of infection
　 Aeromonas Rainbow trout Increased survival rate

　 Edwardsiella ictaluri
Channel catfish and

striped catfish
Reduced mortalities

　 Streptococcussp. Grouper
Enhance the relative survival

percentages
　 Streptococcus agalactiae Red hybrid tilapia Reduced mortalities

Bacillus pumilus A. hydrophila. Tilapia
Enhance immune and health status

and improve disease resistance

Bacillus circulans A. hydrophila Catla catla
Enhanced the immune response and

therefore survival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formis
Streptoccocus iniae Olive flounder Significantly higher survival ratio

B. licheniformis Streptococcus iniae Tilapia Improved the disease resistance

Bacillus

amyloliquefaciens

Yersinia ruckeri or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D

Nile tilapia Better relative survival percentages

Clostridium butyricum vibriosis Rainbow trout Enhance disease resistance

　 vibriosis Chinese drum

Enhanced the phagocytic activity of

leucocytes and therefore disease

resistance to vibriosis
Micrococcus luteus A. salmonicida Rainbow trout Better survival

　 A. hydrophila. Nile tilapia Reduction in mortalities
Rhodococcussp. V. anguillarum Rainbow trout Significantly better protection
Brochothrix

thermosphacta
A. bestiarum Rainbow trout Protected against skin infections

Kocuriasp.
V.

anguillarumandV.ordalii
Rainbow trout Reduction in mortalities

GRAM-NEGATIVE BACTERIA
Pseudomonas

fluorescens
V. anguillarum Rainbow trout Reduced mortalities

Pseudomonas

chlororaphis
Aeromonas sobria Perch Control Aeromonassobriainfection

Pseudomonassp. F. psychrophilum Rainbow trout Reduced mortalities
Pseudomonas

aeruginosa
A. hydrophila Rohu

Significantly higher post-challenge

survival rates

　 Vibrio parahaemolyticus Zebrafish

PROTECT fish by inhibiting biofilm

formation and enhancing defense

mechanisms
Aeromonas hydrophila Aeromonas salmonicida Rainbow trout Reduce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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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리활성 물질 개발 연구

¡ 다양한 해양생물 유래의 생리활성 천연물이 보고됨(Calle, Microb Biotechnol, 2017)

§ 해초목 멍게과인 Ecteinascidia turbinata로부터 최초 해양유래 의약품인 욘델리스

(Yondelis)는 항암제로써 개발

§ 해양 무척추동물 tunicates 등으로부터 polyketides와 non-ribosomal peptides류

의 생리활성 천연물 개발 연구. 최근 메타게놈 연구에 따르면 생리활성 천연물이 숙주

가 아니고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유래의 천연물임을 시사하고 있음.

§ 해양 유래 Didemnins, Onnamides, Bryostatin, Dolastatin, Swinholides,

Calyculin A 등 다양한 생리활성 천연물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이 공생생물이나 부

유세균에서 그 대사관련 유전자군 확인됨.

　 Aeromonas salmonicida Goldfish Controls infection

Aeromonas sobria
Lactococcus garvieae and

Streptococcus iniae
Rainbow trout Improve the disease resistance

Aeromonas sobria Aeromonas bestiarum Rainbow trout
Protected rainbow trout against

challenge
Aeromonas veronii A. hydrophila Common carp Enhance disease resistance
Shewanella putrefaciens Vibrio anguillarum Gilthead seabream Reduced mortalities

　
Photobacterium damselae

subsp. Piscicida
Senegalese sole Improved survival

　
Photobacterium damselae

subsp. Piscicida
Senegalese sole Improved growth disease resistance

Shewanella xiamenensis A. hydrophila Grass carp Improved disease resistance
Enterobacter cloacae Yersinia ruckeri Rainbow trout High survival ratio
Enterobacter amnigenus

Enterobactersp.

Flavobacterium

psychrophilum
Rainbow trout Enhanced resistance to infection

Enterococcus faecalis Aeromonas salmonicida Rainbow trout Lower cumulative mortality
Roseobacter sp. V. anguillarum Turbot Controlled V.anguillaruminfection
Phaeobacter(Roseobacter

)gallaeciensis
V. anguillarum Cod larvae

Reduced the mortality by

approximately 10%

Roseobactersp. Vibrio anguillarum Turbot
Significant decrease in cumulative

mortality

Vibrio alginolyticus A. salmonicida Atlantic salmon
Significant decrease in cumulative

mortality

Zooshikellasp. Streptococcus inane Olive flounder

Improve the innate immune response

and control

streptococcusinaneinfections
F l a v o b a c t e r i u m

sasangense
A. hydrophila Common carp

Enhance immune response and

disease resistanc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Aeromonas hydrophila Tilapia Reduced mortality

Saccharomyces

cerevisiaevar.boulardii
Y. ruckeri. Rainbow trout Improved disease resistance

Debaryomyces hansenii Aeromonas hydrophila Leopard grouper
Improved immune function and

diseas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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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기능 연구

¡ (Bacterium-dinoflagellate interactions)“마이크로바이옴”과 박테리아와 와편모조류

간의 연관성은 과거에 무시되어 왔음. 하지만 박테리아는 와편모조류의 모든 성장단계

(life cycle)에 존재한다고 밝혀짐. 이는 와편모조류의 독 생산에 박테리아의 기여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함(Lewis et al. 2001)

¡ (Diversity of algal-associated bacteria)다수의 상이한 박테리아 종은 와편모조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와편모조류 culture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특정

와편모조류에만 나타나는 것도 있음(Danish-Daniel et al. 2017). 이는 와편모조류

종에 따라 출현하는 박테리아가 다름을 의미함(그림 2-34)

<그림 2-34> Diversity of algal-associated bacteria

¡ (Bacterial influences on algal growth)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배출된 용존유기물의

재무기화작용(re-mineralization)을 통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간접적 영향을 줌

(Azam, 1998). 하지만 박테리아가 비타민 공급과 같이 식물플랑크톤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음(그림 2-35)(Haines and Guillar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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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해양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의 상호작용

¡ (Bacterial influences on toxins)박테리아는 와편모조류 및 규조류 내 독 생산에 영향을

끼침. Kaczmarska et al. (2005)는 Pseudo-nitzschia multiseries 배양과 관련된 가변

DA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박테리아 군집 구성 또는 밀도가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함

¡ (Potential implications of interactions among bacteria)미생물 군집간의 상호작용

은 식물플랑크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박테리아의 조성 및 기능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Flavobacteriaceae에 속하는 ‘보호’ 박테리아는 살조세균의 사

멸활성을 억제함(그림 2-36)

<그림 2-36> Potential implications of interactions among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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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sts act as a survival niche and protective shelter for bacteria)Adachi et

al. (1999)는 Alexandrium bloom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박테리아가 시스트 형성

을 촉진한다고 보고함. 또한 Alexandrium 시스트 형성을 억제하는 박테리아도 동시 발

생함(Adachi et al. 2002)

¡ (남극 해양물질 순환과정 규명)남극의 다양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식물플랑크

톤 종류와 활성을 결정하고, 이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탄소의 종류와 양의 변화를 가

져와 탄소유기물의 직접적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군집 및 그 활성의 변화를 유발함. 따

라서 미생물군집의 종류와 활성은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방출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함

o 해양생물의 내외부 공생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생명 기능 규명

¡ 열수구에 사는 tube worm은 troposome에 공생하는 화학합성하는 미생물에 전적으로

유기물 공급을 의존함이 이미 30여년전에 알려졌으나, 무척추동물-마이크로바이옴 사이

의 공생과 이들의 생명·생태 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함

¡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양 환경은 빈영양 환경으로 질소의 공급이 생산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성장 제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의 질소를 이용하는 질소고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음. 특히 광합성 생물은 질소를 고정하는 시아노박테리아와의

공생을 통해 질소원 흡수에 유리한 전략을 채택함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알려짐(그림 2-37)

<그림 2-37> 질소고정 시아노박테리아와 와편모류(좌) 및 규조류(우)의 공생을 보
여주는 형광현미경 사진 (KIOST, 미발표 자료)

¡ 대양에서 오랫동안 질소고정자로서 우점하는 것으로 알려진 Ucyn-A 그룹의 시아노박테

리아가 단세포 광합성생물인 착편모류(Haptophyta)에 공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산화

탄소를 합성하는 능력을 잃었음을 단세포유전자분석기술을 통해서 규명함(Thompson et

al. 2012, Science 337, 1546)

¡ Shipworms, 규조류, 산호 및 sponges 등에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질소고정, 질

산화, 탈질화 등의 질소 이용과 제거 과정을 수행하는 미생물의 컨소시움으로 밝혀져

(Fiore et al., 2010, Trends in Microbiology), 공생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해양

생지화학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제시함

¡ 최근 일본의 연구자는 규조류 및 와편모류에 공생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유전체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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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계통의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굴하였으며, 진화 및 환경 적응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PNAS에 발표한 바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공생 관계의 존재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주장함(Nakayama et al. 2014, PNAS 111: 11407; Nakayama

et al. 2019, PNAS 116:15973)

¡ 미래 환경변화에 의하여 해양동물과 공생 박테리아의 상호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불균형

이 증가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한 상호관계 규명 연구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음(그림 2-38)(Apprill 2017)

<그림 2-38> 해양동물과 공생박테리아의 상호 관계

¡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장내에 분포하는 박테리아는 생물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면역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먹이에 포

함된 박테리아의 활성 변화에 따라 생물의 소화활동 및 면역력 유지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Brothers et al. 2018; Jensen et al 2018)

¡ 산호의 경우, 산호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는 공생조류 및 공생미생물과 함께 주변 해양생

물들의 정교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수온 상승과 관련한 높은

온도에서도 산호와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생 조류를 찾는 연구가 수행되었음

(van Oppen et al 2015)

¡ 또한,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공생 박테리아의 생리 활성 변화 및 군집구조 변화는 생물의

생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공생 박테리아

의 활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Brothers et al. 2018)

¡ 퇴적물에서 퇴적물 식자로 서식하고 있는 다모류의 공생박테리아 군집은 탄화수소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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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Hochstein et al 2019)

¡ 해양생물과 미생물 공생이 미생물 다양성 규명 뿐 아니라 새로운 생태 기능의 이해에 매

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거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로 인해, 지구 내 육상 및 해양을 아울려 광범위한 유용 미생물 및 유전자원 확보를 통

해 고부가가치의 효소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숙주 및 환경 기반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유용 미생물 및 효소 발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지속적

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유용소재 발굴 및 활용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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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기술 수요 조사

가. 조사 방법

¡ 전문가 회의

§ 해양 및 마이크로바이옴관련 내/외부 전문가 (해양생태 연구, 대양자원 개발, 해양바이오 소

재 개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리 및 특성 연구, 메타게놈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야) 참

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도출함

- 내부 전문가 기획 회의 및 주요내용

기획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내용

내부 회의

(해양

미생물학,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

19.06.10

이현숙

강성균

권개경

임형순

김윤재

임재규

이종민

이성혁

n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획을 위한 세부방향 논의 – 분야별 연구

참여자 논의

19.06.17

n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대상, 연구방법 논의

n 향후 연구방향 설정 논의

n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활용가능 분야 논의

n KIOST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장점 논의

n 주체생물, 대양, 오염등 주제별 연구현황,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기획초안 작성을 위한 내용 배분

19.07.23

n 연구현황, 연구방향, 활용방안 등 추가 논의

n 기획관련 배분내용에 대한 심층 토의

n 특허 및 논문분석을 위한 키워드 창출

19.07.30

19.08.16

n 연구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 응용분야, 국내외 연구현황 등 세부

적인 내용 수정을 위한 토의

n 연구 세부 성과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위, 추진일정 등의 내용 토

의 및 수정방향 설정

n 기획과제 추진 경과 보고

n 미래선도사업 중간점검 대비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논의

19.08.20

n 기획보고서 작성 중간점검

n 각 주제별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내용 취합 및 수정사항 관련

회의

그 외
n 매주 주간회의 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해당 생물,

연구범위, 활용방안 강구 등 토의

내부 회의

(해양 생물,

생태, 대양

19.06.12 + 유옥환
n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관련 고려사항 토의

n 해양저서동물, 무척추동물등 관련 연구방향 토의

n 향후 기획과제의 과제 방향성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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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및 회의 내용

분야

전문가)

+ 형기성

+ 서연지

n KIOST 대양탐사 수행 내용 및 특정 지역의 이화학적 분포 정보

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활용 방안 강구

n 국내외 대양 탐사 연구 프로젝트 관련 내용 정리 및 발표

+ 신현호

n 적조유발생물과 미생물간의 상호작용을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접근

n 적조살상 또는 식물플랑크톤 성장인자 도출을 위한 연구의견 제

시

n 실제 해양환경에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

내부 회의

(해양 생물,

생태 분야

전문가)

19.06.28
+ 염승식 n 해파리, 히드라 및 감태를 대상으로 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방향 토의

내부 회의

(해양 생물,

생태 분야

전문가)

19.07.09

+ 노충환

n 수산 양식 관련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방향 제시

n 자연산 vs 양식산, 양식방법, 발생단계등 국내 양식생물의 마이

크로바이옴 특성 연구

n 양식생물과 해양미생물의 공생관계 관련, 미생물의 양식생물 대

사에 미치는 영향

+ 최동한

n 다양한 극한환경을 대상으로 신종 생물 배양 및 오믹스 기반의

생태기능 연구 및 symbiosis 연구

n 생물 다양성 및 오믹스 빅데이터 기반의 공생 세균의 생태적 역

할 규명

내부 회의

(해양미생

물, 해양

생물, 생태,

대양 분야

전문가)

19.07.30

+ 유옥환

+ 형기성

+ 신현호

+ 노충환

+ 최동한

n 기획과제 추진 경과 보고

n 도출 과제의 연구 최종 목표 및 세부 목표 검토

n 도출 과제의 연구 내용의 범위 검토

n 도출 과제의 구체적 연구 내용 검토

n 미래선도사업 중간점검 대비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논의

내부 회의

(해양미생

물, 해양

생물, 분야

전문가)

19.10.16
+ 노충환 n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대상의 연구 방법 논의

기획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내용

외부 전문가 19.06.13
박순희

(한남대학교)

n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전망

n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향후 개발 방향 및 개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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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유용소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해 해양 유래 소재 의미 (미개척

지)

19.06.20

박준형

(쓰리빅스)

n 오믹스 분석 협력논의

n 해양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믹스툴 논의

n 해양생물 유전체 분석 현황 및 협력논의
이한승

(신라대학교)
n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대상 논의

n 당소재 개발 협력 논의

19.08.20

조영근

(경성대학교)

n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주제로 삼으면 다양한 해양/수산 생물

의 생태적 안전성 및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의의가 부여됨

n 다양한 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생산하

는 연구

조장천

(인하대학교)

n 국내 연근해의 지역 및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마이

크로바이옴 연구는 고려 대상

n 생태 또는 문화적 측면 고려 시 백령도의 점박이 물범, 깃산

호 등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n 생태측면 고려시 해양생물이 가지는 고유 생물학적 특징이 고

려되어야 함

n 다양한 해양생물체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확보, 분

석에 따른 키스톤 종-개체-군집 선정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 핵심 미생물 배양, 군집 인공조성등이 연구내용

가능

설우준

(중앙대학교)

n 전세계적으로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음

n 국내는 지리적 요건에 의해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

하기 좋으나 그 연구가 단편적인 단점이 존재

n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자체가 전혀 다른 것에서 파생

n 환경변화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계시 정치 외교적 대응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 마련도 가능

n 쐐기풀해파리, 요각류 및 다양한 어류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연구자들의 추가 자문이 필요함

n 해양 미생물의 잠재적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인간 질환 치료

소재, 분석방법 개발 및 발전이 추후에 활용 가능

외부전문가 19.08.20
김병권

(오믹스피아)

n biofloc 방법을 많은 해양 생물에 도입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

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필요

n 해양 생물 유래 의약품 개발시 여러 미생물 조합을 고려해야

함

n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함

n 수과원 등에서 넙치 등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편적임. 질병과 마이크로바이옴 상관관계등 파악 후 해양유

래 프로바이오틱 균주 활용을 위한 연구 필요

외부전문가 19.12.18 이진우 n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 연구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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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 연구 분야 선정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해양생물, 해양환경 분야의 물질순환, 해양생물 보존, 환경오염개

선, 의약품/기능성 소재 등 바이오소재 개발 등 해양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현재까

지 분석된 정책, 연구,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에서

중점연구 분야를 선정.

- 활용성, 공공성, 차별성, 기술수준, 인적역량, 성공가능성 6개 요인으로 평가

§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항생제를 대체하고 친환경적 기술을 이용한 성장, 건강, 면

(고바이오랩) n Microbiome을 Drug으로 개발할 시 필요한 연구

외부전문가 19.12.23

김민규

(원자력

연구원)

김지선

(KRIBB)

n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미생물 분리에 culturomics 전략 적용

시 고려할 점 논의

n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방법 논의, 미생물의 성장 기작 연구 방

법 모색 논의

추진분야 중점 추진 내용 활용성 공공성 차별성
기술
역량

인적
역량

성공
가능성

우선순위

해양생물
마이크로바

이옴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스템 연구

●●● ●● ●● ●●● ●●● ●●● ※※※

해양생물 및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이해 연구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해양생물 보존
연구

●● ●●● ●●● ●● ●●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모델/모사 시스템 활용 및 개발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생물 건강, 면역
조절 기술 개발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항생제 대체 기술
개발

●●● ●●● ●●● ●●● ●●● ●●● ※※※

해양거대조류 착생, 성장 증진 기술
개발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대사산물 생산
기술 개발

●●● ●● ●● ●●● ●●● ●●● ※※※

해양환경

마이크로

바이옴

해양환경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대양물질 순환 연구

●● ●●● ●● ●●● ●● ●●● ※※

특이 서식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및
생태계 이해 연구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환경 오염 개선
연구

●● ●●● ●● ●● ●● ●● ※※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기후 변화
연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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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질병을 제어하는 분야가 활용성(연구파급력), 공공성, 차별성에 순위가 높게 조사됨

§ 해양생물 보존, 모델/모사 시스템 분야가 차별성 면에서 순위가 높게 조사됨

§ 해양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공공성 등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활용성, 차별성

등에서 낮은 우선 순위로 조사됨.

§ 대사산물 생산 연구는 활용성에서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으나 공공성, 차별성에서는 낮음

§ 이러한 전문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의 범위에서는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모델/모사 시스템 활용 및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항생제 대체 기술 개발

- 해양거대조류 착생, 성장 증진 기술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대사산물 생산 기술 개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모델/모사 시스템 활용 및 개발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스템 연구에 대하여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다. 중점 연구 분야 기술 개발 내용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생물 건강, 면역 조절 기술 개발

§ 양식 산업은 해양식량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미래 산업이며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지구적 해양환경의 변화(이상 수온 등)로 양식생물의 건강성

이 낮아지고 질병발생이 빈번하여 양식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식생물의 생존율과 성장률 향상을 위해 유전(육종 등), 생리(영양, 번식 등), 질

병(식중독)제어 지표, 질병(백신, 항생제 등)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접

근 방법으로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해수, 저질, 먹이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영향을 받으며,

전생애주기 동안 대사, 면역, 생존, 성장, 번식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양식생

물은 공급되는 먹이(배합사료, 플랑크톤 먹이)와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처리된 해수에 의

해 사육되므로, 자연환경에서처럼 종 특이적인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존, 성장 그리고

번식에 적합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해양환경의 변화(이상

고수온 및 저수온, 새로운 질병의 유입 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양식생물의 종 특이성과 사육환경을 고려한 마이크로

바이옴 활용 연구가 필요함

§ 어류 양식에서 초기자어의 먹이로 주로 사용되는 먹이생물은 rotifer와 Artemia로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생먹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상

용화되고 있는 생먹이는 아직까지 단 두 종류에 머물고 있음.

§ 어류 종묘생산과정에서 어류자어가 성장함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먹이로 전환(roti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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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a → 인공사료)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자어의 개체수가 급격한 감모현상

을 겪게 되며 이러한 원인은 병원균을 포함한 생먹이 공급으로 여겨지고 있음

§ 최근 rotifer 고밀도배양법의 개발로 batch 배양에 비해 공급의 안정성을 가져왔으나 갑작

스런 폐사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병원성 세균감염이 제기

됨. 또한 먹이공급 전 영양 강화를 위한 2차배양도 중요한 감염경로로 인식됨.

§ 병원균 제어를 위해 항생제 사용이 고려되고 있으나 어류장내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내성세균 증가 등의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발굴된 유익 미생물을 적용하여 미생물군집조절을 통한

안정적 먹이생물 배양기법개발 및 무해 먹이생물 생산 연구가 요구됨

¡ 해양거대조류 착생, 성장 증진 기술 개발

§ 산호 및 대형해조류는 전 세계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산란처로서 중요함. 또한 전세계적으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300억 달러(약 34조 2,000억 원)에 이름 (Cesar et al.,

2003).

§ 무절석회조류의 번성과 함께 바다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핵심 생물인 대형 해조류의 급감이 바다 사막화를

불러오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해초 부착 어초 투입 등 해중림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

서는 분석이 없음.

§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미생물에 의한 신호물질이 해초 유주자의 착생과 변태, 성장, 질병 내성 및 포자 방

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연구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Singh &

Reddy 2014-2016, Wichard 2015, Jo et al. 2019, Wang et al. 2019)

§ 해조류의 성장은 온도에 의해 저해되며 이 때 온도,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에 의해 특정 미생물군의 우점

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Minch et al. 2018)

§ 소형 갈조류인 Ectocarpus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성장과 분화, 환경 적응 등이 보고됨 (Dittami

et al. 2016, Tapia et al. 2016). 또한 이 과정에는 세균에 의한 vitamin B5의 합성이 중요함을 보고함

§ “바다숲 복원을 위한 부착기질 개선 및 seed bank 조성기술 개발“ 과제가 수행 된 바 있으나 암반 세척 및

포자 포집 위주의 내용으로 주요 요소로 생각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못함

§ 현행 “바다숲 조성기술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주로 시설의 투입을 통한 바다숲 조성이 주 내용으

로 핵심 내용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내용은 없음

¡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대사산물 생산 기술 개발

§ 해양식물플랑크톤은 지구생태계(geo-ecosystem)에서 생산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순 생물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응용 연구를 통해 이 생물군이 탄수화물, 지

방질, 단백질 등을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Goldman, 1979), 환경문제, 식량문제,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문제들을 해

결 할 수 있는 생명자원으로서 입지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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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는 식물플랑크톤 자원의 공급이 해외에 대한 의존

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술 개발이 필요함

<표 2-11> 유용 미세조류의 생산물과 응용 분야

유용 미세조류의 구성

물질
생산물 응용 분야

단백질 아미노산 건강식품

지방질 AA, DHA, EPA 식품첨가물, 의약품

탄수화물 다당류, 전분 등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색소구성물질
β-카로티노이드, 아스타산틴, 루테인, 피

코비린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원

료, 화장품

비타민
B1, B2, B3, B6, B12, C, E, K1, 비오

틴, 엽산, 리보플라빈, 니코틴산 등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폴리머/중합물 전분, PHB 식품첨가물, 화장품

독성단백질

ANTXs, CYL, NODs, MCs, STXs,

BTX, DTXs, DA, OA, AZP, YTX,

PTX 등

생리활성물질, 의료분야

효소 superoxide, dismutase, luciferas 식품첨가물, 의료분야

§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β-카로티노이드, 아스타산틴(astaxanthin), 루테인(lutein))는

식품의 착색 색소,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용 화장품으로 널리 사용 되나, 최근 미국 식약

청에서 항산화 효과가 인정되어 항암제, 피부병 치료제, 노화방지제 등의 의약품 수요에 적

극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두날리엘라(Dunaliena salina), 헤마토코코스(Haematococcus

pluvialis)의 배양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두날리엘라 전세계 생산량은 연간 1200톤 규모로

주로 호주, 중국, 미국, 인동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헤마토코코스는 생산량이 높지 않음

§ 해양생명자원으로서 해양식물플랑크톤의 활용은 대량배양을 통해 추출물을 얻는 과정으로 완

성이 되는데, 추출물 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 관여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상관성 규명 연구를 통해 대량 배양기술을 확보하여 활용자

원을 국산화 할 필요가 있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모델/모사 시스템 활용 및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과 호스트사이의 생물학적 과정의 조절을 연구함으로써, 호스트의 발생, 증

식, 건강유지, 생리대사 작용에 미치는 미생물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

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생물학적 숙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 단초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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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들의 호스트인 다세포생물체의 경제 산업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의 존

속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들을 모델 생물로 선정하여야 함. 현재 식량으로 활용되

고 있는 종,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생태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종, 보전적 가치가 있는

종 등을 선정할 수 있음

§ 다세포생물체와 미생물 및 미생물과 미생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균상

태(germ-free)의 숙주 확립이 필수적이므로, 이 조건의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 이 같은 선행조건을 만족하는 해양생물로는 대형해조류 (해양생물다양성에 기여, 식품으로서

의 가치가 높음), 미세조류 (1차생산자, 비정상적인 대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

음), 해파리류 (비정상적인 대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음), 산호류 (해양생물다

양성에 기여), 패류, 갑각류, 극피류 등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인간 장내 환경 모사 시스템으로 Chemostat 모델 방식은 구축과 운용 용이하나 면역 등 숙

주와 작용 연구 불가함. 소화관의 영양 흡수 구현이 어려운 한계. Non-chemostat 방식은

일반적인 혼합 방식이 아니라 위장의 움직임을 모사해서 혼합하여 위장의 소화 과정을 모사

하는 근거 기반 구현이 필요. 단계 사이에 투석을 수행하여 소화관의 흡수 작용 모사 가능함

§ 소의 반추위 모사 시스템 예가 있음

§ 해양동물 사례는 아직 없음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스템 연구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경우 육상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생물 채집,

시료 채집 등으로부터 핵산 추출까지 시간 괴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생물체/시료 특성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용 시료의 준비, 핵산 추출 과정 등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 만들

어져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육상 생물 또는 토양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 키트 등이

이용되고 있음. Kit의 경우 MoBio 또는 MPBio 등의 soil DNA 추출 kit가 해양 시료로부

터 DNA를 추출하는 것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분석용 시료 준비 과

정, DNA 추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은 확립되어있지 못함

2. 연구목표

가. 최종 및 세부 목표

¡ 최종 목표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용 기능 규명을 통한 산업적 가치 증대 기술 개발

¡ 세부 목표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빅데이터 구축 및 핵심미생물 배양 기술 개발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용성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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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목표 (정성적, 정량적 성과)

¡ 정량적 성과

§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미생물 군집 3000건 분석, 메타게놈 20건 분석)

§ 주요 미생물 1000종, 핵심 미생물(군) 후보 50종 분리

§ 미생물 유전체 해독 10건

§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3건 이상

¡ 정성적 성과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건

§ 코어/참조 마이크로바이옴 제시

§ 실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 고속화 배양 시스템 구축

§ 모델동물 시스템 구축

§ In vitro 해양생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다. 주요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다양성 분석 3000 건 - 해양생물 100종
- 코어/참조

마이크로바이옴 제시

메타게놈 분석 20 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 건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확보

주요 미생물 분리 및 실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1000 종

- 생물 조직 유래 분리 종

수 기준

- 고속화 배양 시스템 도입

핵심 미생물(군) 후보

분리/유전체 분석
50 종/10 건

중점연구대상 생물별

5-8종 기준

해양 마이크로바

이옴 효용성 검

증

모델 시스템 이용 검증
해양동물 1건 활용,

1건 구축

- 바다송사리 활용

- 신규 모델 구축

In vitro 모사 시스템 구축 및

검증

해양생물 2 종 모사

시스템

유익 미생물 후보(군) 10

종 검증 실험

산업 해양동물의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생존/성장 증진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생존율 및 성장율 각각

5-1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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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목표 설정

해양플랑크톤의

대사산물 생산성

및 먹이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적용 생산량

증진 대사산물
1 건 이상

단위부피당 생산량 10%

향상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미세생먹이 품질개선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어류 생존율 5% 향상

해양거대조류의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포자

착생/성장 증진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단위부피당 생산성 10%

향상



- 77 -

3. 연구내용

가.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세부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세부 연구개발 범위

해양생물 마이크
로바이옴 분석 및
확보 기술 개발

○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 중점연구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 유용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

타게놈 분석
§ 서식지 우점/한국 고유/지표 해양생물 마이크

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 및 해석

○ 중점연구대상
§ 어류, 해삼, 새우, 해양플랑크톤, 거

대조류
§ 해양생물 주변 메타마이크로바이옴
○ 산업적 유망 해양생물
§ 관상생물, 식용생물, 생리활성물질

생산 등
○ 서식지별 해양생물
§ 동해, 서해, 남해, 섬 서식
○ 빅데이터 분석 툴 구축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미생물 분리
§ 컬쳐로믹스 (Culturomics) 기술 확립
§ 주요 미생물 분리
§ 핵심 미생물 후보 분리, 배양 및 유전체 분석

§ 최적 배양 조건
§ 고속화 배양 기술: culture

(microfluidic) chips 시스템, cell
sorter 시스템

해양생물 마이크
로바이옴 검증 기
술 개발

○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
증

§ 모델생물로서의 활용 연구 기술 확립
§ 신규 연구 생물 확립
§ 배양 기술, 무균체 확립,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 수행

§ 바다송사리를 어류 모사시스템으로
활용

§ 숙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마
이크로바이옴간 상호작용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용 모사생물 1
종 확립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 해양동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유익 미생물 효
용성 검증

§ 해양동물 소화기관계 모사 반응기 구축 및 운
용 조건 확립

§ 모사 시스템을 이용한 유익 미생물 후보군의
효용성 검증

§ 환경 변화에 따른 장내미생물 조성
변화 분석

§ 기작 규명을 위한 다중 오믹스 (메
타전사체/메타단백질체) 분석

해양생물 마이크
로바이옴 활용 기
술 개발

○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
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 해양동물 배양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
생물의 항생제 대체 효과 검증

§ 해양동물의 생존율 증가 및 성장 증진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증

§ 해양산업동물 4종 이상

○ 해양플랑크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
을 활용한 대사산물 생산성/미세생먹이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 생산 증대
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증

§ 해양동물플랑크톤 기반 무해 미세생먹이 생산
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증

§ 해양플랑크톤 4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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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비 추산

¡ 총 소요액: 480억 원(해양수산부 480)

¡ 세부내역 (‘21~’26, 6년간)

○ 해양거대조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 거대조류의 포자 착생 촉진에 대한 마이크로바
이옴 유래 유익미생물의 효과 검증

§ 거대조류의 성장 증진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미생물의 효과 검증

§ 해양거대조류 2종 이상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연차별
연구비
(단위:
억원)

정부 75 75 80 80 85 85 480

민간 0 0 0 0 0 0 0

총 계 75 75 80 80 85 85 480

세부목표 연구내용 '21 '22 '23 '24 '25 '26
계

(억원)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확보 및
상호작용 이해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35 35 33 21 12 12 148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미생물 분리 10 10 10 10 4 4 48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검증 시스템

구축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3 3 3 3 2 2 16

◦ 해양동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2 2 2 2 2 2 12

해양마이크로바이
옴 활용기술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10 10 13 20 30 30 113

◦해양플랑크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대사산물 생산성/ 미세생먹이
품질 개선 기술 개발

8 8 12 12 13 13 66

◦해양거대조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7 7 7 12 22 22 77

총 계 75 75 80 80 85 8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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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개발의 추진 방법

1. 추진 전략 및 방법

가.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및 핵심미생물 배양 기술 개발

o In vitro 모델 시스템을 기반 유용성 규명 기술 개발

¡ 해양산업동물의 모사 시스템 구축

§ 배양기 기반 모사 시스템 구축 자체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생체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조건의 탐색 및 소화기관 내 산소 농도의 조절이 중요함.

§ 대상종의 섭생에 따른 소화계의 차이를 반영하여 육식동물 1종 이상, 초(조)식동물 1종 이

상의 조건 확보

§ Microfluidic 기술 기반 모사 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어류의

세포주를 기반으로 진행

§ 조건 확립 후에는 영양/수온/probiotics 생존률 실험 등 다방면의 집중 연구를 수행하여

diversity 분석과 더불어 생체 시료에서는 시료량 부족으로 접근하기 힘든

metatranscriptome, metaproteome 등의 분석을 통하여 유익 미생물 후보군 제시

o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대상 선정은 문헌 자료, 국내외 전문가 자문, 산업 동향 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시료 확보는 관련 연구자간의 협업, 실험실 배양, 현장 채취 등을 병행하

여 수행

¡ 해양생물/환경시료로부터 고품질 유전체를 추출하기 위하여 상용 kit의 특성에 따른 차이, 시

료 전처리 조건 등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표준화

¡ 염기서열 해독은 tag-sequencing 기술을 활용하여 한 종류의 시료가 한 번의 분석으로 다양

한 조건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디자인

¡ 마이크로바이옴 서열 해독은 Illumina Miseq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상용서비스를 활

용하여 수행

¡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미생물의 다양성 정보는 먼저 UNIFRAC 방법으로 OTU를 추출하고

QIIME system, EzBiocloud DB 등을 이용하여 분자동정을 실시하여 종조성 분석을 실시하

며 필요에 따라 결과를 heatmap, phi chart 등의 형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

¡ 메타게놈 해독 대상은 다양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특이성이 있는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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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 Miseq, Hiseq, 또는 다른 platform을 시료의 특성에 맞추어 선정

¡ 메타게놈 해독 결과는 assemble 후 각 contig 들을 GenBank의 유전정보에 BLAST 방법으

로 비교하여 유전자 기능 주석달기 실시

o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확보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특이적 새로운 배양 프로토콜 확립

§ 숙주별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확보를 위한 배지 및 배양조건 확립

¡ 이미 개발된 새로운 Culturomics 기술을 도입 및 활용

§ 고속화 배양 시스템 구축

§ Single-cell 기반 연구 기반 구축: microfludics 시스템, FACS 시스템

o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확립

¡ 대용량 메타유전체/메타전사체 서열 분석 pipeline 구축 전략

§ 메타유전체 해독의 경우 단일 종의 유전체 정보에 비하여 그 크기가 방대하여 분석을 위해서

고속, 대용량의 처리 시스템이 필요

§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위하여 KIOST 內 빅데이터 처리 관련 전문가(해양과학데이터운영

실 등)의 자문·협업을 통해 기 구축된 분산 컴퓨팅 플랫폼(Hadoop, Spark 등) 활용 추진

§ 메타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Galaxy, metaBIT 등 기존 보고된 open-source 플랫폼

을 활용하되, 필요시 국내 생물정보학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 미생물 유전자 분석에

특화된 자체 pipeline 개발 추진

§ Interface 구축의 경우, 국내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험이 있는 생물정보학 연구자 및 관

련 업체와의 네트워크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AI 활용 전략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연구에 있어서(신규 효소 탐색, host-microbe interaction 등)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하는 functional annotation의 정확성이 중요함

§ 최근 국내에서도 의학(표적약물 예측) 및 생물학(유전자·효소 기능 예측) 분야에서

machine-learning, deep-learning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 성과가 활발히 도출되고 있음

§ 고전적인 annotation 알고리즘과 deep-learning 기반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전자 기능 예측 시스템 개발 추진

§ 국내의 계산생물학/AI/통계분석 관련 연구자의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되, 국내에 적합한

전문가가 없을 시 해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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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용성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o 해양산업생물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

¡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 규명

§ 주요 산업생물 중 어류(넙치, 조피볼락, 돔류, 바리류), 해삼류(홍해삼) 그리고
새우류(대하)를 대상으로 함

§ 해역별(동ㆍ서ㆍ남ㆍ제주) 해양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표 시설(국공립 및 민간 시설)을

선정하고, 사육 환경과 방법에 따른 양식생물 종별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규명함

- 사육환경에 따른 특성: 사육수의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사육시설별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차

이, 사육환경과 양식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비교

- 사육방법에 따른 특성: 먹이(먹이생물, 사료 등)와 약제 처리에 의한 양식생물의 마이크로

바이옴 조성 변화, 수온별(계절별) 양식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 양식으로 인한 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특성: 동종의 자연산 생물과 조성 비교, 건강개

체와 허약개체간 건강도 비교, 전생애주기 동안 조성 변화 비교, 마이크로바이옴의 수직전

달(친어→수정란→자어) 여부

<그림 2-39> 사육시설 및 시설별 대상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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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해양산업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 규명 연구 항목

¡ 해양산업생물 보유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규명

§ 해양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미생물 중 산업생물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Firmicutes,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등(속 또는 종 단위) 모든 미생물을 대상으

로 함

-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미생물의 대사 기능: 양식생물의 에너지,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지

질, 탄수화물 등 대사에 관여하는 미생물 및 기능 규명

- 면역증진과 질병예방에 미치는 물리적·생물학적 기능: 미생물(유용 vs. 유해)간 상호관계

규명, 병원균 침입에 의한 물리적 방어막(피부, 아가미) 기능 구명, 마이크로바이옴 조성과

면역의 상관관계 규명

<그림 2-41> 산업생물 보유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규명 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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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산업생물 보유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규명 예-질병

¡ 해양산업생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

§ 성장향상 및 질병예방, 초기 생존율 향상 및 기형률 저감 그리고 수질안정을 위한 마이크로

바이옴의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 사육수와 먹이를 대상으로 적정 처리기술을 개발하며, 고부

가 양식생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기형률 저감을 위한 미생물의 처리 방법 연구를 수행함

- 여과 및 질병원인균 조절을 위한 사육수 내 처리 기술: 양식생물 각 조직(피부, 아가미,

장)의 세균균형에 적합한 미생물 선정, 사육수내 적정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방법(미생물 종

류, 투여방법 등) 결정, 투여 효과 모니터링

- 영양 이용성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한 먹이 처리 기술: 양식생물 장내 미생물 선정, 장내 적

정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을 위한 사료 처리 방법(미생물 종류, 투여방법 등) 결정, 투여효과

모니터링

- 초기 생존율 향상 및 기형률 저감 기술: 난질 향상을 위한 친어의 장내 미생물 선정 및 마

이크로바이옴 조성 방법 결정, 사육수 및 먹이의 미생물 이용성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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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해양산업생물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항목

<그림 2-44> 해양산업생물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처리 방법-사육수 및 먹이
처리�

o 해양플랑크톤 기반 마이크로바이옴의 적용 연구

¡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대한 미생물의 작용 규명 연구를 위한 인프라 시설 활용

§ 해수부 지정 “해양식물플랑크톤 기탁등록보존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보존,

관리 되고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해양식물플랑크톤을 활용한 연구 수행

§ 대규모 배양실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생물군과 식물플랑크톤의 상호 작용 연구를 통합적으로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음

§ 고부가 가치 산업에 활용 가능한 한국산 유용 미세조류 탐색 및 발굴

§ 실험실 규모에서 유용 미세조류의 최적 배양 환경 탐색 (이화학적 환경 요인) 및 기술 확보

§ 유용 미세조류와 미세조류-성장/유용물질 생산 연관 공생세균 지속적 발굴



- 85 -

§ 유용 미세조류의 성장 및 세포내 유용물질 함유량을 증진시키는 공생세균 스크리닝/선별

§ 선별된 공생세균을 활용하여 유용 미세조류의 성장 및 유용물질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배양 조건 규명

§ 유용 미세조류와 해양마이크로바이옴의 동시 배양을 위한 최적 환경 규명(이화학적 요인)

<그림 2-45> 해양식물플랑크톤 배양주 보존실

2. 추진 체계

¡ 관련 연구 전문기관 및 산업체의 국가역량이 집중된 산·학·연 연구체계로 수행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타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산․학․연 융합연구체계

로 구성

§ 확보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핵심 미생물, 빅데이터는 향후 국가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

리 체계 확립 및 운영

§ 해양산업동물, 해양플랑크톤, 해양거대조류 효용성 검증 및 실증은 타사업에서 구축된 스마트팜, 미세

조류, 해조류 대량 배양시설 및 전문성을 보유한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이 협업시설 구축비용 절감

및 연구 효율화 추진

¡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시스템․분석, 오믹스분석, 미생물․생명공학, 해양생물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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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추진체계

3. 추진 일정 로드맵

해양생물
마이크로-

바이옴
분석 및

확보 기술
개발

1차년도

기반 기술 구축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 확립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분석 및 메타게놈 분석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정보 빅테이터 구축 및 해석

2021
정보 및 자원 생산 정보 및 자원 분석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빅데이터 분석 툴 구축

2022 2023 2024 2025 2026

컬쳐로믹스 (Culturomics) 기술 확립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

핵심미생물 적용 후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분석

해양생물
마이크로-

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

생물 배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대상 해양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핵심 미생물 적용 개선 효과 평가

핵심 미생물 도입 평가 마린바이오틱스 제작 및 효능 검증

미생물 제재 제작

대상 해양생물 분석 시스템 구축

해양생물
마이크로-

바이옴
검증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모사 시스템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용 신규 모사생물 확립

해양동물 소화기관계 모사 반응기 구축

숙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

핵심 미생물 효용성 검증

핵심 미생물 후보군의 효용성 검증

효과 검증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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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제안서

과제명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총 연구기간 ‘21∼ ’26
총 정부출연금

(연간)

480억원

(80억원)
협약 형태 다년도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해당없음 과제 성격 기초·응용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해양수산과학

기술분류
해양수산생명(해양생명) - 해양수산생명현상규명(해양생물자원 유전현상규명)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명현상규명기술

필요성 및

동향

□ 연구의 필요성
ㅇ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신약, 진단 및 예방, 농업, 수산, 식품, 환경, 에너지 등 거

의 모든 산업 영역에 파급. 세계 각국 경쟁적 투자 확대 중. 시급한 연구지원이 필
요

ㅇ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체 등 타 분야에 비해 시작 단계. NGS 분석, 빅데
이터 분석 등의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의 감소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용이해짐. 해양 분야 융합연구를 통해 짧은 기간 내 세계적 경쟁력 확보 기회

ㅇ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숙주 생물의 먹이 소화, 성장, 건강, 환경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복원, 질병 개선/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등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 필요

□ 국내외 연구동향
ㅇ 현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에 참여
ㅇ 전세계적으로 ‘the TARA Oceans Project’, ‘the Earth Microbiome Project’

등 거시적이고 다국적 수준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ㅇ 한국은 다국가 컨소시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논문 비중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국내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과제는 소규모 저예산에 머무름
ㅇ 과거에는 주로 숙주-단일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으나 마이

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연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숙주와 마이크로바이옴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연구로 옮겨가고 있음

연구목표

□ (최종목표)
ㅇ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용 기능 규명을 통한 산업적 가치 증대 기

술 개발
※ 제시된 최종목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최종성과물)
ㅇ 해양생물 종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데이터
ㅇ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라이브러리
ㅇ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효용성 검증 시스템
ㅇ 해양생물의 생존/성장/포자착생/생먹이가치 증진 마린바이오틱스
ㅇ 해양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적용으로 생산성 증가된 대사산물
※ 제시된 최종성과물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주요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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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다양성 분석 3000 건 - 해양생물 100종
- 코어/참조
마이크로바이옴 제시

메타게놈 분석 20 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 건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확보

주요 미생물 분리 및

실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1000 종

- 생물 조직 유래 분리

종 수 기준

- 고속화 배양 시스템

도입

핵심 미생물(군) 후보
분리/유전체 분석

50 종/10 건 중점연구대상 생물별

5-8종 기준

해양 마이크로

바이옴 효용성

검증

모델 시스템 이용 검증
해양동물 1건 활용, 

1건 구축

- 바다송사리 활용

- 신규 모델 구축

In vitro 모사 시스템 구축

및 검증

해양생물 2 종 모사

시스템

유익 미생물 후보(군) 10 
종 검증 실험

산업

해양동물의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생존/성장 증진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생존율 및 성장율 각각�

5-10% 향상

해양플랑크톤의

대사산물 생산성

및 먹이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적용 생산량

증진 대사산물
1 건 이상

단위부피당 생산량 10% 
향상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미세생먹이 품질개선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어류 생존율 5% 향상

해양거대조류의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포자

착생/성장 증진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1 건 이상 단위부피당 생산성 10% 
향상

주요

연구내용

□ 해양생물 100종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ㅇ 중점연구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ㅇ 유용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ㅇ 서식지 우점/한국 고유/지표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

석
ㅇ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 및 해석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미생물 분리
ㅇ 컬쳐로믹스 (Culturomics) 기술 확립
ㅇ 주요 미생물 분리
ㅇ 핵심 미생물 후보 분리, 배양 및 유전체 분석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효용성 검증
ㅇ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ㅇ 해양동물 모사 시스템 구축 및 유익 미생물 효용성 검증
□ 해양산업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ㅇ 해양동물 배양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항생제 대체 효과 검증
ㅇ 해양생물의 생존율 증가 및 성장 증진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

의 효과 검증
□ 해양플랑크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대사산물 생산성/미세생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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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질 개선 기술 개발
ㅇ 해양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 생산 증대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

물의 효과 검증
ㅇ 해양동물플랑크톤 기반 무해 미세생먹이 생산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증
□ 해양거대조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ㅇ 거대조류의 포자 착생 촉진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

증
ㅇ 거대조류의 성장 증진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익 미생물의 효과 검증

기타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 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
음



- 90 -

제5절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 성과

가. 기술적 측면

¡ 국내 선도적 연구를 통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기초/응용 연구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 체계적, 선도적 연구를 통한

관련분야 경쟁력 확보 기대

§ 연구를 통해 구축되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기초연구 활성화 및 원천

기술 개발 기대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노하우 확립 기대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자원의 다양한 분야 활용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군집의 culturomics 적용에 따른 high throughput 신개념 기

술 및 자원확보 기대

§ 확보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소재를 활용한 질병제어/건강증진, 해양환경 개선 분야원

천기술 개발 기대

§ 구축된 배양기술은 난배양성, 절대혐기성 미생물 등 특수조건의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범

용기술로 활용 가능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플랫폼 연구를 통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 경쟁력 확보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의 확보, 관리, 분석을 위한 국내최초 플랫폼 확보 가능

§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통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노하우/원천기술 확보

§ 타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및 오믹스 분석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대단위 융합연구 및 타분야 기

술지원 기대

¡ 해양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양식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독자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

§ 우리원이 보유한 미생물, 해양생태 그리고 양식 분야의 협업을 통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분

야의 원천 및 산업 활용 기술 보유

§ 어류의 성장과 건강성 유지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우리나라 500억 시장)을 최소화

¡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식물플랑크톤 자원의 대량 증식 기술 확보

§ 유용 식물플랑크톤과 미생물군의 성장 환경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가능

§ 건강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 유용 미세조류의 원료 생산에서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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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 헬스케어, 식품 생산, 화장품 등의 생산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 기대

§ 관련 기초 연구 분야 활성화 기대

¡ 해양생물의 내외부 공생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생명·생태 기능 규명

§ 그동안 해양 생태계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생물-생물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모델 시스템 발

굴을 통해 새로운 생태·생명 기능을 발굴하고 규명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

나. 경제 산업적 측면

¡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바이오원천기술 확보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유래 신규자원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기술 확보를 통한 빅데이터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시대 적극

대응

§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 분야 연구 개발 기간 절감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소재 및 원천기술 활용 산업 발전 기여

§ 해양생물 양식, 해양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의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을 통해 전지구적 해양환경의 변화와 오염에 따른 양식산업의 생산

성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

§ 이상 고수온·저수온 그리고 빈번한 질병 발생에 따른 양식생물의 생존율 감소 및 성장률 둔

화를 개선

¡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는 플랑크톤 자원의 국산화

§ 자원의 공급단가를 낮추어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가능

¡ 해양생물의 내외부 공생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생명·생태 기능 규명

§ 새로운 생명·유전자원 발굴을 통한 경제·산업적 적용 기반 구축

다. 사회 문화적 측면

¡ 선도적 연구경쟁력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국민기대 부응

§ 다국적 협력연구가 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세계적 연구경쟁력 확보를 통한 한국 과학

기술 수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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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생물 안전성 정보 제공을 통한 해양생물에 대

한 국민 안심에 기여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해양생물 건강 증진을 통한 수확량 증대에 활용

§ 해양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친환경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대

¡ 양식생물 생산에 사용하는 화학약품(항생제, 백신, 성장촉진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혐오감

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정성 확보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함

§ 우리나라 생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중국 등 수입 수산물의 수입대체 효과

¡ 플랑크톤 자원 증식, 활용의 독자적 기술 확보로 대국민 위상 제고

¡ 해양생물의 내외부 공생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신생명·생태 기능 규명

§ 새로운 생명현상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국민의 자연 및 해양학적 관심 증대

2. 성과 활용 방안

가.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관련분야 지원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빅테이터 플랫폼 운영

§ 구축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활용 기반 마련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빅테이터 플랫폼 활용 저변 확대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활용 저변확대를 위해 타 연구 분야 기술제공 및 협력

§ 해양생물 연구 이외, 다양한 해양환경 및 기타 환경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본 과제에

서 개발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적용

§ 다양한 해양/연안 환경 및 수산·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현상과 연관된 마이크로바

이옴 연구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 활용

§ 대양 등 전지구적 해양의 기후변화와 연관된 전지구적 스케일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활용

나.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및 실물자원 산업분야 활용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소재 산업분야 활용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분리된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활용하여 해양생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 확보된 미생물 소재를 활용하여 미세조류 증식 기술 개발로 미세조류 대량배양 등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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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

§ 위기종의 배양보존기술 개발과 종 보존에 활용

§ 확보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래된 원천 해양미생물을 활용하여 효소, 폴리머 등의 소재 생

산에 활용

¡ 양식 수산물 생산에 기존의 화학약품(항생제, 백신, 성장촉진제 등)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대상

생물의 건강성과 생존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양식생산성 제고에 활용

§ 사육수내 여과 및 질병원인균 조절: 사육수의 수질 유지와 질병원인균 조절은 양식생물의

생존과 건강성 유지에 필수 요인으로, 사육수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사육·생산 환경 제공에 활용함

§ 영양 이용성 및 면역력 향상: 기존의 화학약품을 대신하여 먹이(동물성 플랑크톤, 사료 등)

에 관련 미생물 첨가를 통해 양식생물의 원활한 영양대사와 환경변화 및 질병 감염에 대한

면역력 향상에 활용함

§ 초기 생존율 향상 및 기형률 저감 기술: 종자생산(수정란→종자)이 어려운 고부가 양식생물

의 초기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양식생물의 번식 및 초기 생존·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사육수 및 먹이용 동물성 플랑크톤에 처리하여 종자 생산성 향상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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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주식회사 해랑기술정책연구소 용역 분석) (첨부 3)

가. 분석 목적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적 목적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본 사업이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판단하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R&D 상위 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의 추진력 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목적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의 일관성

§ 국내외 환경 속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 평가

§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분석하여 타당성

을 평가함

§ 국정과제 및 해당부처의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환경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제거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사업이 민간에서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에 대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평가

§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다.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2017년 7월에 발표,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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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국정 과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관부처로서 수산자원 관리강화, 해양생태계 기반 수

산정책 실현,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강조

§ (검토결과) 본 연구개발 사업은, 첨단 양식기술 환경 조성 기여, 친환경 양식 산업 기여, 지

속가능한 해양 관리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및 이행계획”에 부합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제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

혁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 이는 전통적 어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한 중요한 전략

§ (검토 결과) 본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과제인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체계

적인 연구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신규자원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정책적으로 부합

¡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친환경양식을 위한 ICT 융·복합 양식플랜트 개발을 부처

R&D로 선정함

§ 해양수산부는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동 계획

수립

§ (검토 결과) 지속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이 연구 주요 목표인 본 연구개발 사업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부분의 전통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의 추

진 목표는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로 본 사업과 연관성이 아주 높음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

반 확보, ③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④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

성이라는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

§ (검토 결과) 본 연구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 전략 1인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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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 개요

§ 일 시: 2019년 11월 28(목) PM 02:00 ~ 17:30

§ 장 소: 목장원 오필로스홀(부산시 영도)

§ 참석자: 이현숙 외 38명

- 전문가 패널: 김봉수(교수, 한림대), 전체옥(교수, 중앙대), 정상빈(변리사, 유미특허),

정호용 (연구소장, ㈜3BIGS), 염승식(책임연구원, KIOST), 이현숙 (책임연구원,

KIOST)

- 외부참석자: 김경호 교수(부경대), 홍재승(올팩바이오), 강혜민(성균관대), 변은진(성균관

대), 김병권(오믹스피아)

- 내부참석자(KIOST): 이정현 외 28명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필요성 및 현황 보고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현황 (이현숙 박사, 과제책임자)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

구개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차별성, 대표성, 경쟁력, 유용성 측면에서 분석

하고 1)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빅데이터 구축 및 핵심미생물 배양기술개발, 2)해

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용성 규명 및 활용기술개발 등 2개의 세부목표를 도출

§ 해양 연구의 새로운 장-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염승식 박사)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및 해양생물(산호, 해면, 고래 등)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현황을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사례로 1) 환경오염에 따른

Scleronephthya(산호) holobiont 연구, 2) 해수변화에 따른 Ecklonia cava(감태, 해조

류) holobiont 연구, 3) Jellyfish(해파리) metamorphosis vs. microbiome

interaction 연구 등을 소개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해 1) model organism 선정 2) mesocosm 인프라 구축,

3) 미생물 분리배양기술 등의 필요성을 강조. 더불어, 유용소재 개발을 위한

metagenome 연구가 필요성을 제시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사업 패널토론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주제의 적절성

- 환경, 생태, 호스트-마이크로바이옴 등 연구범위가 광범위. 연구범위의 구체성이 필요(김봉

수 교수, 정상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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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에 있어서 1) 환경적인 관점에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환경 생태계

이해, 2) 경제적 관점에서 해양 동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유용 미생물 활용 또는 어류와의

상호작용 연구 등을 제안(전체옥 교수)

- 연구 대상 생물종의 선정 및 핵심 미생물 배양 기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aquarium, mesocosm 등) 여부의 고려가 필요(염승식 박사)

§ 연구범위의 적절성

- 해양 환경 생태, 호스트-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자체에 대한 유용성 등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임. 또한, 조류(미세조류, 거대조류)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 유용성에 부합되며, 어

류와도 연관이 가능(김봉수 교수, 전체옥 교수, 정호용 박사)

- 산호, 해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제외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더하여,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방향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

로 대상을 선정(정상빈 변리사)

- 호스트-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공생관계 규명, 미생물간 상호작용, 메타게놈 라이브러리

구축 및 유용소재 개발 등을 제안(염승식 박사)

§ 연구비, 연구기간,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및 제안

- 연구기간이 6년인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 연구비는 현재의 연구범위를 포함할 경

우, 2배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연구비로는 연구범위의 축소가 필요

(김봉수 교수, 전체옥 교수, 정상빈 변리사, 정호용 박사)

- 평가지표는 대상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 개수 (최소 n5 이상), interaction 규명,

미생물 배양 기술 확립, 환경에 따른 군집구조 변화 생체지표, 유용 메타게놈 건수 등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 부처(해수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지표 반

영이 필요(김봉수 교수, 전체옥 교수, 정상빈 변리사, 염승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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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목적 및 내용

¡ 분석 목적

§ 사업 환경 분석을 통한 연구기획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에 근거한 객관적 타당성 평가 분석을 통해 기획과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분석 기관

§ 주식회사 해랑기술정책연구소 용역 분석

¡ 분석 내용

§ 기획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향 관련 기초 정량자료 확보

§ 관련 연구동향을 반영한 기초 정량자료 확보

§ 기획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일반지침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경제성 분석 수행

나. 편익 항목의 개요

¡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 본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사료첨가제에 활용함으로써 사료첨가제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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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 양식 생산성 증대 편익

§ 사육수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사육․생산 환경에 기여함으로써 양식

어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영

¡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 부가가치 증대 편익

§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증대 효과

§ 예를 들어, 두날리엘라, 헤마토코코 등의 배양을 통해 얻어지는 항산화 제재, 기타 의료적 제재 등의

생산효율성이 증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식별

¡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

§ 거대조류 포자 착생 촉진을 위한 미생물 제재 개발을 통해 거대 조류 생장성이 증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양오염저감 편익

§ 기존의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식 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저감함으로써 발생하는 편

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영

§ 이와 함께 항생제 사용 저감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도 함께 제고

<표 2-12> 편익 항목 개요

편익 항목 내용 반영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사료첨가제에 활용함으로써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반영

양식 생산성 증대 편익

사육수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사육 및 생산 환경에

기여함으로서 양식업 생산성 증대

반영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 연구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효과
반영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
거대조류 포자착생 촉진 미생물제재 개발을 통한

거대조류 생장성이 증대되는 효과
미반영

해양오염 저감 편익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식 시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 및 수산물 안전성 제고
미반영

¡ 편익 항목 중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과 해양오염저감 편익은 경제성 분석의 정량적 기반 보수적

접근 원칙에 따라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은 포자 착생 촉진을 위한 미생물제재의 효과성이 경제적 정량 효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 편익 추정에는 반

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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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은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중복가능성이

존재

§ 해양오염 저감 편익은 현시점에서 해양오염 저감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수산물 안정성에 얼마

만큼 기여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데이터 부족

다. 부가가치 창출 편익

¡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 연간 경제적 편익 = 양식용 사료첨가제 세계 시장규모 × 시장점유확대율(1.0%) × 사업기여율

(100.0%) × R&D 기여율(40.0%) × R&D 사업화 성공률(42.3%) × 부가가치율(39.2%)

¡ 어류 양식어업의 생산성 증대 편익

§ 연간 경제적 편익 = 어류 양식어업 생산금액 × 생산성 증대율(10.0%) × 사업기여율(100.0%)

× R&D 기여율(40.0%) × R&D 사업화 성공률(42.3%) × 부가가치율(39.2%)

¡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추정

§ 연간 경제적 편익 = 해양바이오 의약시장 국내시장규모 × 관련 시장의 시장점유율(10.0%) ×

사업기여율(100.0%) × R&D 기여율(40.0%) × R&D 사업화 성공률(42.3%) × 부가가치율

(39.2%)

¡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에 따라 4.5%, 편익기간은 KISTEP(2011)에 따라 7년 적용

라. 비용의 추정

¡ 연구비 총액은 48,000백만원으로, 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표 2-13>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마.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5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연도　 연차별 연구비(백만원)

2021 7,500

2022 7,500

2023 8,000

2024 8,000

2025 8,500

2026 8,500

합계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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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4백만원, 총 비용의 현재가치는 37,786백만원, 순현재가치는 2,028백만원

¡ 추후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양식생물의 초기 사망률이 줄어들고, 해양오염 등이 저감되어

해양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보다 낙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

¡ 추후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거대조류 생장성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해양오염 등이 저감되어 해

양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

용비율은 보다 낙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

구 분 추정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백만원) 39,814

총 비용의 현재가치 (백만원) 37,786

순현재가치 (백만원) 2,028

편익-비용 비율 1.05

내부수익률(IRR) 5.3%

<표 2-1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4. 일자리 창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일자리 창출효과

¡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9)” 기준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여 약 589.0명으로 분석됨

구분 일자리창출효과(명)

직접고용효과 211.5

간접고용효과 377.5

총 합계 589.0

<표 2-15> 본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

석결과는 <그림 2-47>과 같음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총 연구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95,58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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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7,243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1,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

석됨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
(지수) 1.0000

　
(지수) 0.9914

　
(지수) 1.9914

48,000 47,587 95,587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
(지수) 0.3920

　
(지수) 0.3839

　
(지수) 0.7759

18,814 18,429 37,243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

➡
(지수) 20.2366

　
(지수) 6.1256

　
(지수) 26.3622

971 294 1,265

<그림 2-47>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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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연구목표 대비 달성 내용

연차별 달성 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연구목표 연구내용 달성실적

연구
동향,

환경 분석

1-1.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전

망 분석

국내·외 연구논문 분석 완료, 국내·외 정책 동향 분
석 완료, 국내·외 연구 과제 동향 분석 완료, 연구개
발 분야에 대한 기술 수요 및 향후 전망 예측을 위하
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전문가 의견
수렴 100

1-2. 기술특허분석 기술특허 분석 용역을 통하여 분석 수행 완료

1-3. 연구동향, 환경분석에 대

한 종합 시사점 도출
연구동향,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완료

연구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 최종 목표 도출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세부 목표 도출 완료

100
2-2.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국내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차별성 조사 완료,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
의 의견 수렴, 정책 및 경제성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하여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완료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2-1.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

립

해양 및 마이크로바이옴관련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융합전략 및 추진체계 도출

100
2-2. 기술개발 로드맵(TRM)

제시
기술개발 로드맵(TRM) 제시 완료

3-3.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

요인력 제시

사업 추진전략 설정, 평가지표, 예산안 도출, 연구인

력 설정

연구개발
제안서
작성

4-1. 연구개발 기획 보고서 작

성 및 연구개발 제안서 도출

연구·기술동향 종합적 분석,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

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중점 연구 과제를 도출,

연구개발 제안서 도출 완료

100

계 100

2. 달성된 연구목표의 질적 완성도

¡ 기획과제를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 타당성 분석과 세부 추진계획 수

립이 목표로 설정되었고 성실하게 세부목표 아래 연구 내용들을 수행함

¡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연구 주제의 사업화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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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당성의 기초를 확립하였음

¡ 연구 주제에 관련하여 다각도로 연구 대상 및 활용 분야를 도출하고자 연구 수요 조사를 면밀

히 수행함. 이는 전문가 자문, 논문 및 특허 분석을 통하여 최신 연구 동향 파악과 아울러 국

내 해양생물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고자 함. 원천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도출함

¡ 연구 타당성은 전문가 자문시 꾸준히 연구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공

청회를 통하여 기획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평가받음

¡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중 생산자 중심 편익 접

근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데이터로 식별 가능한 분야의 시장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그 결과, 연구비 투입 대비 편익 비율이 1.05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구 과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에도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큰 기여를 하였

으며,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적 생물제

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추진되었던 2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연

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 규모 및 기술 로드맵을 설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있어서 기획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용함

¡ 기획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기획과제 중간 점검회 때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과제로

평가받았음. 또한 우수한 과제 5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완성도가 높은 기획으로 평가 받음. 그

결과 경제성 평가 예산을 추가 지원 받음

¡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신규 기관목적사업) 반영을 위한 과제로 제안

서를 제출하였고 4개 후보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및 과기정책과에 과

제 설명했을 때 긍정적 반응을 얻음

¡ 다부처유전체사업단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 요구시 기획과제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

서 제출함. 이후 총괄단에서 기획과제 보고서 공유 제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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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외 기여도

 1. 관련 분야 기여도

¡ 해양미생물, 해양생태, 해양생물, 대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의 필요성

을 공유하여 기획과제에 참여하여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활용 방안을 강구함

¡ 연구 대상 및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범위를 고민하고 장단점을 논의한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향후 논의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화 도움

¡ 기획 과제가 제안하는 범위의 연구 내용과 수준으로 해외 연구 수행 사례는 많으나 국내에서

는 사례가 없으므로 도전적 과제로 경쟁력 높이는 기회가 됨을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하

여 알리는 기회가 됨

¡ 다부처유전체사업단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하는 연구개발 내용이 당 기획과제의 주제와 유사하

여 총괄단의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기획과제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사업 기획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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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연구결과의 활용성

가. 사업성격(주요사업 또는 국가R&D) 적합성

¡ 해양과기원 임무 및 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 해양자원의 관리·이용·개발에 관한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발전 전략

(2012-2020)에 따른 주요기능이며 해양생물·유전자원은 대표적인 해양 자원임.

- 해양생물자원 이용기술은 해양과기원의 기본 이념, 비전 및 미션과 연계하여 선정한 12

대 중점 연구 분야임

- 본 기획연구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기원이 지향하는 이념, 중점 연구 분야, 연구 전략과 일치하며 기술

원의 고유 기능에 부합함

¡ 해양과기원 R&R과의 부합성

§ 상위역할 ‘대양 바이오/광물자원 탐사로 해양신자원의 산업화’의 주요역할 1 ‘해양생명․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해양신산업 창출 견인’ 에 해당하며 세부역할 1-2 ‘해양 생

물자원 기반 기능성 산업 소재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에 부합함. 이를 통한 해양생

명·유전자원 등 신해양자원 발굴, 활용 기술 개발 및 개발 역량 확보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 해양과기원 연구성과계획서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8-2022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전략목표 ‘해양바이오 전략

광물자원 개발 및 미개척 대양 신자원 탐사’ 하의 성과목표 ‘해양생물 유전자원 활용기

술 개발’의 주요 분야에 부합함

¡ 국가적 아젠다(정부 국정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의 연계성

§ ‘19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중 미래선도과학기술 역량 강화(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

발 생태계 구축)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원천기술 선점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에너지 등 중장기 신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함

§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새로운 기술문명(4

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비하고자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바

이오 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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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규모

§ 75~85억 원/년 x 6 년 = 총 480억 원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대형사업(국가 R&D 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신규 기관목적사업) 반영을 위하여 연 20억 규모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4개 후보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제 1순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양수

산부와 연구협의를 통하여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2021년도 예산 확보를

통하여 국가 R&D 사업으로 만들고자 추진 중임

§ 향후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유전체사업단 후속사업에 포함

시켜 국가 R&D에 참여할 계획임

3. 연구결과의 공공적 파급효과

¡ 기획과제를 바탕으로 본 과제로 개발시, 현재까지 진행된 저예산, 소규모의 해양 마이크

로바이옴 과제 수행에서 오는 제한을 넘어 대형 다학제간 융합적이며 지속적인 연구 수

행을 통하여 새로운 원천 기술 및 활용 기술 개발이 가능하며 해양 분야의 현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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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최종평가시 지적·권고사항 반영내역

  

지적･권고사항 요지 반영내역 비고

기관의 ‘R&R’ 과의 부합성, 연계성을
제시 필요

해양과기원이 부여한 역할에 잘 부합

하며 연계성이 높은 과제임을 제시
p.107

해외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해외 연구 동향 추가 조사 및 작성 p.42-67

연차별로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

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성적 성

과지표 제시가 필요

기획과제이므로 상세기획 수준의 연

차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하지

않으나 주요성과지표를 연구개발 제

안서에 추가함. 추진 일정 로드맵 제

시

p.87-90

R&D 기획에 어울리는 용어와 형식을

충족하여야 함. 연구비 규모를 확

대하고, 동 연구를 통해 도달하고

자 하는 기술의 수월성, 충족되는
공공수요 및 수요대상 등을 적시하

고 그들의 의견이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기획보고서 형식에 맞춰 자료 추가

및 재작성함. 연구비 규모(180억원에

서 48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연구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연구

성과 및 내용을 도출하여 보고서에

추가 작성

p.71-75

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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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첨부자료

첨부 1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 분석 

<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된 해양생물 현황

해양생물 Species Reference

　식물

Alga Microchloropsis salina 　

Brown Alga (Seaweed)

Ascophyllum nodosum Martin et al. 2015

Splachnidium rugosum Albakosh et al. 2016

Sargassum muticum Serebryakova et al. 2018

Fucus vesiculosus Parrot et al. 2019

Green Alga (Seaweeds)

Cladophora Graham et al. 2015

Ulvales Wichard et al. 2015

Caulerpa Morrissey et al. 2019

Macroalgae Macroalgae Busetti et al. 2017

Manatee Grass Syringodium filliforme Ugarelli et al. 2019

Kelps
Nereocystis luetkeana Weigel et al. 2019

Macrocystis pyrifera Weigel et al. 2019

Red Alga (Seaweed)

Delisea pulchra Lachnit et al. 2016

Corallina officinalis Brodie et al. 2016

Delisea pulchra Zozaya-Valdes et al. 2016

Laurencia dendroidea de Oliveira et al. 2012

Sea Grass
Zosteramuelleri Hurtado-McCormick et al. 2019

European Seagrasses Cucio et al. 2016

　동물

benthic Foraminifera benthic Foraminifera Prazeres and Renema 2019 　

Bottlenose dolphin

Turisops truncatus, T. aduncus,

hybridA
Nelson et al. 2015

Tursiops truncatus Diaz et al. 2013

bottlenose dolphin Johnson et al. 2009

Clam Mercenaria mercenaria Murphy et al. 2019

Clownfish clownfish Parris et al. 2019

Copepod Temora longicornis Dorosz et al. 2016



- 119 -

Acartia tonsa Dorosz et al. 2016

Coral

Acropora sp. Beltran et al. 2016

Stylophora pistillata Bayer et al. 2013

Porites astreoides Meyer et al. 2014

Oculina patagonica Rubio-Portillo et al. 2016

Fungia echinata badhai et al. 2016

unicella cavolini Bayer et al. 2013

Eguchipsammia fistula Rothig et al. 2017

Corallium rubrum van de Water et al. 2016

Anthothela sp. Lawler et al. 2016

Acropora palmata Meyer et al. 2015

Acropora muricata Gissi et al. 2019

Acropora millepora Lema et al. 2014

Coral Neave et al. 2017

Seriatopora hystrix Pantos et al. 2015

Model Aiptasia Ahmed et al. 2019

Cnidaria Boume et al. 2016

Tubastrea coccinea Engelen et al. 2018

Rhizopsammia goesi Engelen et al. 2018

Caribbean gorgonian Shirur et al. 2016

Paramuricea placomus Kellogg et al. 2016

Muricea californica, M. fruticosa Holm et al. 2016

Erythropodium caribaeorum McCauley et al. 2016

diatom diatom Majzoub et al. 2019

Dinoflagellate Alexandrium Sorenson et al. 2019

Dolphin Stenella coeruleoalba Godoy-Vitorino et al. 2017

Dugong Dugong Nelson et al. 2015

Fish Epinephelus fuscoguttatus Hennersdorf et al. 2016

Fish Cod
Gadus morhua Le Doujet et al. 2019

Atlantic cod Riiser et al. 2019

Fish Crevalle jack 　 Givens et al. 2015

Fish golden pompano Trachinotus ovatus You et al. 2019

Fish Great barracuda 　 Givens et al. 2015

Fish Hogchoker 　 Givens et al. 2015

Fish Killifish Fundulus heteroclitus Larsen et al. 20015

Fish King mackerel 　 Givens et al. 2015

Fish Kingfish Seriola lalandi Walbur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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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Mahi-Mahi 　 Givens et al. 2015

Fish Mummichog 　 Givens et al. 2015

Fish Pinfish 　 Givens et al. 2015

Fish Red drum 　 Givens et al. 2015

Fish sablefish sablefish Rhodes et al. 2016

Fish Salmon Salmo salar Green et al. 2013

Fish Sea bass

　 Givens et al. 2015
Dicentrarchus labrax Duarte et al. 2019

Dicentrarchus labrax Rosado et al. 2015

Fish Sea bream
Sparus aurata Rosado et al. 2015

Sparus aurata Califano et al. 2017

Fish Silver perch 　 Givens et al. 2015

Fish Southern

flounder
　 Givens et al. 2015

Fish Spanish

mackerel
　 Givens et al. 2015

Fish Totoaba Totoaba macdonaldi Barreto-Curiel et al. 2018

Fish Turbot Scophthalmus maximus Xing et al. 2013

Gorgonian Gorgonian van de Water et al. 2017

Halophytes
Glaux maritima, Salicornia

europaea
　

Hawaiian bobtail squid Euprymna scolopes McFall-Ngai 2014

Humpback dolphin Sousa chinensis Gong et al. 2019

Humpback whale Megaptera novaeangliae Apprill et al. 2014

Jelly ctenophores
Beroe ovata Daniels and Breitbart 2012

Mnemiopsis leidyi Daniels and Breitbart 2012

Jellyfish Jellyfish Tinta et al. 2019

Manatee Trichechus manatus latirostris Nelson et al. 2015

Marine Copepod Marine Copepod Moisander et al. 2015

Marine diatom Pseudo-nitzschia Sison-Mangus et al. 2014

Marine limpet Patella pellucida Dudek et al. 2014

Marine nematode marine nematode Beller et al. 2019

Marine oligochaete

worm
Olavius algarvensis Woyke et al. 2006

Marine polychaete Capitella teleta Hochstein et al. 2019

Mussel Geukensia demissa Murphy et al. 2019

Oyster

Pinctada margaritifera Dube et al. 2019

Crassostrea virginica King et al. 2012

Crassostrea virginica Murphy et al. 2019

Crassostrea virginica (Bivalvia, Pierc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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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eidae)

　 Lokmer et al. 2015

Red Snapper Lutjannus argentimaculatus Reshma et al. 2018

Reef Coral Reef Coral Ziegler et al. 2017

Sandbar shark 　 Givens et al. 2015

Sea Anemone

Exaiptasia Herrera et al. 2017

Nematostella vectensis Mortzfeld et al. 2016

Sea Anemone Morelan et al. 2019

Edwardsiella andrillae Murray et al. 2016

Sea Cucumber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 Yamazaki et al. 2016

Apostichopus japonicus Zhang et al. 2019

Sea Lamprey Sea Lamprey Tetlock et al. 2012

Sea Lion

Neophoca cinera Nelson et al. 2015

Neophoca cinerea Delport et al. 2016

Neophoca cinerea Lavery et al. 2012

Sea Slug Elysia chlorotica Deveine et al. 2012

Sea squirt Ciona intestinalis Blasiak et al. 2014

Sea star
Asteroidea Galac et al. 2016

Sea star Carrier et al. 2019

Sea Turtle
Eretmochelys imbricata Sarrmiento-Ramirez et al. 2014

Caretta caretta Abdelrhman et al. 2016

Sea urchin Lytechinus variegatus Hakim et al. 2015

Seal

(Fur Seal, Leopard

seal, Hooded seal,

Harbor seal

Grey seal)

Phoca vitulina Numberger et al. 2016

Seals Rosales et al. 2015

Arctocephalus pusillus doriferus Nelson et al. 2015

Hydrurga leptonyx Nelson et al. 2015

Cystophora cristata Nelson et al. 2015

Phoca vitulina Nelson et al. 2015

Halichoerus grypus Nelson et al. 2015

Sharpnose shark 　 Givens et al. 2015

Shrimp

Rimicaris exoculata Methou et al. 2019

Pleuronectes platessa Heindler et al. 2019

Litopenaeus vannamei Duan et al. 2019

Litopenaeus vannamei Huang et al. 2016

Southern elephant

seal
Miroung aleonina Nelson et al. 2015

Sperm whale Physeter catodon Li et al. 2019

Spinner shark 　 Given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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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

　 Webster et al. 2010

Hymeniacidon heliophila Weigel et al. 2016

Xestospongia muta Lesser et al. 2016

Sarcotragus spinosulus Hardoim et al. 2014

Inflatellapellicula Jackson et al. 2013

Haliclona fulva Garceia-Bonilla et al. 2019

Cinachyrella Cuvelier et al. 2014

Asbestopluma hypogea Dupont et al. 2014

Arenosclera brasiliensis, Trindade-Silva et al. 2013

Amphimedon queenslandica Fieth et al. 2016

Chondrocladia grandis Verhoeven et al. 2017

Xestospongia muta Morrow et al. 2016

Mass mortalities Belikov et al. 2019

Arenosclera brasiliensis Trindade-Silva et al. 2012

Porifera Webster and Thomas 2016

Stylissa carteri Ryu et al. 2016

Xestospongia testudinaria Ryu et al. 2016

Carnivorous Sponges Hestetun et al. 2016

Yeti crab Kiwa puravida Goffredi et al. 2014



첨부 2  특허동향 조사 보고서

� �

특허동향 조사 보고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분석

2019.08

본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비 지원하에 유미특허법인에서 분석 업무를 진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허락 하에 사용해야 함



I.�개요 1

1.�분석배경 및 목적 1

가.�분석배경 1

2.�분석범위 2

3.�특허분석체계 4

II.�정량 분석 5

1.�특허기술 Landscape 5

가.�국가별 Landscpae 5

나.�기술시장 성장단계 9

다.�경쟁자 Landscape 13

2.� IP�부상도 분석 16

가.�출원증가율 분석 16

나.�최근 출원 점유율 분석 17

다.�특허 시장확보력 분석 18

라.� IP�부상도 종합 결론 19

III.�정성분석 20

1.�정성분석 방향 20

2.�특허 리스트의 DB화 20

3.�정성 분석 22

IV.�분석결과 종합 34

1.�결론 34

가.�정량분석 검토의견 34

나.�정성분석 검토의견 37

다.�종합결론 38

목차



- 1 -

I. 개요

1. 분석배경 및 목적

가. 분석배경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총 또는

미생물군유전체 등으로 지칭되며 집단 전체의 유전체 총합을 의미함

□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며,�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이

고 있음.�다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marine� microbiome)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중 하나이며,� 해양

및 기타 해양 환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미생물 군집으로,�해양 오염에 대처하는 열쇠가 되고,�신규 바

이오플라스틱 또는 의약품의 공급원으로서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특허동향분석을 실시함

□ 본 분석을 통하여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연구의 특허 현황 및 국가별 기술경쟁력 등

의 분석을 실시하고,�전략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중복연구를

방지하고,�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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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범위

�본 분석에서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과 관련하여 1997년 01월~2019년 08월 16일까지 출원공개 또는

출원등록 된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및 PCT�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함

가)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및 검색범위

(1) 분석대상 특허1)

<표>�검색 DB�및 검색범위

자료 구분 국 가 검색 DB 검색구간 검색범위

공개․등록특허
(공개․등록일 기준)

한국특허

(KIPO)

THOMSON�

INNOVATION

1997.01.01.~�

2018.08.16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헌

미국특허

(USPTO)

일본특허

(JPO)

유럽특허

(EPO)

중국특허

(SIPO)

국제특허

(PCT)

1)�※�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및 국제(PCT)특허:�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

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8~2019년

자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2017년까지 유효데이터로 분석함.�단,�정성분석에는 가장 최근 특허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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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1) 분석 대상 기술

□ 본 분석에서는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연구내용을 기초로 기술분야를 한정하지 않

고,�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에 대한 유효특허를 선정하고,�이를 정량분석 대상으로 하

여 동향분석(정량분석)을 실시하였음

(2) 기술분류기준

□ 본 분석에서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키워드,�검색식 및 검

색건수는 아래 표와 같음

분류 검색식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중국

SIPO

국제

PCT
합계

해양

마이

크로

바이

옴

CTB=(microbiome� or� microbiom*� or�

microbiota*� or� ((microbial*� or� bacteria*)�

adj� (diversity*� or� communi*)))� AND�

ALL=((marin*� adj� invertebrat*)� OR� fish�

OR� aquacultur*� OR� (aqua� adj� cultur*)� OR�

benthos� OR� microalga*� OR� bloom� OR�

algicidal� OR� macroalgae� OR� seaweed� OR�

kelp� OR� sponge� OR� coral� or� abalon*� or�

alga*� or� � shrimp*� or� mollusc� or� mussel�

or� mytilus� or� oyster� or� abyssal*� or� (aqua*�

adj� (feed*� or� product*))� or� atlantic� or�

coast*� or� Dolphin� or� turtle� or� (harbor� adj�

seal*)� or� Mediterranean*� or� ocean� or�

Oceanic� or� pacific� or� plankton� or� (reef�

adj� invertebrat*)� or� marine� or� sea� or� (sea�

adj� lion)� or� Seabream� or� seafloor� or� (sea�

101 914 65 434 895 782 3,191

분류 키워드

마이크로바

이옴

microbiome� or� microbiom*� or� microbiota*� or� ((microbial*� or� bacteria*)� adj� (diversity*� or�

communi*))

해양

(marin*� adj� invertebrat*)� OR� fish� OR� aquacultur*� OR� (aqua� adj� cultur*)� OR� benthos� OR�

microalga*� OR� bloom� OR� algicidal� OR� macroalgae� OR� seaweed� OR� kelp� OR� sponge� OR� coral�

or� abalon*� or� alga*� or� � shrimp*� or� mollusc� or� mussel� or� mytilus� or� oyster� or� abyssal*� or�

(aqua*� adj� (feed*� or� product*))� or� atlantic� or� coast*� or� Dolphin� or� turtle� or� (harbor� adj�

seal*)� or� Mediterranean*� or� ocean� or� Oceanic� or� pacific� or� plankton� or� (reef� adj� invertebrat*)�

or� marine� or� sea� or� (sea� adj� lion)� or� Seabream� or� seafloor� or� (sea� adj� squirt)� or� seawater� or�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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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검색식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중국

SIPO

국제

PCT
합계

adj� squirt)� or� seawater� or� sediment*)

유효특허건수 5 32 2 13 60 1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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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분석체계

[그림]�특허분석체계도

□ 본 분석에서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분야의 특허기술 Landscape(정량분석)�및 심층 분

석(정성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함

□ 특허기술 Landscape

 특허기술 Landscape에서는 전체적인 특허 증감 동향을 살펴보고,�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

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한 특허기술성장단계 파악,�구간별 점유 증가율 현황 파악,� �및 국가

간 기술경쟁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국가별 Landscape를 분석함

 또한,�상위 다출원인 도출을 통하여 주요 경쟁자 현황 및 주력기술분야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경쟁자 Landscape를 분석함

□ 심층분석

 선정된 유효특허의 기술을 분야별로 분리하고,�유효특허 중 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이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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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량 분석

1. 특허기술 Landscape

가. 국가별 Landscpae

가) 주요시장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그림>�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 동향

□ 2002년부터 관련 특허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관련 특허의 출원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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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특허 출원 동향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관한 관

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관련 논문 발행이 증가한 시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전체적인 관련 특허의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특정 국가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

장하기는 어려움.�현재 건수를 바탕으로 검토 시,�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

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중국 및 미국에서는 전체기술의 개발 동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전체 특허 출원

중 중국 출원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됨.�또한,�한국,�일본은 출원 증가세가 아직은 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아직까지 전체적인 관련 특허의 출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에서 아직은 기술이 탐색 단계에 있으

며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5건(4%),� 미국(USPTO)� 32건(25%),� 일본(JPO)� 2건

(1%),� 유럽(EPO)� 13건(10%),� 중국(SIPO)� 59건(46%)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미국(USPTO)

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중국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이후 2014

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중국과 미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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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그림>�중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주요시장국 별로 출원건수를 파악하고,�출원인 국적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함

으로써,�해당 국가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원경향을 관찰함

□ 중국(SIPO)� 시장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29%),� 유럽(12%),� 한국

(5%),� 일본(3%)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외국인 출원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80%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이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반

적으로 내국인의 출원이 주도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2)�

2)� ※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대부분의 기술은 내국인이 리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외국인이 리드는 기술의 경우,�그 이유를 환경적 혹은 정

책적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한다.�이러한 경우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별 내외국인 비율과 연계하여 세부기술별 내외국인 분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특정시장에서 자국기술의 시장을 리드하는 세부기

술과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세부기술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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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중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연도별)

□ 이와 관련하여,�중요시장국 별 내외국인 연도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내·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율 및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최근 2007년 이후 관련 특허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어,�

최근에 관심도가 높은 기술분야임을 알 수 있음.�다만,�전체적인 관련 특허의 출원 건수가 많

지 않아,�분석의 효용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지속적인 관련 동향의 검토는 필요할 것임

의미:::�출원국가별로 출원인 국적의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구현하고,�출원연도에 따라 내․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특허출원국가는 특허가 출원된 특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시장에서 권리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출원인국적은 어느 시장에 출원했든지 간에 출원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국적으로,� 기술보유국을 의미한다.�출원인국적을 내

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해당 출원국가에서 자국기술력이 우세한지,�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외국인의 출원건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정시장에서의 외국기술 유입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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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시장 성장단계

1) 동향조사_기술시장 성장단계 파악(기준)

본 분석의 목적:::�

o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출원 기간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증감 변화를 토대로 해당 기술분야

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파악

o 한국(KIPO),�미국(USPTO),�일본(JPO),�유럽(EPO),�중국(SIPO)�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비교 분석

출
원
건
수

           출원인수

1. 태동
- 신기술의 출현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적은 증가

2.�성장
- R&D의 급격한 증가,�경쟁의 격화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빠른 증가

3.�성숙
-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일부 업체의 도태

- 특허 수의 정체,�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4.�쇠퇴
- 대체기술의 출현,�기술발전의 불연속점 발생

- 특허 수의 감소,�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5.�회복
- 기술의 유용성 재발견,�대체기술의 쇠퇴

- 특허와 출원인 수가 증가추세로 전환

<그림>�기술시장 성장 단계 개념

□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에서 출원건수의 증가는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고 출원인수의 증가는

기술시장에의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동시 증가는

해당 기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허기술 성장단계 중 태동기 단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의 증가가 시작되는 형태로 이후 연구개발 활동

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단계이며,�성장기 단계는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태동기

와 성장기의 구분은 분석 데이터의 모수 대비 해당 구간의 증가 건수,�기술분야의 특성 및 출원인의 성

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성숙기 단계는 출원건수의 증가가 다소 주춤하고 출원인수가 감소하

는 형태로 일부 선진 출원인만이 출원을 유지하고 그 외 진입자들은 도태가 되는 단계임.�쇠퇴기 단계

는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감소하는 형태로 해당 기술의 시장이 위축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

며,�회복기 단계는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기술 트렌드 및 신규 아이디어 등에 부합하는 기술이 개

발되어 시장이 재형성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구간의 설정은 전체 기간을 일정한 연간 단위로 구간을 구분하되,�최근 급부상

하거나 이슈가 있는 기술분야의 경우,�최근 기간 등으로 한정하여 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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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할 수 있음

2) 동향조사_기술시장 성장단계 파악

□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분석하고자,� 전체 분석구간 중 최근 20년(1998~2017년)을 5년 단위 4개 구간

으로 구분하여,� 1구간(1998년~2002년),� 2구간(2003년~2007년),� 3구간(2006년~2012년),� 4구간

(2013년~2017년)을 설정하였음

□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분야의 성장단계는 그래프 상에서 출원건수와 출원

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태동기에서 태동기 말기 단계로 해

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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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적은 수로 증가하는 형태로 태동기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 대상 데이터는 5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효



- 13 -

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미국(USPT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적은 수로 증가하는 형태로 태동기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구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 대상 데이터는 32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일본의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은 대상 데이터가 2건으로 확인되어,�분석의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유럽(E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적은 수로 증가하는 형태로 태동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구간부터 최근 구간 전체에서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는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 대상 데이터는 13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중국(S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태동기에서 태동기 말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2구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전체 성장단계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4구간에서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의 특허기술 성장단계 분석 대상 데이터는 54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분야의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중국 특

허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후 구간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유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아직까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이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고 있어,�향

후,�한국(KIPO)의 특허기술 성장단계가 미국(USPTO)�또는 중국(SIPO)을 쫓아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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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자 Landscape

1) 주요경쟁자 현황

<표>�주요 경쟁자 Landscape

� �분석

� �항목

출원인

출원

인

국적

기관

성격

주요 IP시장국(건수,%)
특허

출원

증가율

(최근

5년)

합계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중국

SIPO

UBIOME� INC US 기업 9
0 6 0 1 0

900%
0.0% 66.7% 0.0% 11.1% 0.0%

DSM� IP� ASSETS� BV NL 기업 9
0 3 0 3 0

200%
0.0% 33.3% 0.0% 33.3% 0.0%

BIOTA�

TECHNOLOGY�
US 기업 9

0 6 0 1 0
900%

0.0% 66.7% 0.0% 11.1% 0.0%

UNIV� CALIFORNIA US 대학 8
0 4 1 1 0

-83%
0.0% 50.0% 12.5% 12.5% 0.0%

FRANHOFER� USA� US 기업 7
0 4 0 2 0 -100

%0.0% 57.1% 0.0% 28.6% 0.0%

SBAE� IND� NV BE 기업 6
0 2 1 1 1 -100

%0.0% 33.3% 16.7% 16.7% 16.7%

ROUSSY� INST�

GUSTAVE　
FR

연구

기관
5

1 1 0 2 1
600%

20.0% 20.0% 0.0% 20.0% 20.0%

TIANJIN� INST� IND�

BIOTECHNOLOGY
CN

연구

기관
5

0 0 0 0 5

500%
0.0% 0.0% 0.0% 0.0%

100.0

%

UNIV� MARYLAND US 대학 3
0 1 0 1 0

0%
0.0% 33.3% 0.0% 33.3% 0.0%

SECOND� GENOME US 기업 3
0 1 0 1 0

-50%
0.0% 33.3% 0.0% 33.3% 0.0%

UNIV� NINGBO CN 대학 3

0 0 0 0 3

300%
0.0% 0.0% 0.0% 0.0%

100.0

%

BGI� SHENZHEN CN　 기업 3
0 1 0 0 1 -100

%0.0% 33.3% 0.0% 0.0% 33.3%

KOREA� RES� INST�

BIOSCIENCE&BIOTEC

HNOLOG　

KR
연구

기관
3

3 0 0 0 0
300%

100.0% 0.0% 0.0% 0.0% 0.0%

CHINESE� ACAD� SCI�

SOUTH� CHINA�

ARBORETUM

CN
연구

기관
2

0 0 0 0 2

200%
0.0% 0.0% 0.0% 0.0%

100.0

%

ANHUI� XIUAN�

ECOLOGICAL� AGRIC�

CO� LTD

CN 기업 2

0 0 0 0 2
-100

%0.0% 0.0% 0.0% 0.0%
100.0

%

BLUESTAR� LEHIGH�

ENG� INST
CN 기업 2

0 0 0 0 2

200%
0.0% 0.0% 0.0% 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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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주요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7개사로 가장 많고 중국이 6개사이고 한국(KR)과

뉴질랜드(NL)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남

□ 상위 출원인 추출 결과,� UBIOME� INC,� DSM� IP� ASSETS� BV�및 BIOTA� TECHNOLOGY� INC

가� 전체 다출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UNIV� CALIFORNIA,� FRANHOFER� USA�

INC�등이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주요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활동 및 기술력의 파악을 위하여,�주요 시장국

별 출원건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출원인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증가율(5년 구간)을 살펴보면,� 이전구간(2008년~20012년)� 보다 최근구간(2013

년~2017년)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 미국의 UBIOME� INC(900%� 증가),�

및 BIOTA� TECHNOLOGY� INC(900%� 증가)와,� 중국의 TIANJIN� INST� IND�

BIOTECHNOLOGY(500%�증가)�및 ROUSSY� INST� GUSTAVE�등으로 나타났음

� �분석

� �항목

출원인

출원

인

국적

기관

성격

주요 IP시장국(건수,%)
특허

출원

증가율

(최근

5년)

합계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중국

SIPO

ASCUS� BIOSCIENCES�

INC
US

연구

기관
2

0 1 0 0 1
200%

0.0% 50.0% 0.0% 0.0% 50.0%

BIOCONSORTIA NZ 기업 2
0 2 0 0 0

100%
0.0% 10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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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경쟁자 현황

<표>�주요 IP�시장국에서의 신규 시장 진입자(잠재적 경쟁자)� (‘15～’19)�

□ 신규 시장 진입자(잠재적 경쟁자)� 확인을 위해 정량분석 유효구간과 달리 최근 특허

(2015~2019)를 대상으로 최근에 진입한 신규 시장 진입자 조사를 진행함

□ ‘15~’19년 신규 시장 진입자는 한국,�일본은 신규 진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미

국과 유럽에서 UBIOME� INC,� DSM� IP� ASSETS� BV등의 기업이 향후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중국 국적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대부분 신규 출원을 진행하고

No

KIPO USPTO JPO EPO SIPO

출원인 국적 건수 출원인 국적 건수 출원인
국

적

건

수
출원인 국적 건수 출원인 국적 건수

1 UBIOME� INC US 6 UBIOME� INC US 1

TIANJIN� INST�

IND�

BIOTECHNOLO

GY

CN 5

2

BIOTA�

TECHNOLOG

Y� INC

US 4
DSM� IP�

ASSETS� BV
NL 1 UNIV� NINGBO CN 2

3
BIOCONSOR

TIA
NZ 2

ANHUI� XIUAN�

ECOLOGICAL�

AGRIC

CN 2

4

SECOND�

GENOME�

INC

US 1
ASCUS�

BIOSCIENCES�
US 1

5

ROUSSY�

INST�

GUSTAVE

FR 1 ZHANG� Y CN 1

6
UNIV�

CALIFORNIA
US 1

UNIV�

QINGDAO�

TECHNOLOGY

CN 1

7
BGI�

SHENZHEN
CN 1

CHINESE�

ACAD�

FISHERIES� SCI�

HEILONGJIANG

CN 1

8

ASCUS�

BIOSCIENCES�

INC

US 1

SUZHOU�

ECOMAN�

BIOLOGICAL�

AGRIC�

TECHNOLOGY

CN 1

9
DSM� IP�

ASSETS� BV
NL 1

FIRST� INST�

OCEANOGRAP

HY� SOA

CN 1

10

BLUESTAR 

LEHIGH ENG 

INST

C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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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자국 내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향후 중국 시장 진입 시 많은 경쟁자가 확인

될 것으로 판단됨

2. IP�부상도 분석

가. 출원증가율 분석

�

소분류
이전구간

('08~'12)

최근구간

('13~'17)

출원증가율

(%)

한국 4 9 125.0%

미국 7 19 171.4%

일본 1 0 -100.0%

유럽 1 6 500.0%

중국 9 40 344.4%

총계 22 74 236.4%

 <그림>�출원 증가율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기술 전체에 대해서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출원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36.4%의 출원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기술

에 대해 최근 많은 연구개발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원 증가율로만 보았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유럽과 중국이 각각� 500%,� 344%로 나타나

최근 구간에서 출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증가율 외 관련 출원

건수고 확인했을 때는 중국,� 미국,�한국의 순으로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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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출원 점유율 분석

분류
�이전구간

('08~'12)
최근구간 ('13~'17) 전체구간 ('97~'17) 점유율(%)

총계 25 75 121 61.3%

<그림>�구간별 출원 점유율 분석

□ 전체구간대비 최근 구간에서의 출원점유율을 살펴봄으로써 기술의 부상도를 살펴 볼 수 있음

□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구간의 점유율이 61.3%로

나타났음.�이는 전반적으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

어난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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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시장확보력 분석

�

<그림>�외국인의 점유율 변화

□ 내외국인 출원점유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구간에 외국인 출원점유율 변화를 통해 시장

확보력과 연구개발과제의 시장매력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이전구간은 2008년~2012년,� 최근구간은 2013년~2017년으로 하여 외국인 점유율 변화를

분석함

□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외국인 점유율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140%의 특허시장확보력을 나

타내고 있음.� 이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전구간보다 최근구간에서

외국인 출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기술의 시장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분 KIPO USPTO JPO SIPO EPO 전체

외국인
2013~201

7
1 5 0 2 4 12

외국인
2008~201

2
0 3 1 0 1 5

특허시장확보력(%)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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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P�부상도 종합 결론

IP�부상도 판단 결과

IP�부상도 항목별 판단기준표

출원증가율
<이전구간대비증가율>� *

출원 점유율
(해당기술전체건)

특허 시장확보력
국가별 외국인 출원증가율

<이전구간대비증가율>

IP 부상도 

종합결론

T= (W+X+Y) / 

3

(X) (Z) (Y)

5
증가율

81%�이상
5

점유율

71%�이상
5

증가율

80%�이상

4.6

4
증가율

61%� ~� 80%
4

점유율

61%� ~� 70%
4

증가율

51%� ~� 79%

3
증가율

21%� ~� 60%
3

점유율

21%� ~� 60%
3

증가율

21%� ~� 50%

2
증가율

1%� ~� 20%
2

점유율

11%� ~� 20%
2

증가율

1%� ~� 20%

1
증가율

0%�이하
1

점유율

0%� ~� 10%
1

증가율

0%�이하

*�기준 구간 설정:� 2014�산업분야별 도출된 TCT값 적용(TCT� 4년)

� -� TCT(Technology� Cycle� Time:�기술분야 인용특허들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기술분야의 기술순환주기 측정)

� -�단,� TCT�값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을 최대 구간으로 설정함

1)�출원증가율(X)

�
= (

최근구간 특허출원건수 – 이전구간 특허출원건수
) ×  100 (%)

이전구간 특허출원건수

2)�출원 점유율(Y)�

� � �

3)�특허 시장확보력 (Z)

� � �

= (
해당기술 건(최근구간)

) ×  100 (%)
대분류상 전체 건(전체년도)

특허평가지표 평가점수
비고

평가기준 및 정의 1 2 3 4 5

․� IP�부상도
� -�정량적분석 (유효특허대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대성과와

비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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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구간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 이전구간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 ×  100 (%)  
이전구간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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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성분석

�

1. 정성분석 방향

□ 검색식에 근거하여 모집단 추출 후 노이즈를 제거하여 유효 특허를 선정함.�해양과학기술원에

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이 어떠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DB화 함

2. 특허 리스트의 DB화

□ 특허가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및 방법,�기술 내용 등을 분류하여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표>�유효특허리스트 예시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
분류 비고 Title

WO20191

26711A1
2019 WO

AOBIOME�

LLC
US 304 어류 치료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

투여를 통한 미생물

군집 조절,� fish� 도

대상이 됨

VETERINARY� USE� AND�

DELIVERY� OF�

AMMONIA� OXIDIZING� �

MICROORGANISMS

CN109811

032A
2019 CN

INST�

OCEANOGR

APHIC� INSTR�

SHANDONG�

ACAD� S

CN 1527
해수/

해수역
분석법

해양 미생물

바이오매스 탐지

A� marine�

microorganism� quantity�

spectrum� detecting�

method

US201902

00642A1
2018 US

ASCUS�

BIOSCIENCES�

INC

US 121
반추동

물
사료

feed,� [0263]� 해양에서

유래될 수 있음

COW� FOOD� AND�

METHODS� OF�

HUSBANDRY� FOR�

INCREASED�MILK� �

PRODUCTION

WO20190

35089A2
2018 WO

BAYLOR�

COLLEGE�

MEDICINE

US 273 어류

보유

미생물

군

개선

하나 이상 유형의 렉틴

포함 박테리아 포함

조성물 이용,�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개선방법(fish� 도

대상임)

LECTIN-BOUND�

BACTERIA� AND� USES�

THEREOF

CN108484

310A
2018 CN

FOSHAN�

WANYANG�

BIOTECHNOL

OGY� CO�

LTD

CN 1367 작물 비료

과립형 미생물 비료:�

해초 진흙,�

시아노박테리아,�

다시마뿌리줄기 침전물

등 포함

A� preparation� method�

of� granular� microbial�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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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
분류 비고 Title

CN108796

097A
2018 CN

HARBIN� INST�

TECHNOLOG

Y

CN 1405
해수/

해수역
분석법

방오성 코팅제,� 해양

미생물 균속 부착 정도

검출

A� method� using�

genus-specific� primers�

for� quantitatively� �

detecting� the� fouling�

early� coating� surface�

bacteria� adhered�

degree� of

CN109354

210A
2018 CN

HUZHOU�

OUHUI�

RENEWABLE�

RESOURCES�

TECH� CO�

LTD

CN 1469
새우

양식

미생물

조절제

새우 양식,� 미생물군:� �

red� micro-� � � 30� ~�

70� parts� of�

bacterium,� 30� ~� 70�

parts� of�

Rhodobacter,�

unicellular� 15� ~� 30� �

� parts� of� nitrosation,�

15� ~� 30� parts� of�

Nitrosospira

A� composite�

microorganism�

purifying� agent� and�

application� � thereof

US201802

23339A1
2018 US

UNIV�

CALIFORNIA
US 12

미생물

군
분석법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계통 분석

METHODS� AND�

SYSTEMS� FOR�

PHYLOGENETIC�

ANALYSIS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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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 분석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총 또는

미생물군유전체 등으로 지칭되며 집단 전체의 유전체 총합을 의미함

□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며,�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이

고 있음.�다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marine� microbiome)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중 하나이며,� 해양

및 기타 해양 환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지만,�식물 및 지상위의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기능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음

□ 연구자들은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해양 오염에 대처하는 열쇠가 되고,� 의약품의 원료 또

는 공급원이 되거나,�신규 바이오플라스틱의 공급원 등으로서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Marine� Metazoan� Microbiomes

(출처:� http://biology.ucsd.edu/research/faculty/e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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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 정성 분석

가) 기술 분류

□ 유효특허로 선정된 131건의 특허를 확인해 보면,� 주로 미생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분석,� 분석법 관

련 기술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양식 관련 기술,�환경오염개선 관련 기술,�의약품,�식물용 비

료,�동물 사료 또는 사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기술 분류

<그림>기술 분류별 연도별 출원 동향

□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미생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분석 또는 분석법,� 장치 등과 관련한 기술은

2003년부터 꾸준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최근 2012년부터 양식 관련 기술에서 관련 특허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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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기술 분류별 최근 출원 동향

□ 최근 5년(2015~2019년)과 이전구간(2010~2014년)의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 변동을 살펴보면 양식

관련 특허의 출원이 최근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기술분류별 개발 분포

□ 최근 5년(2015~2019년)�구간에서 6개로 분류한 분야에 포함된 기술을 한 번 더 분류해 보면,�미생물

군을 대상으로 한 기술에서는 주로 분석법,�자원탐색,�장치 등이,�양식 관련 기술에서는 양식환경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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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질 정화,� 미생물 조절제,� 사료 첨가제,� 건강 확인,� 치료 등이,� 의약품 관련 기술에서는 분석법,�

치료,�생산 균주,� 면역조절제로의 활용이,�환경오염 개선 기술 분야에서는 수질 정화와 관련한 기술이,�

식물 관련 기술에서는 비료,�동물 관련 기술에서는 사료가 확인되었음

(1) 미생물군 관련 기술 분야

□ 미생물 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마이크로바이옴 Data�분석법,�모니터링 또는 미생물 군집 정보 분

석법 등이 관련 특허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음

□ 단순 분석법 외 특이 특허로는 microbiome� data�이용,�해양 천연자원(지열,�탄화수소)�탐색,�생산 모

니터링에 대한 특허(US20170370213A,� BIOTA� TECHNOLOGY),�물고기 염지 과정 중 미생물군 다양

성 분석 방법에 대한 특허(CN107974493A,� ZHOUSHAN� FOOD� &� MEDICINE� INSPECTION),� 방오

성 코팅제를 도포한 부분에서의 해양 미생물 균속 부착 정도 검출에 대한 특허(CN108796097A,�

HARBIN� INST� TECHNOLOGY),�및 해양 미생물 바이오매스 탐지에 대한 특허(CN109811032A,� INST�

OCEANOGRAPHIC� INSTR� SHANDONG� ACAD)가�출원됨

<표>�미생물군 기술 분야 유효특허(2015~2019)�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US201802

23339A1
2018 US

UNIV�

CALIFORNIA
US 12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계통 분

석

METHODS� AND� SYSTEMS�

FOR� PHYLOGENETIC�

ANALYSIS

US201703

70213A1
2017 US

BIOTA�

TECHNOLOG

Y� INC

US 59
미생물

군

해수/

해수역

분석법

:�

자원탐

색

mi c r ob iome�

data� 이용,� 해

양 천연자원(지

열,� 탄화수소)�

탐색,� 생산 모

니터링

MICROBIOME� BASED�

SYSTEMS,� APPARATUS�

AND� METHODS� FOR� THE� �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HYDROCARBONS

US102945

32B2
2017 US UBIOME� INC US 6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mi c r ob iome�

분석법

Method� and� system� for�

microbiome� analysis

US103811

12B2
2017 US UBIOME� INC US 94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mi c r ob iome�

약물 유전체학

Data,� 사용자로

부터 얻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상,� 갑각류

알러지(0079)

Method� and� system� for�

characterizing�

allergy-related� � conditions�

associated� with�

microorganisms

US201502

42565A1
2015 US

BGI�

SHENZHEN
CN 69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미생물 군집 분

석 방법,� 3항.�

해양환경

METHOD� AND� DEVICE�

FOR� ANALYZING�

MICROBIAL� COMMUNITY� �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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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CN104789

449A
2015 CN

SOA� FIRST�

INST�

OCEANOGR

APHY

CN 853
미생물

군

미생물

군
장치

심해 미생물 배

양 장치

Deep-sea� microorganism�

in� situ� culture� device

CN104830

977A
2015 CN

ZHEJIANG�

PROVINCIAL�

ZHOUSHAN�

MARINE�

ECOL

CN 859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해양 퇴적물 유

기 오염 모니터

링,� 미생물 군

집 지표 확인

ocean� sediment� organic�

pollution� fast� monitoring�

method

CN104862

410A
2015 CN

TIANJIN� INST�

IND�

BIOTECHNOL

OGY

CN 867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해양 환경변화

확인,� 유전자

칩 으 로

Acetobacterac

eae�검출

Gene� chip� for� detecting�

ocean� environment� alpha�

mycetozoan� � community�

and� its� application

CN104946

627B
2015 CN

UNIV�

SHANGHAI�

OCEAN

CN 875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선박 평형수 내

우위 미생물군

확인 방법

the� water� distilling� the�

DNA� from� micro�

organism� and� diversity� �

analysis� method

CN104962

620B
2015 CN

UNIV�

NINGBO
CN 877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미생물 군집 생

태 건강상태 분

석

A� marine� ecological�

health� evaluation� method�

based� on� � microbial�

communities

CN105401

221A
2015 CN

TIANJIN� INST�

IND�

BIOTECHNOL

OGY

CN 932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유전자 칩,� 해

양환경 미생물

군집 검출

Gene� chip� for� detecting�

ocean� environment�

Bacteroides� � community�

and� application� thereof

CN105483

268A
2016 CN

TIANJIN� INST�

IND�

BIOTECHNOL

OGY

CN 94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유전자 칩,� 해

양환경 감마 변

형 균주 검출

Gene� chip� for� detecting�

gamma-deformation� flora�

strain� in� � ocean�

environment

CN105969

637A
2016 CN

FIRST� INST�

OCEANOGR

APHY� SOA

CN 101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장치

심해 미생물 배

양 장치

Deep-sea� microorganism�

in� culture� enrichment�

device

CN106048

077A
2016 CN

TIANJIN� INST�

IND�

BIOTECHNOL

OGY

CN 1025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해양 환경변화

확인,� 유전자

칩,�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박테

리에 커뮤니티

구축

A� method� for� detecting�

gene� chip� of�

beta-deformation� in� a� �

marine� environment

CN106222

277A
2016 CN

TIANJIN� INST�

IND�

BIOTECHNOL

OGY

CN 1047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유전자 칩,� 해

양환경 미생물

군집 검출

A� gene� chip� for�

detecting� bacterial�

community� in� marine�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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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관련 기술 분야

□ 양식과 관련하여,�새우 양식 중 활용 가능한 특허와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관련 특허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새우 양식 관련하여,� 새우 건강 확인을 위해 새우 장내 유산균 검출법을 개시한 특허

(CN107557438A,� UNIV� NANJING),� 참새우 대장균에 기초한 프라이머를 개시한 특허

(CN107273711A,� UNIV� NINGBO)가� 출원되었으며,� 수산 양식 수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해 투여 가

능한 복합 미생물 조절제 관련 특허(CN106698674A,� GUANGZHOU� FUSHENGYUAN�

ENVIRONMENTAL� PROT)� 또는 수질 개량제로 사용 가능한 광합세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Fecal�

bacteria� 등을 포함하는 세균군을 개시한 특허(CN105540874A,� SUZHOU� XIANGCHENG� DISTRICT�

YANGCHENGHU)�등이 출원됨

□ 이 외 특이 특허로는 어류 치료를 위한 건강한 물고기 분변 내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시한 특허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CN107607

497A
2017 CN

NANTONG�

DINGSHENG�

MARINE�

INSTR� &�

EQUIP

CN 125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해양 세균 탐지

A� marine� bacterial�

diversity� fluorescent�

detection� system

WO20180

71841A1
2017 WO

FORSYTH�

INST
US 1291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유전 정보 수

득,� 해양 유래

박테리아도 대

상(32항)

COMPOSITIONS� AND�

METHODS� FOR� EVADING�

BACTERIAL� DEFENSE� �

MECHANISMS

CN107974

493A
2018 CN

ZHOUSHAN�

FOOD� &�

MEDICINE�

INSPECTION

CN 1294
미생물

군

미생물

군
분석법

물고기 염지 과

정 중 미생물군

다양성 분석 방

법,� 식품 안전

성,� 품질 제어

이용

An� analysis� method� of�

bacterial� community�

diversity� in� sea� � fish�

pickling� process

CN108796

097A
2018 CN

HARBIN� INST�

TECHNOLOG

Y

CN 1405
미생물

군

해수/

해수역
분석법

방오성 코팅제,�

해양 미생물 균

속 부착 정도

검출

A� method� using�

genus-specific� primers� for�

quantitatively� � detecting�

the� fouling� early� coating�

surface� bacteria� adhered�

degree� of

CN109811

032A
2019 CN

INST�

OCEANOGR

APHIC� INSTR�

SHANDONG�

ACAD� S

CN 1527
미생물

군

해수/

해수역
분석법

해양 미생물 바

이오매스 탐지

A� marine� microorganism�

quantity� spectrum�

detec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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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06665436A,� CHINESE� ACAD� FISHERIES� SCI� HEILONGJIANG),� 캘리포니아 홍해삼 원거리 수

송을 위해 beneficial� flora� 투여단계:� bacillus,� actinomycetes,� saccharomycete� and� lactic� acid�

bacteria�를 포함하는 홍해삼 저장법 관련 특허(CN105145441A,� UNIV� QINGDAO� AGRIC)가�출원됨

<표>�양식관련 기술 분야 유효특허(2015~2019)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CN106035

171A
2016 CN

HUAINAN�

NONGKANG�

ECOLOGICAL� �

AGRICULTUR

E� CO� LTD

CN 1020 양식
새우

양식

미생물

조절제

참새우 양식,�미생물

조절법:�단세포

조류(규조 또는 녹조),� �

유효 생물군 EM�제제

투여

based� on� the� prawn�

ecological� � breeding�

method� of�

microorganism�

control

CN106689

001A
2016 CN

UNIV�

QINGDAO�

TECHNOLOG

Y

CN 1104 양식
새우

양식

미생물

조절제

참새우 양식,�방법 중

질화세균군제제 투입

A� self-circulation�

prawn� culture�

method

CN106689

002A
2016 CN

LEIZHOU�

HAIWEI�

AQUACULTU

RE� CO� LTD

CN 1105 양식
새우

양식

브리딩

방법

새우 양식,�

nitrobacteria�

incubator

A� industrial� shrimp�

breeding� method� of�

green� controllable

CN107273

711A
2017 CN

UNIV�

NINGBO
CN 1200 양식

새우

양식

건강

확인

참새우 건강상태 확인

방법,�프라이머,�참새우

대장균 기초

one� indication� based�

on� intestinal� bacteria�

of� prawn� disease� �

quantitive� prediction�

method

CN107557

438A
2017 CN

UNIV�

NANJING
CN 1246 양식

새우

양식

건강

확인

새우 장내 유산균

검출법

A� method� of�

detecting� freshwater�

shrimp� intestinal�

lactic� acid� � bacteria�

based� on� high�

throughput�

sequencing

CN109354

210A
2018 CN

HUZHOU�

OUHUI�

RENEWABLE�

RESOURCES�

TECH� CO�

LTD

CN 1469 양식
새우

양식

미생물

조절제

새우 양식,�미생물군:� �

red� micro-� � � 30� ~�

70� parts� of�

bacterium,� 30� ~� 70�

parts� of�

Rhodobacter,�

unicellular� 15� ~� 30� � �

parts� of� nitrosation,�

15� ~� 30� parts� of�

Nitrosospira

A� composite�

microorganism�

purifying� agent� and�

application� �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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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CN104770

596A
2015 CN

CAFS� PEARL�

RIVER�

FISHERIES�

RES� INST

CN 850 양식

수산

양식

장

첨가제

:장

조절제

수산 양식 동물 장

조절제,�포함 균종:�

bacillus,�

photosynthetic�

bacteria,� � lactic� acid�

bacteria� or�

saccharomycetic

An� intestinal� tract�

agent� for� aquatic�

animal� and�

application� � thereof

CN104925

958A
2015 CN LIU� Z CN 873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양식 수역 수질 정화,�

복합 마이크로

생물균제(효소균:�포자

균,�효모균,�방선균,�

유산균 등)

a� water� quality�

conditioner� for�

adding� with�

composite� � microbial�

inoculum� and� the�

preparation� method�

thereof

CN105130

679A
2015 CN

JIANGSU�

AGRIC� &�

FOREST�

POLYTECHNI

C� COLLE

CN 903 양식

수산

양식

장

비료

수산양식 박테리아

조류(algae)�균형비료,�

enterococcus� faecalis,�

Bacillus� � coagulans,�

subtilis� and� Bacillus�

licheniformis

A� high-effective� large�

water� surface� fishing�

bacteria� algae� �

balanced� biological�

fertilizer

CN105540

874A
2016 CN

SUZHOU�

XIANGCHEN

G� DISTRICT�

YANGCHENG

HU

CN 949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수산양식 수질 개량제,�

세균군:�광합세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Fecal� bacteria

A� water� quality�

improving� agent� for�

aquiculture

CN105918

165B
2016 CN

SUZHOU�

ECOMAN�

BIOLOGICAL�

AGRIC�

TECHNOLOG

CN 993 양식

수산

양식

장

미생물

조절제

수산 양식,�월동기간,�

미생물 제제:�

microorganism�

formulation� of�

probiotic� �

formulations

A� brackish�

water-flowing� water�

of� aquiculture�

wintering� method

CN106698

674A
2016 CN

GUANGZHOU�

FUSHENGYU

AN�

ENVIRONME

NTAL� PROT

CN 1107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양식 수역 수질 개선,�

복합 미생물 조절제:�

sulphur� Ferrobacillus,� �

Rhodopseudomonas�

palustris,� Bacillus�

foecalis� alkaligenes,�

Lactobacillus� �

plantarum,� bafillus�

natto,� Thermophilic�

pyridine� Rhodococcus�

sp

A� regulating�

cultivation� water�

environment� of�

multi-element� �

composite�

microorganism�

contro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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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CN106854

628A
2015 CN

SHANGHAI�

HONGBAO�

GREEN�

AQUATIC� SCI�

&� TEC

CN 1130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수산 양식 영역 정화,�

복합 소독 미세 원균,�

미생물군:�

phagocytosis�

microorganism� �

species,� lactic� acid�

bacteria,� bacillus,�

saccharomycete,�

actinomyces,� One� or� �

more� in�

photosynthetic�

bacteria

A� composite�

sterilizing�

micro-generating�

bacteria� and� �

preparation� and�

using� method

CN107473

400A
2017 CN

ANHUI�

XIUAN�

ECOLOGICAL�

AGRIC� CO�

LTD

CN 1233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양식 수질 조절제,�치어

대상 양식용,�균

혼합물:� Bacillus� acidi�

lactici� powder,� � beer�

yeast� powder,�

bafillus� natto�

powder,�

Bifidobacterium�

powder,� �

streptococcus� fecalis�

powder

A� doll� for� fish� water�

quality� regulator

CN107555

575A
2017 CN

ANHUI�

XIUAN�

ECOLOGICAL�

AGRIC� CO�

LTD

CN 1245 양식

수산

양식

장

수질

정화

양식 수질 조절제,�치어

대상 양식용,�균

혼합물:� Bacillus� acidi�

lactici� powder,� � beer�

yeast� powder,�

bafillus� natto�

powder,�

Bifidobacterium�

powder,� �

streptococcus� fecalis�

powder

A� regulator� for�

improving� baby� fish�

water

US201801

84688A1
2017 US

DSM� IP�

ASSETS� BV
NL 128 양식 어류

사료첨

가제

사료첨가제,�박테리아

비율 제어 증가,�어류

등 대상 사료

Methods� of�

Improving� Animal�

Performance

CN106665

436A
2017 CN

CHINESE�

ACAD�

FISHERIES� SCI�

HEILONGJIAN

G

CN 148 양식 어류 치료
건강한 물고기 분변 내

미생물 활용

A� method� for�

transplanting� healthy�

fish� intestinal� feces�

to� � treat� diseased�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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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기술 분야

□ 미생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분석,� 분석법 관련 기술과 양식 관련 기술 외 환경오염개선 관련 기술,�

의약품,�식물용 비료,�동물 사료/사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은 약 10여건의 관련 특허가 확인됨

□ 해양 유래 미생물을 포함하는 반추동물 사료를 개시한 특허(US20190200642A1,� ASCUS�

BIOSCIENCES)와 해양 유래 미생물 또는 시아노박테리아 등을 포함하는 작물 사료를 개시한 특허

(CN108484310A,� FOSHAN� WANYANG� BIOTECHNOLOGY)의 출원이 확인됨

□ 의약품 관련하여,�생산 균주로 사용 가능한 marine� agar� Marinoagarivoransrong� chengensis를 개시

한 특허 (CN104830739B,� UNIV� SHANDONG� WEIHAI)와 치료를 위한 면역 조절제로 활용 가능한

박테리아 포함 미생물 군집 면역 조성물을 개시한 특허(WO2018104587A1,� UNIV� HELSINKI)� 등이,�

해수/해수역의 남조류 제거를 위한 complex� microorganism� 투여를 개시한 특허(CN105016488A,�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WO20190

35089A2
2018 WO

BAYLOR�

COLLEGE�

MEDICINE

US 273 양식 어류

보유

미생물

군

개선

하나 이상 유형의 렉틴

포함 박테리아 포함

조성물 이용,�대상

마이크로바이옴

개선방법(fish�도

대상임)

LECTIN-BOUND�

BACTERIA� AND� USES�

THEREOF

WO20191

26711A1
2019 WO

AOBIOME�

LLC
US 304 양식 어류 치료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

투여를 통한 미생물

군집 조절,� fish�도

대상이 됨

VETERINARY� USE�

AND� DELIVERY� OF�

AMMONIA�

OXIDIZING� �

MICROORGANISMS

CN108117

438A
2016 CN ZHANG� Y CN 1312 양식 어류

미생물

조절제

수질 개선 가능 물고기

비료:�물고기 manure�

개선,�균제:�고초균,�

방선균,�광합세균 포함

A� biological� guano�

can� improve� water�

quality

CN108783

114A
2018 CN

YANTAI� INST�

COASTAL�

ZONE� RES�

SUSTAINABLE

CN 1402 양식 해삼 사료

발효형 해삼 사료,�

미생물 군종:� � � � lactic�

acid� bacteria,�

saccharomycete� and�

bacillus� subtilis

A� prebiotic�

fermented� sea�

cucumber� feed� and�

preparation� method

CN105145

441A
2015 CN

UNIV�

QINGDAO�

AGRIC

CN 905 양식
홍해

삼
저장법

캘리포니아 홍해삼

원거리 수송 방법,�

beneficial� flora�

투여단계:� bacillus,� �

actinomycetes,�

saccharomycete� and�

lactic� acid� bacteria

Long-distance�

converying� method�

of� California� red�

ginseng



- 34 -

HUANG� JISEN)�등이 출원됨

<표>�기타 기술 분야 유효특허(2015~2019)

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US201902

00642A1

201

8
US

ASCUS�

BIOSCIENCES�

INC

US 121 동물
반추

동물
사료

feed,� [0263]�해양에서

유래될 수 있음

COW� FOOD� AND�

METHODS� OF�

HUSBANDRY� � FOR�

INCREASED� MILK�

PRODUCTION

US201800

10119A1

201

7
US

BIOCONSORTI

A
NZ 705 식물 식물 비료

식물에 유리한 특성

부여할 수 있는 미생물,�

해양 유래일 수

있음[0246]

ACCELERATED�

DIRECTED�

EVOLUTION� OF�

MICROBIAL�

CONSORTIA� FOR� THE� �

DEVELOPMENT� OF�

DESIRABLE� PLANT�

PHENOTYPIC� TRAITS

CN108484

310A

201

8
CN

FOSHAN�

WANYANG�

BIOTECHNOL

OGY� CO� LTD

CN 1367 식물 작물 비료

과립형 미생물 비료:�

해초 진흙,�

시아노박테리아,�

다시마뿌리줄기 침전물

등 포함

A� preparation�

method� of� granular�

microbial� fertilizer

CN104830

739B

201

5
CN

UNIV�

SHANDONG�

WEIHAI

CN 858
의약

품

물질

제조

생산균

주

해초 분해,�올리고당

제조,� marine� agar�

Marinoagarivoransron

gchengensis

A� marine� agar�

bacteria� and�

preparation� method�

and� application� �

thereof

WO20181

04587A1

201

7
WO

UNIV�

HELSINKI
FI 210

의약

품
사람

치료:�

면역조

절제

박테리아 포함 미생물

군집 면역 조성물

PROBIOTIC�

IMMUNOMODULATO

RY� COMPOSITIONS

US201603

03172A1

201

6
US

ROUSSY� INST�

GUSTAVE
FR 829

의약

품
암 치료

프로바이오틱조성물,�

항종양 치료제,�균주 중

하나 marine� bowel�

ball� bacteria(2항)

MICROBIOTA�

COMPOSITION,� AS� A�

MARKER� OF�

RESPONSIVENESS� TO� �

CHEMOTHERAPY,�

AND� USE� OF�

MICROBIAL�

MODULATORS� (PRE-,�

PRO-� OR�

SYNBIOTICS)� FOR� �

IMPROVING� THE�

EFFICACY� OF� A�

CANC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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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Number

출원

연도

출원

국가
대표출원인

출원인

국적

Family�

Code

사용

대상1

사용

대상2
분류 비고 Title

US201503

37349A1

201

5
US

SECOND�

GENOME�

INC

US 37
의약

품

의약

품
분석법

미생물 군집 활용,�약물

제제 효과 특성 확인

방법,�어류도 대상이 될

수 있음

Microbiome�

Modulation� Index

CN105524

875A

201

6
CN

BLUESTAR�

LEHIGH� ENG�

INST

CN 944

환경

오염

개선

폐수
수질

정화

폐수 처리,�복합

미생물군 균제,�내염성

Production� method�

of� compound�

microorganism�

microbial� inoculum� �

for�

degradation-resistant�

wastewater�

treatment

CN105084

558A

201

5
CN

ZHONGLAN�

LIANHAI�

DESIGN� INST

CN 897

환경

오염

개선

폐수
수질

정화

고염도 폐수 처리,�내염

미생물군

A� method� for� using�

microorganism� for�

treating� high-salt�

waste� � water

CN105016

488A

201

5
CN

HUANG�

JISEN
CN 886

환경

오염

개선

해수/

해수

역

수질

정화

남조류 관리 방법,�

남조류 제거를 위한

complex�

microorganism�투여

Method� for� treating�

blue� 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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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요경쟁자 관심 분야 분석

□ UBIOME� INC는 2015년 이후 특허 출원이 대부분이며,�시료 채취 후 분석까지 진행되는 미생물군 분

석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DSM� IP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미생물 집단(algae�

포함)�내 이질성 확인법(HTS)�등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었지만,�최근 2016년 이후 출원된 특허에서

는 어류 양식의 사료 첨가제로서 박테리아 비율 제어 증가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 UNIV� MARYLAND의 경우,� 수산양식장에서 수질 정화를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해양 재순환 양식 시

스템에 대한 특허를,� UNIV� NINGBO의 경우,�양식장에서 해충 확인을 위한 미생물 군집 변화를 확인하

거나,�참새우 대장균에 기초한 정보를 이용한 참새우 건강상태 확인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음

□ 주요경쟁자 상위 TOP10�중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특허 출원을 확인해 보면,� ROUSSY� INST� GUSTAVE�

의 경우,� 항종양 치료제인 프로바이오틱 조성물에 포함되는 균주 중 하나로,� marine� bowel� ball�

bacteria를 포함하는 특허를 출원하였음.� 이는 해양 미생물군의 효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인체 적

용 가능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TIANJIN� INST� IND� BIOTECHNOLOGY� 역시,� 미생물군에 대한 분석법 관련 기술을 주로 출원하고 있

으나,� 기존 상위 출원인들이 진행한 출원이 서열 분석 또는 분석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면,�유전자칩

을 활용한 해양 미생물군집 검출,�해양환경 감마 변형 균주 검출,�해양 미생물군 검출을 통한 환경변화

확인용 모니터링 등의 유전자칩을 이용한 분석법에 대한 출원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

제는 단순 DNA�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유전자 칩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 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경쟁자들이 주로 출원하고 있는 특허를 살펴보면,�상위 TOP5�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미생물 집단에

대한 스크리닝,�마이크로바이옴 자체 분석 또는 계통 분석에 대한 특허 출원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됨.�이는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알려진 부분이 많지 않아 미생물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여짐

□ 다만,� 연구기관과 대학의 최근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수산 양식에 적용 가능한 양식장 수질 정화,� 사

료 첨가제 또는 병해충 확인을 위한 미생물 군집 변화 확인 등에 대한 특허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분석만이 아닌 이를 활용한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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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종합

1. 결론

가. 정량분석 검토의견

□ 본 분석은 해앙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연구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전

략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중복연구를 방지하고,�본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1)�특허기술 Landscape

(1)�국가별 Landscape분석 결과

□ 2002년부터 관련 특허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관련 특허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특허 출원 동향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관련 논문 발행이 증가한 시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전체적인 관련 특허의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특정 국가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

장하기는 어려움.�현재 건수를 바탕으로 검토 시,�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

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분석구간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중국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이후 2014

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중국과 미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중국(SIPO)�시장이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미국(29%),�유럽(12%),�한국(5%),�

일본(3%)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외국인 출원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80%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이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내국인의 출원이 주도

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지만,�전체적인 관련 특허의 출원 건수

가�많지 않아,�아직은 기술이 탐색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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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시장 성장 단계 분석 결과

□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를 살펴보면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조금씩 성장하는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로 전이하는 단계로 해석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동이 약간씩 불규칙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흐름은 태동기 또는 태동기에

서 성장기로 전이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향후 추

이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3)�경쟁자 Landscape분석 결과

□ 상위 출원인 추출 결과,� UBIOME� INC,� DSM� IP� ASSETS� BV�및 BIOTA� TECHNOLOGY� INC

가� 전체 다출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UNIV� CALIFORNIA,� FRANHOFER� USA�

INC�등이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증가율(5년 구간)을 살펴보면,� 이전구간(2008년~20012년)� 보다 최근구간(2013

년~2017년)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미국의 UBIOME� INC� (900%�증가),�

및 BIOTA� TECHNOLOGY� INC� (900%�증가),�프랑스의 ROUSSY� INST� GUSTAVE� (600%�

증가)�및 중국의 TIANJIN� INST� IND� BIOTECHNOLOGY� (500%�증가)�등으로 나타났음

가) IP�부상도 분석 결과

□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출원증가율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236.4%의 출원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기술에 대해 최근 많은 연구 개발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구간의 점유율이 61.3%로

나타났음.�이는 전반적으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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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는 것을 시사함

□ 최근과 이전구간 대비 외국인 점유율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 140%의 특허시장확보력을 나

타내고 있음.� 이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전구간보다 최근구간에서

외국인 출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기술의 시장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은 출원증가율이 236.4%를,�최근 구간 출원점유

율이 61.3%를,� 특허시장확보력이 140%를 나타내어 IP� 부상도는 4.6으로 높음으로 분석되

었음

나) 정량분석 종합 검토의견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기술 분야는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로 전이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IP�부상도가 4.6으로 높음으로 분석되었으며,�시장진입 가능성 또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로 평가되었음

NEPSA�중 특허평가지표 평가점수

평가기준 및 정의 1 2 3 4 5

IP�부상도

� �정량적분석 (유효특허대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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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분석 검토의견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개 발하고자 하는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이 어떠한 분

야에서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은 주로 미생물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분석,�분석법 관련 기

술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양식 관련 기술,�환경오염개선 관련 기술,�의약품,�식물

용 비료,� 동물 사료 또는 사료용 첨가제 관련 기술에서 관련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최근 2012년부터 양식 관련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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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결론

□ 본 특허 분석 결과,�해당 기술의 향후 성장 추이를 살펴볼 때,�기술의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아,� 태동기에서 태동기 말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술의 장벽도 및 신규 진입의 성공 가능성에 있어,�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으며,�태동기에서 성

장기 초기 단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기술 진입에 있어 장벽도가 낮아,�신규 진입자의 성공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출원 흐름으로 볼 때 아직은 기술이 탐색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되고,�기술 발전 단계도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전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전체

적으로 낮은 출원 건이 확인되고 있어,�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관련 기술은 특허의 원

천성 또한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기술 분야가 태동기에서 성장기 초기 단계인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높고 장벽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

한 연구 기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특성 또는 군집 정보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에 대해 가장 많은 관

련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아직까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한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는 않음

□ 다만,�제품화나 상용화가 빠른 양식 관련 기술(새우 양식 또는 어류 양식 등)의 출원이 중국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되어,�상용화 관점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

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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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타당성 분석

(1)�국내 정책 동향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1~’20)

� ▫ 개요
� � -�미래지향적인 국가 해양계획 수립 및 새로운 해양정책의 비전 요구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 � -� 21세기 환경변화와 새로운 트랜드에 능동적 대응 필요

� � -� 국가 전체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해양수산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 � -� 해양환경,� 해양개발,� 해양관광,� 해운항만 등 부문별 계획을 총괄하여 해양의 합

리적인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국가기본 지침으로 활용

[그림 1-1]�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자료:�관계부처 합동(2010),�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 기본 방향

� � -�해양산업 부가가치 123조원 창출로 국내 총생산의 7.6%�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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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연안을 쾌적하고 안락한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 �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수준으로 발전

� � -�국제 크루즈,� 「마이요트」시대에 걸맞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구축

� � -�해운‧물류산업의 획기적 선진화로 세계 물류시장에서의 주도적 입지 확립

� � -� 200해리 광역해양체재에 적합한 해양영토 관리와 글로벌 해양개발 전진기지 개최

� ▫ 비전 및 목표

� � -�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

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 � ․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 � ․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그림 1-2]�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관계부처 합동(2010),�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 -� 5대 추진전략 및 26개의 중점과제 제시

� � -�특히,�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추진전략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관

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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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5대 전략 26대 중점과제

5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마련

통합적인 연안‧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복구 처제 구축

해양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해상안전분야 국제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 해양자원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해양관광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동아시아 경제 분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경쟁력 있는 해운‧항만 물류기업 육성

녹색 해운‧항만의 실현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항만의 지방이관에 따른 항만개발관리 시스템구축

항만운영의 효율화

해사인력양성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 ▫ 해양환경 관련 분야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등 다른 국가계획과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 비전 및 목표

� � -�비전으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목표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

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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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비전과 목표

자료:�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청 합동(2011),�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 ▫ 세부 실천 목표 및 추진 전략

� �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해양기인오염 대응능력확충’,� ‘해양생태계 건강성유지‧보전’,� ‘기후친화적 해양환경

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5대 실천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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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5대 실천목표 및 22대 중점 추진전략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선진화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협력관리 체제 및 역량 강화

해양기인오염 대응능력확충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HNS�오염대비‧대응제도 정비 및 장비 확충

해양오염대비‧대응과학화
선박기인 해양환경규제에 능동적 대응

어장환경 본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유지‧보전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환경‧생태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온실가스 저감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강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활성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해양수산R&D�중장기계획(‘14)

� ▫ 해양수산R&D�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해양수산 신산업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

계적 전략마련의 일환으로 기존 중장기계획의 성과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

영한 중장기 R&D�추진전략 수립

� � -� 동 계획은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창조형 해양수산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등 3대 전략,� 12대 실행전략을 제시

� � -� 특히 전략1�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에서는 해양과학조사 및 예

보역량 강화와 극한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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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이상현상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전지

구적 해양 기후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해양예측 모델링 개발,�심해 등 극한 공

간 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선점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대양·심해저 활용 촉진

을 위한 기반마련 추진계획을 수립

【표 1-3】 해양수산 R&D�중장기계획 3대 전략 및 12개 실행전략

3대 추진전략 12대 실행전략

1.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1-1.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1-2. 극한 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2.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2-1.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2-2.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2-3. 항만,해운물류 기능 고도화

2-4.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산업화

2-5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2-6 해양플랜트 경쟁력 확보

2-7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

3.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3-1.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3-2.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3-3.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컨텐츠 창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 ▫ 제4차 과학기술육성법 연계 수립

� � -� ‘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에 따른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

으로 제4차 과학기술육성법과 연계하여 수립된 법정계획

� �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은 물론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ᐧ기술간 융합을 고려하여 중점기술개발 2개 전

략과 2개 R&D�지원 전략을 제시

� � -� (전략1)�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운항

선박 등 3개 4차 산업혁명 융합분야 및 해양에너지 등 5대 전략산업분야 기술개

발 확대 제시

� � -� (전략2)�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생활과 연관된 ‘안전

한 해양ᐧ연안’� 및 ‘해양 예ᐧ경고’� 기술개발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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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과 재해예측시간 단축을 실행목표로 언급

【그림 1-4】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16~’21)

� ▫ 개요
� � -�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통합관리계획은 찾고 싶은 ECHO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도 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 5개 전략,� 2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수

립하였음

� � -� 제2차 통합계획의 추진과제 이행률은 65.9%로 26개 중점추진과제별로 구성된

82개 세부추진과제 중 9개 완료,� 45개 정상추진,� 13개 지연됨

� � -� 2016년 5대 추진전략과 20개 중점추진과제를 수정한 변경계획을 수립함



- 9 -

[그림 1-5]�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

자료:�해양수산부(2016),�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

� ▫ 추진전략
� � -�연안공간 관리수단의 고도화

� � � ․ 연안해역 기능‧가치와 연안이용‧개발행위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안 용도해역

제의 실효성 강화 및 과학적 연안관리 체제 정비

� � -�연안재해 대응체계 확대‧강화
� � � ․ 연안재해 관련 정책수단 간 연계 강화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으로 선제적‧효과

적인 연안재해 대응 추진

� -�건강한 연안생태‧환경 유지

� � � ․ 연안환경‧생태 관리수단을 강화하여 사빈‧갯벌 등의 생태가치와 수산자원 증진‧회
복 등 건강한 연안환경 유지와 지역경제발전과 연계

� -�합리적 연안이용 및 가치 증진

� � � ․ 공유수면의 공공성 회복 및 연안 이용‧개발 수요의 적정 관리를 위한 과학적‧합리
적 정책이행과 힐링‧웰빙 연안 공간 창출

� -�연안통합관리 지원기반 강화

� � � ․ 과학화‧전문화된 연안정책을 종합 지원할 전담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로 재생산하는 등 관리 지원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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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5대전략 20개 중점추진과제

연안공간관리수단의 고도화

1) 연안용도해역제도 실효성 강화

2) 연안해역적성평가 활성화와 기술 지원체계 구축

3) 자연해안관리제도 개편

4) 해안선․무인도서․바닷가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강화

연안재해 대응체계

확대․강화

5)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연안재해 대응전략 강화

6) 연안정비사업 효과성 제고

7)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 강화

8) 연안재해 대응 기술개발과 예보․예측 강화

건강한 연안 생태․환경 유지

9) 연안 생태자원 복원․활성화 기반 강화

10) 해양보호구역 지정 성과 제고

11) 연안생태계종합조사와 건강성 평가

12) 연안환경 개선 관리수단의 강화

합리적 연안이용 및 가치

제고

13)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14)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리체계 강화

15) 연안 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 추진

16) 연안가치 증진을 위한 친수 힐링․웰빙공간 조성

연안통합관리 지원기반 강화

17) 연안통합관리 효과적 지원체계 강화

18) 연안정보 활용․서비스 강화

19) 연안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0) 연안통합관리 국제협력 강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 국내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은「생명공학육성법」제4조에 의거 수립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임

� � -�동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

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식약처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최상위 계획

� � -�동 계획은 법령에 의거 관련 각�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하여 매 10년마

다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

� � -�현재의 계획은 ‘17년에 심의 의결된『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으로 `26년까

지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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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관계부처 합동(2017),�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 ▫ 국내 바이오 관련 정책은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논의되며,� 제3차 계획은 현 정부

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 � -� 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년~`06년)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창

출을 목표로 설정

� � -�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년~`16년)은 바이오산업을 기존 주요산업으로 R&D�

및 산업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설정

� � -�제3차 기본계획은 바이오경제 구현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함

� � � ․ 바이오산업을 과학․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바이오 경제시

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적

� � -� 동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해양바이오 산업 역시 신산업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 -�전체적으로 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은 R&D�결과와 산업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전

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 � -�이를 통해 바이오경제 창출을 기초로 신규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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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3대전략 9대 중점과제

바이오 R&D�혁신

-1�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2�미래 대비 R&D�강화

-3�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바이오경제 창출

-1�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

-2�융합형 바이오 新산업 육성

-3�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

국가생태계 기반조성

-1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

-2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3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

�

� ▫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으로는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분야에 함의를 제공하고 있

는 주요측면은 다음과 같음

� � -�경쟁형 R&D�추진 :�미래유망분야를 대상으로 혁신형 연구 추진을 위해 ‘경쟁형한

우물 연구’에 대해 강조

� � -� 유망 융합연구 :� 태동기 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연구 가속화를 강조하며,� 태동기

산업시장에 해당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이 이에 해당

� � -�공공 R&D기술의 사업화 연계 :�정부 R&D�투자를 통해 생산된 성과를 기업 활동

에 접목하는 기술사업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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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외 정책 동향

� (미국)�국립해양정책 실행계획(‘13)

� ▫ 개요
� � -�미국은 범부처를 관할하는 조직을 통하여 해양 관련 기술과 정책을 관리,�종합적

인 해양정책을 발표하고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범부처 조직인 “국가해양위원회(N

ational� Ocean� Council)”가�전반적인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정책 방향을 조정함

� � -�특히,�통합 해양정책의 비전과 목표 하에 관련 세부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 -� 예를 들어,� 미국의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은 ʻ생태계 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ʼ의 개념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연안 및 해양 개

발을 지양하고,� 전체 생태계의 건전성과 기능을 보호,� 유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

로 함

� �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체계적인 연

안 및 해양 공간계획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

� ▫ 해양 정책 실행 계획 발표

� � -� 국립해양위원회는 2013년,� (1)� 해양경제(The� Ocean� Economy),� 2)�해양안전과

보안(Safety� and� Security)� 3)�연안 및 해양회복(Coastal� and� Ocean� Resilienc

e)� 4)지역선택(Local� Choices)� 5)� 과학과 정보(Science� and� Information)� 5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발표

[표 1-6]�국립해양정책 실행계획

실행계획 세부분야 내용

해양경제(The�Ocean�

Economy)

경제 성장지원

해양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실행

해상지도 및 해저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작성하여 선박사고 예방

어업,�해상운송,�양식 및 해양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고용유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연안 및 해양 관련 부문의 고용 촉진

허가,�계획 및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약

연안 습지,�산호초 등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고 손상된 해양생태

계를 복원하여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

전문인력양성 해양연구수행 및 해양자원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안정과 보안(Safety�

and� Security)
해상영역인식 향상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공유하고 해양 관측 및원격 감지 시스템

에 대한 국가의 인프라 개선

해양 관측을 위한 원격감지시스템 강화,�원격감지시스템 최적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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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해양바이오 산업육성 정책3)

� ▫ 미국 정부는 `12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를 발표함으로써 바이

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이후 트럼프 정부에서도 특별

한 정책기조의 변화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음

� � - 이 계획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강조하고,�연구개발 기반 혁신을 위해 필

요한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 ․ 첫째,� R&D�투자 지원의 확대

� � ․ 둘째,�실험적 연구에서 산업연구를 통한 경제시장으로의 이행 실시

� � ․ 셋째,�규제 장벽의 제거 및 이를 통한 비용의 감소

3)� KIMST(2017),� 『해양바이오 유망소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기획연구』

한 해상영역에서 실시간 해양,�기상 및 생태 조건에 대한 인식 개선

국제 해사기구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해양 정책 문

제 관련 정보,�기술 및 지식 교환

북극해상 안전 및

보안

해상사고와 환경영향을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신 시스템 강화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해양 사고 등 위험요소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취

약한 북극생태계를 해치는 해양오염사고 영향 완화

장기간의 해빙예측을 위해 용융 및 재 성장율을 계량화하고,�얼음 분

포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며,�개선된 북극 해빙지도 개발

항만과 수로의

안전‧보안 강화
항만‧수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항
법 및 수로 관리 시스템 개발

연안 및

해양회복(Coastal� and�

Ocean� Resilience)

외래종의 해양생태계

침입방지

침입 종의 위치,�감시,�통제 및 근절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토착 수

생 개체군 및 서식지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안 지역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극한 기후 현상 및 해양

산성화로 인한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해양 건강 회복 및

유지

자연 및 인간에 의한 환경 변화의 장기적인 도전과 영향.�이러한 행동

들 과학적으로 건전한 생태계 기반 관리를 통해 협력을 강화

지역선택(Local�

Choices)

지역 행동을 위한

도구 제공
종족,�주,�지역 및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기본 요소 제공

지역 파트너쉽 강화
기존의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활용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활용

하여 해양,�연안 및 5�대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지원

과학과 정보(Science�

and� Information)

해양 및 연안 시스템

이해 증진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의사 결정 및 행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양 데이터 획득 및

정보 제공 능력 강화

해양과 연안 연구‧관리에 필수적인 계류 장치,�인공위성,�실험실,�계측

기 및 관측 시스템 등의 가용성 제고

과학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생태계기반관리 실행을 위한 과학 도구 및 방법 등 의사 결정을 지원

하기위한 과학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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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넷째,�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 ․ 다섯째,�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 최근에는 의료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확보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

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음

� � - 2016년 「Cancer� Moon-Shot� Initiative」:� 2년 간 약 1조 4,000억 원

� � - 2016년 「National� Micro-biome� Initiative」:� 2년 간 약 1,400억 원

� ▫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소재 개발의 관점에서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임

� � - 해양바이오 연구에 관한 별도의 통합적인 정책이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발표된 정책문서인 「Science� for� an� Ocean� Nation:� Update� of� t

he� Ocean� Research� Priorities� Plan」을 통해 위와 같은 정책기조들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 `13년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 의하여 발표된 이 정책에

서는 6대 분야 중심의 해양 연구 방향 제시

� ▫ Theme� 6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연구의 방향은 해양생명자원

을 토대로 한 의료소재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 해양바이오 연구는 생화학적 적응(biochemical� adaptations),� 병원체 면역(path

ogen� resistance)�등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

� � -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을 위해 해양유래 자원을 활용한 의약품(phamaceuticals),�

영양제(nutritional� supplements)� 등 산업연구 촉진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1-7]�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기조

Theme 연구방향

Theme� 1 Stewardship� of� Natural� and� Cultural� Ocean� Resources

Theme� 2 Increasing�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and� Environmental� Disasters

Theme� 3 Maritime�Operations� and� the�Marine� Environment

Theme� 4 The�Ocean’s� Role� in� Climate

Theme� 5 Improving� Ecosystem�Health

Theme� 6 Enhancing�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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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해양과학기술 정책 개요

� ▫ 유럽연합의 해양과학 관련 기술 및 정책은 범 유럽적인 차원에서 수행

� � -� 국가들이 유라시아대륙과 지중해,� 발트해,� 대서양 등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

질학적인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각�국가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양을 지키

고 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해양수산 부서 역할

� -�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부서 중 해양정책 및 기술개발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부서에서 「An� Integrated� Maritim

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을 발표

� � -「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따라 해양수산부

서는 유럽연합의� 해양정책 및 연구조사 등을 대서양,� 지중해,� 흑해,� 발트해,�

북해 5곳 (북극을 포함하면 6곳)의 해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 -�유럽연합 법의차원에서 「The�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를 발표

하고 자국의 해양 환경기술 정책에 이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

� � -�해양수산부서 외에 해양정책 및 연구를 담당부서는 환경(Environment),�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연구혁신(Research� and� Innovation)�부서가 있음

� � -�해양수산부서가 「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해양환경정책의 흐름을 조정

� � -� 연구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부서에서는 「An� Integrated� Maritime� P

olicy� for� the� European� Union」에 따라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 -�환경부서는 라이프 프로그램(LIFE� Program)을 통해 해저 및 연안지역의 해양환경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자생력을 증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

음

� (EU)�해양바이오 정책4)

4)� KIMST(2017),� 『해양바이오 유망소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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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EU�차원에서 지역 내 혁신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이 가운데 최근 발표된 정책문서

들을 바탕으로 민간 경제와의 협력 증진,� 해양유래 활용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 EU의 해양바이오 육성 정책은 정책방향을 주로 제시하는 유럽 해양위원회(Europ

ean� Marine� Board)와 자금투자와 관련이 있는 Marine� Biotechnology� ERA-N

ET(이하 ERA-MBT)�간의 공조 하에 추진

� � - 유럽 해양위원회 체제 하에서는 EU의 해양바이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

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발표된 바 있음

� · `10년 「유럽 해양생명공학 로드맵(A� Roadmap� for� European� Marine� Biotechn

ology)」

� · `12년 바이오산업에 관한 장기 전략문서 「유럽 바이오경제 전략(A� bioeconomy�

strategy� for� Europe)」

� · `16년 「해양생명공학:� 전략연구와 혁신 로드맵(Marine� Biotechnology� 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Roadmap)」

� · 이와 함께 유럽 해양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뒷받침하는 후속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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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EU�해양바이오 로드맵

구분 단기 계획(2016–2020) 중장기 계획(2020–2030)

해양생물

조사

·� 보존기관의 표본을 비롯하여,� 기존� 해양

바이오매스 특정 탐색 지속

·� 해양바이오를 대상 생물종 분리,� 특성�

파악,�생체 활성 유기체 추출�극대화

·�특정 환경 및 거점 탐색

·�차세대 샘플링 방법 개발

·�원천 생체활성 화합물로써 해양생물종에 대한 신규

화학적·생물학적 분류�방법 개발

바이오매스

생산 및

프로세스

·�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증·양식과� 식

품,� 사료 및 기타 비식품 등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정제 프로세스�개발

·�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식량 및 사료

용 통합 프로세스 확립

제품

혁신과

차별화

·� 기능성 식품 및 원료,� 영양제,� 화장품,�

정밀 화학,� 효소,� 기타 해양생물 추출

물,�센서,�생물 진단 등의 해양생물 활

용 범위 확대

·� 해양생물을 이용한 신약,� 해양생물 추출물 기반 생

물학적 복원 및 새로운�프로세스 개발

기술 및

인프라

활성화

·�해양바이오 R&D�협력 공동체 구성 및

국가 연구 네트워크 극대화

·�해양생물 분석 툴 및 방법 범위 확대

·� 해양생물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매핑�

지속

·� 해양바이오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및 국제협력

지속

·�생물학적 및 환경적 거점 탐색 및 해양생물 추출 화

합물의 생체활성 잠재성 발굴을 위한 새로운 툴

및 방법 개발

·�파일럿 시설,�해양생물 보존기관,�데이터 구축

정책 지원

및 촉진

·� 해양생물 증·양식으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및 해양환경 영향 규제 관련

국제 협약 이행

·� 해양생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및 EU의 R&D�지원기금 확대

·�해양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용 관련 글로벌 협약 이

행

·�해양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 관련 허가�시스템 도입

·�해양바이오 연구 지원을 위한 자금(기금)�활성화

·�해양바이오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

강화

자료:� ERA-Net(2016),� Marine� Biotechnology� 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Roadmap

� �

� � - ERA-MBT는 EU의 정책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적 차원의 자금지원 컨소시엄 ER

A-NET(European� Research� Area� Network)�중 하나로 해양생명공학 관련 자금

지원을 관장하는 이른바 FP7� ERA-NET�계획 아래 소속되어 있음

� · ERA-NET는 EU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연구개발 영역들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음

� · ERA-MBT는 14개국 19개 지원기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해양생명공학 가치사슬

(Value� Chain)�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들에 투자하고 있음

� � - ERA-Net에서는 2016년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단기전략과 장기전략

으로 구분된 전략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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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적 타당성 분석

�분석 목적

�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적 목적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

� �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본 사업이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판단하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R&D�상위 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분석함과 동

시에 사업의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 목적

�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국고지원의 적합성,�재원조

달 가능성,�상위계획과의 연관성,�환경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

가

�분석 방법 및 내용

�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의 일관성

� � -�국내외 환경 속에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 평가

� � -�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평가함

� � -�국정과제 및 해당부처의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 -�환경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제거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 ▫ 국고지원의 적합성

� � -�사업이 민간에서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향후 어떠

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에 대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평가

� �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사업추진 필요성

� ▫ 국제 경쟁에 대응한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유래 신규자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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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이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로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기술 확보를 통한 빅데이터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 ▫ 미생물 기반 소재산업 및 친환경적 양식산업 성장 견인

� � -�해양생물 양식,�해양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미생물 유래 소재 부문의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

� �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효소,�미생물 등 소재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양

바이오산업 활성화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활용을 통해 전지구적 해양환경의 변화와 오염에 따른 양식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역시 제고하여 친환경적 양식산업 발

전 도모

� ▫ 먹거리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 도모

� � -�해양생물 및 생물 생산에 사용하는 화학약품(항생제,�백신,�성장촉진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

� � -�친환경 양식산업 환경 육성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해양 오염 방지에 기여

� � -�또한 우리나라 생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중국 등 수입 수산물의 수

입대체 효과 발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1)�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

�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2017년 7월에 발표,�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

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

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서 깨끗한 바다,� 풍요

로운 어장(목표:�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 (81번)�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 등

� � -�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첨단양식기술개발계획 수립(18),� 스마트 양

식장 구축(2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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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전략)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이하 생략)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4. 과학기술발전에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이하 생략)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이하 생략)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이하 생략)

[표 1-9]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 ▫ 100대 국정 과제에 따라,�해양수산부는 주관부처로서 수산자원 관리강화,�해양생

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강조

� � -� 우리 바다 되살리기의 일환으로서 ’18년 휴어제,� ’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기대

� � -� ’18년 ICT�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

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하여 양식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달성

� �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기 위하여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시키고

’17년부터 양식장 HACCP�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180개소 등록

� � -�기대효과로서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해양공간 (44만㎢)�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 ▫ (검토결과)� 본 연구개발사업은,� 첨단 양식기술 환경 조성 기여,� 친환경 양식산업

기여,�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

제 및 이행계획”에 부합



- 22 -

2)�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사람 중심의 4차산업 혁명 대응계획’

�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제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

는 4차 산업혁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이는 전통적 어업을 미

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

여 ①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전략과제 중점 추진

� ▫ 4대 전략과제 중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지능화를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

� ▫ (검토 결과)�본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과제인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 마이크로바이

옴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신규자원의 확보 및 이를 활용

한 원천기술 개발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바이오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산업 혁명 대응계획”에 정책적으로

부합

3)�해양수산 R&D�중장기 계획

� ▫ 앞서 살펴본바 있는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에서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친환경양식을 위한 ICT� 융·복합 양식플랜트 개발을 부처

R&D로 선정함

� ▫ 해양수산부는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
본법」 제17조에 따라 동 계획 수립

� ▫ 동 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과학기술’로서

2020년까지 세계선도 기술 20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7.8만명,� R&D� 민간참

여비중 40%로 향상시키고,� 해양수산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3대 R&D� 전략

및 12대 실행전략을 수립함

� ▫ (검토 결과)�지속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이 연구 주요 목표인 본 연구개발사업은 창

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부분의 전통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의 추진 목표는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로 본 사업과 연관성이 아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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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초안

을 마련하고,�대국민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정과제 등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요구

� ▫ 본 계획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

전 아래,� ①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③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

계 혁신,� ④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전략

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

� ▫ (검토 결과)�본 연구개발사업은,�빅데이터 및 인공지능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전

략 1인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에 부합



Ⅱ. 경제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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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타당성 분석

(1)�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구기획의 목표

� ▫ 최종 목표

� �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용 기능 규명을 통한 해양생물의 건강 증진

및 해양환경 개선 기술 개발

� ▫ 세부 목표

�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빅데이터 구축 및 핵심미생물 배양 기술 개발

�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용성 규명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개발사업 개요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확보 및 해독

� � -�대상 선정 및 메타게놈 해독

� �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및 메타게놈 분석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확립

� �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 � -�빅데이터 분석:�마이크로바이옴 구성 미생물의 기능 해석 및 핵심 미생물 도출

�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실물자원 확보 및 대량 배양 기술 개발

� � -� Culturomics�기술 확립

� � -�핵심미생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장 연관성 검증 및 활용 연구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식산업 활용 기술 개발

� � -�유용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대한 미생물의 작용 규명 연구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의 해양환경 개선 적용 연구

� � -�해양환경 오염(유해 적조,�생물 독화 현상 등)을 유발하는 식물플랑크톤 원인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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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제어 연구

� � -�해양환경의 핵심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해석 및 활용

� ▫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유용소재 개발 연구

� � -�유용 활성 스크리닝 및 유용성 검증

� � -�유용 미생물 및 소재 활용 기술 개발

(2)�편익 추정

가.�경제적 가치 추정의 일반 이론

�경제적 가치의 정의

� ▫ 경제적 가치란 화폐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경제학적 개념에 근거

� ▫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후생경제학 개념에 근거하는데,�그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음.�즉,�어떤 주어

진 상황에 대한 각�개인의 후생 수준은 자신이 가장 잘 판단

�경제학적 접근 방법론의 특징

� ▫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

법으로 구분

�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 대상 재화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경제학적 접근법의 적

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익이전 기법,�대체비용 접근법 등의 비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경제학적 기법 적용의 특징 및 장점

� ▫ 경제학적 접근법은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

� ▫ 현시선호 접근법은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대상 비시

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 ▫ 진술선호 접근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선호에 대해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이끌어내어 분석함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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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시선호 접근법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약성이 크며,�이론적인 관점에서 과대추

정 혹은 과소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

� ▫ 하지만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한 값이 현시선호 접

근법의 적용을 통해 구한 값보다 작은 경우가 흔히 관측

� ▫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나 판단

해야하는 재화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 ▫ 특히 경제적학 기법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 등 거래행위 속

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분석 대상 재화 또는 사업

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표 2-1]�경제학적 접근법 구분

구 분 현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접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접적 추정법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 평가법

회피행동 모형

선택실험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

사후적 평가법

가상적 시장 이용

사전적 평가법

�편익이전 기법 활용

� ▫ 비경제학적 기법은 적용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성이 존재하며,�결과의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제약적

� ▫ 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곡

선 접근법이나 부가가치 접근법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 이런 경우에는 국내외 분석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편익이전

(benefit� transfer)�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측정한 편익을 구매력지수와 분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이러한 방법은 왜곡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

� ▫ 한편 편익이전 기법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면 대체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편익의 대용 값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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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연구개발 활동의 파급효과 분류

� ▫ 편익 추정의 단위는 개별 사업이고 평가 대상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 � -� 편익 추정은 사업 전후(before� and� after)가� 아닌 시행 유무(with� or� without)�

비교를 통하여 사회 후생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

� ▫ 사전적으로 편익(benefit)이란 (+)의 사업효과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이

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 결과물을 의미

� ▫ 미시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증

가분 또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등으로 정의 가능

� ▫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지식,� 민간의 수익,�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이를 파급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지식파급,�시장파급,�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 가능

� � -�지식파급은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시장파급은 시장기능에 의

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

� � -�네트워크 파급은 관련 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타당성조사에서 반영하는 효과는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에 한정

� � -� 지식파급과 시장파급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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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특성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

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s)

○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발생
○ 역설계,�발간,�특허공개,�연구자 이동 등을

� � �통해 발생

○ 일부 계측 가능
○ 화폐환산 불가

○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 �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 � �타당성의 효과 분석에 반영

시장

파급

(Market

spillovers)

○ 시장 기능에 의해 여타 주체들에게 제품이나
� � �공정상의 편익을 전달해주는 것

○ 추가기능의 구비,�가격의 인하,�저렴한

�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

○ 계측 가능
○ 화폐환산 가능

○ 사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 � �객관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 경제적

� � �타당성의 편익 분석에 반영

네트워크

파급

(Networ

� spillovers)

○ 관련기술들의 집적을 통해 기능 향상을
� � �가능케 함

○ 각각�기술들의 개발 주체가 분산되어
� � �있어서 개별 주체별로 투자를 망설임

○ 계측 불가
○ 화폐환산 불가

○ 경제적 타당성에서 미반영
○ 정책적 타당성의 특수평가항목에서
� � �반영 가능

자료 : KISTEP(2018),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표 2-2] 연구개발활동의 파급별 예타 반영 여부

�연구개발 활동의 편익 추정의 장애요소

� ▫ 연구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비투자 재정사업이자 비정형 사업에 해당

� ▫ 이에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가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KISTEP(2018)과 OECD(2007)5)은 다음과 같

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진단

� � -� 투자 및 성과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편익을 누리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

� � -�파급효과의 전달경로가 다양하고 시차를 두고 시현하는 과정도 발생

� � -�편익의 화폐환산화가 어려움

5)� OECD(2007),� 『Acc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Framework� Programme』,� OECD� DSTI�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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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 Casuality� and� Sector�

Specificity

○ Multiple� Benefits

○ Identification� of� Users

○ Interdisciplinary� Outputs

➜

○ 투자와 성과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불투명

○ 다양한 분야로의 편익발생(예.�기초과학)

○ 편익을 누리는 대상 확정의 어려움

○ 인력양성,�특허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익

발생

Process ➜

○ Complex� Transfer�

Mechanisms

○ International� Spillovers

○ Time� Lags

➜
○ 파급효과 전달경로의 다양성

○ 국제적인 파급효과

○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편익 추계의 곤란

Valuation ➜
○ Lack� of� Appropriate�

Indicators

○ Monetary� Valuation

➜
○ 편익추정 지표의 산정 어려움

○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 곤란

[그림 2-1]�연구개발사업의 편익추정 장애요소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편익 항목

� ▫ KISTEP(2018)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을 가치창출 편

익과 비용저감편익으로 대별

� ▫ 가치창출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소비자의 후생을 향상시키거나 사업의

산출물이 시장을 통해 거래됨으로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사업의 목

적으로 할 때 반영 할 수 있는 편익항목

� � -�가치창출 편익은 성과의 수혜 대상에 따라 소비자 중심 편익과 생산자 중심 편익

으로 구분

� � -� (소비자 중심 편익)�소비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

을 주는 경우로서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둠

� �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서 신규 시장 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성과물

이 국민에게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그 효과를 화폐가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 소비자 중심 편익을 반영할 수 있음

� � -�시장가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선호접근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 -� (생산자 중심 편익)�생산자 중심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

을 주는 경우에 반영되는 편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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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산출물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발생하

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시장수요접근법이 대표적

� ▫ 비용저감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서 기존에 소요되던 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 � -�예를 들어 공정기술의 개선/개량,�또는 새로운 공정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생

산과정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제거되거나 또 는 투입 요소 대체 등을 통

해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동일한 양의 산출에 드는 비용이 기존에 비해 낮아

짐으로 발생하는 생산비용저감 편익이 대표적

� � -�또한 피해비용 저감 편익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에

재난․재해,�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피해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경우에 반

영할 수 있음

� ▫ 한편,� 각� 과학기술 지식의 증대 및 관련 파급효과는 가치창출 요소로 분석될 수

있으나 실제 타당성조사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표 2-3]�예비타당성조사 편익 반영 항목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분석을 위한 기준선 분석 원칙

� ▫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무에 다라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선 분석이 시

급

구분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시 편익 미반영

가치

창출

편익

ㅇ 소비자 중심 편익
�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 � � �주는 경우 (후생경제학에 근거)

ㅇ 생산자 중심 편익
�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 � � �주는 경우 (i.e.�시장수요 접근법)

ㅇ 과학기술 지식
� � � (논문,�특허 등)

ㅇ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
ㅇ 지역개발효과
ㅇ 지역산업구조 개편
ㅇ 생산 유발효과

ㅇ 부가가치 유발효과
ㅇ 고용 유발효과
ㅇ 수입 유발효과
ㅇ 수출 유발효과
ㅇ 소득 분배효과
ㅇ 취업 유발효과

비용

저감

편익

ㅇ 생산비용저감
� � -�자원비용,�공정비용,�연구장비 사용비용,�

� � �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저감

ㅇ 피해비용저감 편익
� � -�재난·재해,�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 � �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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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 -�둘째,�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해야 함

� � -�셋째,�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적절히 결정해야 함

� � -�넷째,�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

운 사항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

을 확보해야 하고 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 해당 기술의 요

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

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다섯째,�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 -�여섯째,�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 -�마지막으로,�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

들을 준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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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설 명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할 것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화와 해결되는 정도의 정량적인

제시,�현재의 상태,�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

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분석을 위한 모든 변수들을

구분하여 정량값을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사업 시행과 미시행 경우의 비교분석을 수행해야 하므

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수들의 식별은 결과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필요

기준선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적절히 결정할 것

기준선에 대한 분석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연결시키는

모형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정

도입으로 진행됨.�즉,�자료의 수준,�모형의 수준,�가정의 수준 등이 기준선 분석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의 수준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함

기준선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든 가정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기준선 분석은 현재 상태 및 미래에 대한 예측분석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사항

과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예비타당성조사 주체는 분석에 적용

된 가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값들을 명시함으로써 기준선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해야 함.�적용된 가정과 더불어 경쟁기술의 발전 추이,�해당 기술의 요소

중 불확실한 부분 등과 같이 논의를 통해 제외되는 가정도 있게 되는데 제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

시간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시점과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의 시점은 사업 착수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과 동일함.�종료시점의 설정은 사업 추진을 통한 효과 발생

의 지연 및 지속과 관련된 사항임

기준선 설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모든 요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것

불확실한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선에 적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것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경우,�비용효과 분석에서

다수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선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자료 :� KISTEP(2018),�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표 2-4]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선 분석 준수 원칙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 ▫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은 ‘사업 분석 → 편익항목 도출 → 
자료의 가용성(可用性,� availability)�확인 → 편익 추정방법의 선택 → 항목별 수

요(시장)�또는 비용 도출 → 가치 계산’의 과정을 거침

� ▫ KISTEP(2018)은 경제성 분석시,� 사업을 면히 분석하여 사업목표와 수혜자를 명

확히 식별하고,�사업의 핵심목표 및 수혜자와 일관성을 가지면서 사업으로부터 직

접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편익항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

� � -�연구진은 해당 편익의 추정에 사용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자

료의 가용성에 따라 편익 추정방법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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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의 성과와 직접 관련되는 수요/시장 자료 또는 비용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대리)시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편익을

추정한다고 가정,�즉,�비용 대체 접근법,�편익이전 기법 등을 추가로 제안

� � -�이러한 편익 추정에 사용되는 수치들은 신뢰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할

필요

�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시장 수요 진단 가능성,�대리시장 존재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효과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 � -�본 분석은 종합적 판단 결과,�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접근

[그림 2-2]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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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결과

(1)�편익 추정 구도

�연구 기대 효과를 통한 편익 항목 도출

� ▫ 편익항목은 연구사업의 개요 중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바탕으로 식별 가능

한 편익항목을 도출

� ▫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분리된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활용하여 해양생물 건

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과 양식 수산물 생산에 기존의 화학약

품(항생제,� 백신,� 성장촉진제 등)�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대상 생물의 건강성과 생

존력을 강화하여,�궁극적으로 양식생산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한편으로는 화

학약품의 사용 억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따라서 본 연구의 편익으로 해양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분리된 다양한 미생물

소재 사용으로 인한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화학약품 사용 억

제를 통한 양식생물 초기사망저감 편익 그리고 화학약품 사용억제를 통한 해양오

염저감 편익을 검토할 수 있음

�주요 편익 항목의 개요

� ▫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 � -�본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사료첨가제에 활용함으로써 사료

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반영

� ▫ 양식 생산성 증대 편익

� � -� 사육수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사육․생산 환경에

기여함으로써 양식 어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

영

� ▫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 부가가치 증대 편익

� �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증

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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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를 들어,� 두날리엘라,� 헤마토코코 등의 배양을 통해 얻어지는 항산화 제재,� 기

타 의료적 제재 등의 생산효율성이 증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를 식별

� ▫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

� � -� 거대조류 포자 착생 촉진을 위한 미생물 제재 개발을 통해 거대 조류 생장성이

증대되는 경제적 효과

� ▫ 해양오염저감 편익

� � -� 기존의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식 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저감

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적 가치로 반영

� � -�이와 함께 항생제 사용 저감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도 함께 제고

[표 2-5]�편익 항목 개요

편익 항목 내용 반영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다양한 미생물소재를 사료첨가제에 활용함으로써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반영

양식 생산성 증대 편익

사육수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으로

양식생물의 안정적 사육 및 생산환경에

기여함으로서 양식업 생산성 증대

반영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해양식물플랑크톤의 유용 대사산물 연구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효과
반영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
거대조류 포자착생 촉진 미생물제재 개발을 통한

거대조류 생장성이 증대되는 효과
미반영

해양오염저감 편익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양식 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 최소화 및 수산물 안전성

제고

미반영

� ▫ 편익 항목 중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과 해양오염저감 편익은 경제성 분석의

정량적 기반 보수적 접근 원칙에 따라 현재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

음

� � -�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은 포자 착생 촉진을 위한 미생물제재의 효과성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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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정량 효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 시

점에서는 경제적 편익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 � -� 또한 거대조류 생장성 증대 편익은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과 중복가능성이 존재

� � -�해양오염저감 편익은 현시점에서 해양오염저감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수산물 안

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데이터 부족

(2)�사료첨가제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개요

� ▫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 -� 사료첨가제 시장의 세계 시장규모 ×� R&D� 기여율 ×� 사업기여율 ×� R&D� 사업화

성공률 ×�부가가치율 ×�시장점유 확대율

� ▫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식용 사료첨가제 시장규모는 보수적인 산

정 필요

�양식용 사료첨가제 시장 시장규모

� ▫ 양식용 사료 제조업은 크게 배합사료 시장과 사료 첨가제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

으나 보수적인 산정을 위하여 사료 첨가제 시장의 자료만 활용

� ▫ 한국수산개발연구원(2018)은 양어용 사료첨가제 시장을 2016년 기준 92억원으

로 추정

� � -�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의 경우 수산업 분야를 따로 구분지어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시장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사료 첨가제(양어

용)�시장규모를 간접 추정

� � -�사료첨가제의 수산분야 매출액은 양어용 배합사료가 전체 사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3%를 반영하여 추정

[표 2-6]�국내 양식 사료 제조업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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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사업체 수

(개)

국내 매출액

(억원)

수산분야 매출액

(억원)

양식 사료 제조업(A+B) 36 6,024 2,126

- 양어용 배합사료(A) 13 2,034 2,034

- 사료 첨가제(B) 23 3,990 92
자료 : 한국수산개발연구원(2018),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7)은 전 세계 사료첨가제 시장규모를 2010년 155억달

러에서 2017년 약 27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2-7]�전 세계 주요 사료첨가제 시장 전망

구분
2010년

(백만 달러)

2017년

(백만 달러)

아미노산 제제 9,600 18,800

비타민 제제 2,900 3,800

미네랄 제제 2,000 3,000

생균제(효모제) 16 730

효소제 540 720

안료 및 착색료 477 559

합계 15,533 27,609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7), 『배합사료 첨가제 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 ▫ 또한 가축용 배합사료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규모는 2016년 32억 5,000만 달

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7%�증가하여 2022년에는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

망

� ▫ 한편,� 국립수산물품질원(2015)6)은 양식 사료첨가제 시장규모를 축산시장의 약

4%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 따라서,� 전 세계 주요 사료첨가제 시장과 프로바이틱스 시장 성장 전망률 및 양

식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4%를 활용하여 양식용 사료첨가제 시장규모를 추정

6) 국립수산물품질원(2015),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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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전 세계 주요 사료첨가제 시장 전망

구분
사료 첨가제 시장 규모

(백만 달러)

연평균 성장률

(%)

양식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비율

(%)

양식용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백만 달러)

2017 27,609 

7.7% 4.0%

1,104 
2018 29,735 1,189 
2019 32,024 1,281 
2020 34,490 1,380 
2021 37,146 1,486 
2022 40,006 1,600 
2023 43,087 1,723 
2024 46,405 1,856 
2025 49,978 1,999 
2026 53,826 2,153 
2027 57,971 2,319 
2028 62,434 2,497 
2029 67,242 2,690 
2030 72,419 2,897 
2031 77,996 3,120 
2032 84,001 3,360 
2033 90,469 3,619 

�기술수명주기

� ▫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이

승규(2011)7)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개발사업의 관련 학문인 생화학 및 미생

물학 등에 해당하는 기술수명주기의 중위수를 7년 분석

� ▫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되면 본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

값과 같게 7년의 편익발생기간을 규정

� R&D�기여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 ▫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8년에 확정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40.

7) 이승규(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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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를 적용

� ▫ 참고적으로,�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일

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 R&D�사업화 성공률

�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

영하기 위해 R&D사업화 성공률을 반영함

� ▫ R&D사업화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최신 성과보

고서 또는 연구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여 적용

� ▫ 임현(2016)의 연구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본 보고서에

서의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은 다음과 같음

� ▫ 본 연구개발사업은 임현(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

공률에서 바이오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을 평균한

42.3%를 적용함

[표 2-9]�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부가가치율

� � ▫ 본 연구개발사업은 사료 첨가제 등의 산업범위를 갖고 있으나 명확한 구분과 분

기술분야 9단계 이상 사업화 성공률(%)

전체 46.4

기계소재 47.7

바이오의료 42.3

전기전자 44.4

정보통신 48.0

지식서비스 57.6

화학 49.2

에너지·자원 24.3

자료 : 임현(2016), 2015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미래창
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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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에서 수산양식과 연관

있는 산업을 분류함

� � ▫ 2019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81부문 「2017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

으로 양식용 사료첨가제 산업의 부가가치율 추정

[표 2-10]�양식용 사료첨가제 산업의 부가가치율

구분
총투입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부가가치율

(%)

수산양식 3,356,322 1,315,569 39.2

�사업기여율

� � ▫ 사업기여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창출 편익의

추정 시 적용하는 주요 인자

� � ▫ 사업기여율 추정시 활용되는 기존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는 기존의 유사·중복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편익 대상의 범위(과제/기술/제품 등)와 대응하는

범위로 유사·중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 � ▫ 통상적으로 사업기여율 산식은,� � (본 사업 투자규모/(본 사업관련 분야 국가전체

투자규모 +�본 사업 투자규모)에 대입하여 추정

� � ▫ NTIS(http://rndgate.ntis.go.kr)�상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연구과제와 중복되

는 과제 및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

� �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사업기여율을 100%로 가정

�시장점유확대율

� � ▫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전망율 7.7%를 활용하여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규모를 추정

하면 2027년 이후 사료첨가제 시장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계 사료첨가제

시장의 1.0%�규모 정도를 확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

�양식용 사료첨가제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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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경제적 편익 =�양식용 사료첨가제 세계 시장규모 ×�사업기여율(100.0%)�

×� R&D�기여율(40.0%)� ×� R&D�사업화 성공률(42.3%)� ×�부가가치율(39.2%)�

×�시장점유확대율(1.0%)

� � ▫ 2019년 11월말 기준 환율 1,179.3원/달러 적용

� � ▫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음

[표 2-11]�사료 첨가제 시장 부가가치 창출 편익

연도 부가가치 증대 편익(백만원)

2027 1,814 

2028 1,953 

2029 2,104 

2030 2,266 

2031 2,440 

2032 2,628 

2033 2,831 

합계 16,036 

(3)�어류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 증대편익

�생산성 증대 편익 개요

� ▫ 어류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 -� 어류 양식어업 생산금액 ×�생산성 증대율 ×� R&D�기여율 ×� 사업기여율 ×� R&D�

사업화 성공률 ×�부가가치율

�어류 양식어업 생산금액

� ▫ 어류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어류 양식업 시장규모 식별 필

요

� ▫ 통계청(2019)8)의 2018년 기준 어류양식동향조사에 따르면,�어류 양식업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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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80,527톤,�생산금액은 9,293억원으로 추산

� � � -� 생산전망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 생산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

�어류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율

� ▫ 기획 연구진 전문가들의 각종 실험 및 연구 결과,�향후 해양마이크로바이옴에 대

한 연구개발로 성장속도는 5~10%� 증대 예상,� 질병 창궐시기시 생존율은 10%�

증대 예상,�먹이생물 연구개발에 따른 생산성 5%�증대 예상

� ▫ 이에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보수적 산정 원칙에 따라 어류 양식업 생산성 증대율

은 10%로 가정

�생산성 증대 편익 추정

� �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생산 관점의 편익 적용을 위한 기본 고려 사항들은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과 동일하게 적용

� � ▫ 연간 경제적 편익 =�어류 양식어업 생산금액 ×�생산성 증대율(10.0%)� ×�사업

기여율(100.0%)� ×� R&D�기여율(40.0%)� ×� R&D�사업화 성공률(42.3%)� ×�부

가가치율(39.2%)�

8) 통계청(2019),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2019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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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어류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 편익

연도 생산성 증대 편익(백만원)

2027 6,164 

2028 6,164 

2029 6,164 

2030 6,164 

2031 6,164 

2032 6,164 

2033 6,164 

합계 43,146 

(4)�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개요

� ▫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국내 시장규모 ×� R&D�기여율 ×�사업기여율 ×� R&D�사

업화 성공률 ×�부가가치율 ×�시장점유율

� ▫ 부가가치 증대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규모는 보수적인 산정

필요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 전망

� ▫ 해양바이오 산업은,�해양바이오 자원,�해양바이오 식품,�해양바이오 의약,�해양바

이오 화학,�해양바이오 에너지,�해양바이오 연구개발 및 서비스로 분류9)

� ▫ 해양바이오 의약 산업은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완제의약품,�기타 바이

오의약제품 등을 포함

� ▫ KISTEP(2019)1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양바이오산업중 해양바이오 의약시

장은 97,372백만원으로 추정

9) 해양수산부(2018),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
10) KISTEP(2019),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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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바이오 산업 전체 시장은 403,284백만원이며,�이중 해양바이오 의약시장은

전체 대비 24.1%임

� ▫ 해양수산개발원(2018)11)에 따르면,�세계해양바이오 시장은 4.8%�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본 분석은 이를 기준으로 해양바이오 의약시장의 시장 전망치를 도

출하고자 함

�시장점유율

� ▫ 기획 연구진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하여 단위부피당 대사산물 생산량의 10%

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이에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생산성 증대율이 시장변화로 연

결된다고 가정하고,�본 사업 관련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10%로 가정

�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추정

� �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생산 관점의 편익 적용을 위한 기본 고려 사항들은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 증대 편익과 동일하게 적용

� � ▫ 연간 경제적 편익 =� 해양바이오 의약시장 국내시장규모 ×� 관련 시장의 시장점

유율(10.0%)� ×� 사업기여율(100.0%)� ×� R&D� 기여율(40.0%)� ×� R&D� 사업화

성공률(42.3%)� ×�부가가치율(39.2%)�

11) 해양수산개발원(2018),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KMI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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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해양바이오 의약 시장의 부가가치 증대 편익

연도 부가가치 창출 편익(백만원)

2027 1,032 

2028 1,082 

2029 1,134 

2030 1,188 

2031 1,245 

2032 1,305 

2033 1,367 

합계 8,353 

(5)�경제성 분석 개요

�경제성 분석 방법�

� ▫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됨

�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

치(NPV,� Net� Present� Value),�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

을 많이 사용함

�경제성 분석 기법 비교

� ▫�경제성 분석 기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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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경제성 분석 기법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 율

∙이해 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기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치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제

순현재가치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

� ▫�편익/비용 비율 :�사업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편익의 당해 연도 값

 : 비용의 당해 연도 값

 : 할인율(이자율)

 : 내구년도(분석년도)

� ▫�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이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수익률 
  






 
  






� ▫� 순현재가치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이면 경

제성이 있다고 판단

순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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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시 고려 사항

� ▫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사용된 비용

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

으로 함

� ▫� 본 사업이 추진되면,� 6년의 연구기간(2021년~2026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

며,�이에 따라 연구 완료 후 사업의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편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분석기간은 기술수명주기인 7년으로 함

� ▫�연구개발 사업은,�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편익은 연구개발

사업후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경제성 분석 시 전제

� ▫ 사회적 할인율

� �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

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 � -�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건설사업이 정부에 의

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

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

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 �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

률,�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데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안」에 의거하여 4.5%�적용

(5)�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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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추정

▫ 연구비 총액은 48,000백만원으로,�연차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표 2-16]�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비

연도　 연차별 연구비(백만원)

2021 8,000

2022 8,000

2023 8,000

2024 8,000

2025 8,000

2026 8,000

합계 48,000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5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

� ▫ 추후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양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가치가 추가로 식별되고

기초과학적 연구의 수월성이 높아지면 본 편익-비용비율은 변화될 수 있음

구 분 추정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백만원) 39,814 

총 비용의 현재가치 (백만원) 37,786 

순현재가치 (백만원) 2,028 

편익-비용 비율 1.05

내부수익률(IRR) 5.3%

[표 2-17]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민감도 분석

� ▫ (민감도 분석 개요)�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편익 추정치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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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수행 후 민감도 분석

시행을 제안

� ▫ 편익 및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20%까지 1

0%p씩 변화시키면,�부분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구 분
변화율

(%) 

총편익의

현재가치

(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치

(백만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B/C

편익의 변화

-20% 47,776 37,786 9,991 1.26 

-10% 43,795 37,786 6,009 1.16 

0% 39,814 37,786 2,028 1.05 

10% 35,832 37,786 -1,954 0.95 

20% 31,851 37,786 -5,935 0.84 

비용의 변화

-20% 39,814 45,343 -5,529 0.88 

-10% 39,814 41,564 -1,751 0.96 

0% 39,814 37,786 2,028 1.05 

10% 39,814 34,007 5,806 1.17 

20% 39,814 30,229 9,585 1.32 

[표 2-18]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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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의 흐름

[표 2-19]�비용편익흐름

구 분

비용

(백만원)
편익

(백만원)
현재가치

(백만원)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값 현재가치

2021 8,000 7,010 　 　 -8,000 -7,010 

2022 8,000 6,708 　 　 -8,000 -6,708 

2023 8,000 6,420 　 　 -8,000 -6,420 

2024 8,000 6,143 　 　 -8,000 -6,143 

2025 8,000 5,879 　 　 -8,000 -5,879 

2026 8,000 5,625 　 　 -8,000 -5,625 

2027 　 　 9,010 6,063 9,010 6,063 

2028 　 　 9,199 5,923 9,199 5,923 

2029 　 　 9,401 5,793 9,401 5,793 

2030 　 　 9,618 5,671 9,618 5,671 

2031 　 　 9,849 5,558 9,849 5,558 

2032 　 　 10,097 5,452 10,097 5,452 

2033 　 　 10,362 5,354 10,362 5,354 

합계 48,000 37,786 67,534 39,814 19,534 2,028 



Ⅲ.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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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일자리 유형 구분

� ▫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근로 등)와 민간부문의 신규고

용 등으로 구분

� ▫ 민간부문(기업)의 신규고용(새로운 시장조성 등)

� � -� (정부조달 및 구매)�해당 물품 및 서비스 생산기업의 고용 증가

� � -�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

하를 가져오고,�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계

� � -�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 및 고용

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신규채용(고용유지)을 지원

� � -�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기반시설․R&D(기술개발)․컨설팅 등을 제공→ 민간기

업의 매출증가 및 새로운 시장 확대로 신규고용 창출

� � -�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애로요인 해소)�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상담․취업알선,�취업

지원 사업대상 확대,�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방법

� ▫ (1단계)� 기존(유사)� 정책‧사업의 신규고용 실적에 대한 경험치․실태조사 결과,� 고

용계획 등을 확인․활용(필요 시 기타자료*�활용)

� � -�기타 자료 활용 시 우선순위 :�기존사업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 유사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 ▫ (2단계)� 1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지출액(또는 매출액)� 당 신규고용효

과 등을 추정하여 계산

� �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재정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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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 ▫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은 신정부(고용노동부)가� 제안하고 있는 「고용효과 산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본 R&D�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 ▫ 직접고용효과
� �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비 48,000백만원 중 30%로 가정

� � -� 직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9)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 연평균 임금 중 연구개발업의 평균임금 적용

� � -�분석결과,�직접고용효과는 약 211.5명

구분
인건비

(백만원)

산업연평균임금

(백만원)

직접고용효과

(명)

본 연구개발사업 14,400 68.1 211.5

[표 3-1] 직접고용효과 분석 결과

�

▫ 간접고용효과
� � -�간접고용효과는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의 산정원칙과 관련 산업별 1인 고

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중 연구개발업 지출액 적용

� � -�분석결과,�간접고용효과는 약 377.5명임

구분
인건비

(백만원)

산업연평균임금

(백만원)

직접고용효과

(명)

본 연구개발사업 33,600 89 377.5

[표 3-2] 간접고용효과 분석 결과 

� ▫ 총고용창출 효과

� � -�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여 약

589.0명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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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리창출효과(명)

직접고용효과 211.5

간접고용효과 377.5

총 합계 589.0

[표 3-3] 본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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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분석방법론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 ▫ 본 절의 목적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분석하

기 위해 적용하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파급효과

를 구하여 계량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유

발효과,�부가가치 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에 초점을 맞춤

� ▫ 이를 위해서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

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하여야 하는데,�본 연구

에서는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적용함

� ▫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

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

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함

�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교를 시

도할 뿐만 아니라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마

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한 분석도 수행

함

� ▫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적인 힘이

될 변수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

다 명확히 알 수 있음

�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동,�즉 다른 부문의 산출물을 중간재로 수요하므로,�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

구개발 사업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 특히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은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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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클 수 있는데,�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부가가치 유발의 관점,�취업

유발의 관점이라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 ▫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

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를 나타내고 있음

� ▫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

법으로 인식되어 왔음

� ▫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

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

에 첨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

의 양을 의미

� ▫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며,�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1)

� � -�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

며,� 이를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함

� �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

써 각�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냄

� �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

산을 위해 투입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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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

는 것을 의미

� ▫ 식 (1)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 라는 산업을 열(列)로 보면 중간투입(),�부가가

치(),�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로

표현됨

 
 



 
 



� (2)

� � -�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

이며(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함

� � -�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

과 수입부문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즉,� 임금,� 이윤,� 세금 등)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표 2-4]와 같음

구 분
중간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중간투입

(중간재)

  ⋯ 
  ⋯ 
⋮ ⋮ ⋱ ⋮
  ⋯ 





⋮






⋮






⋮


부가가치   ⋯ 

총 투 입   ⋯ 

[표 3-4] 산업연관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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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1)을 전 산업에 대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 (3)이 됨

�

 ′  ′ � � � � � � � � � � � (3)

� �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 -�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 -� 은 1을 원소로 하는 ×행렬

� � -�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

� � -�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

�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

















⋮


,�  











 ⋯ 
 ⋯ 
⋮ ⋮ ⋱ ⋮
 ⋯

,� 















⋮


,� 















⋮


� ▫ 이 때,�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하며,�또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이고,�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 식이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여기서,� 는 차원 단위행렬

(2)�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 모형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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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4)를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 (4)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량( )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이며,�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부가가

치 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 이러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하

는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할 수 있지만

수입 부문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파급효과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

� ▫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

키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

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 ▫ 따라서 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는 비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국

내(domestic)를 나타내는 를 편의상 이후엔 생략하여,� 식 (4)를 비경쟁형수입

형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5)가�도출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산유발효과

� ▫ 식 (5)를 변동모형(variability� model)으로 바꾸면 식 (6)이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여기서 는 변화량을 나타내고,� 특히 를 레온티에프 역

행렬(Leontief� inverse)� 또는 투입역행렬(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이라 하며,� 각� 원소는  로 부문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문 산출의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총 상호의존계수를 나타냄

� ▫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무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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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식 (6)을 통해 최종수요가 변화

하는 경우( ),�이를 충족할 산출량( )을 계산할 수 있음

� ▫ 경제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최종수요액(총 산출액)�변화

는 곧 그 경제 모형에 외생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할 경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은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확히 파악될

수 없음

� ▫ 또한 다른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가 구체화된 해양마이크로바이

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이므로,�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이 여타 부문

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이고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산출에 의한 파급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생화 작업을 거쳐야 함

� ▫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이 미치는 영향

과 그 산출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며,�외생화시키

는 것을 로 표시하고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편의상 로 표기하

기로 함

� ▫ 경제를 3개 부문의 단순경제로 보았을 때,�외생화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어 설명할 수 있음

 

 

 

� � � � (7)











  
  
  





























  
  
  

















� (8)

� � -�식 (8)에서 부분행렬(Partitioned� matrix)의 역행렬을 취하면 식

(9)가�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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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 � -�이 중에 우리가 외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 (7)에서 세 번

째 식을 없애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이를 식 (9)�행렬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식 (10)이 됨




 










 









 


  

  





















 









 






� � � � � � � � � � � � � � � � (10)

� � -�즉,�식 (10)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11)이 됨

    
� � � � � � � � � � � � � � (11)

� ▫ 이 중 투입계수는 늘 일정하여 산출물계수도 일정하므로 식 (11)을 변동률 식으

로 표시하면 식 (12)가�도출

    
� � � � � � � � � � � � � � � � (12)

� ▫ 부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해양마이크

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12)를 식 (1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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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

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

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냄

� � -�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

냄

� � -�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나타내는 열벡터 중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부문

의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

� � -� 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을 나타냄

� � ▫ 식 (13)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

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식

(13)으로부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

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 유발효과

� ▫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

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이러한 관계는 식 (14)로 요약됨

   � � (14)

� � -� 이 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계수

행렬은 산출물 1단위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냄

� ▫ 식 (14)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식 (15)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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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이 때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으

로만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

구개발 사업을 외생화할 필요가 있으므로,�식 (15)를 외생화하면 식 (16)이 됨

  
 

 
� � (16)

� � -�   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외 다른 부문들의 부

가가치로 이루어진 행렬

� � -�  는 총산출 행렬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행벡터로서 식 (13)에서 유도된 것

� � -�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

발 사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

�취업유발효과

� ▫ 일반적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의미

하는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 ▫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

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 ▫ 이 경우 노동량은 취업자와 피용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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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두 가지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각각의 취업계수를 계측하게 되므로,�

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취업자수는 식 (17)로 표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식 (17)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

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

� � -�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 ▫ 생산유발효과처럼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유

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시켜야 하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 (18)

� � -�  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각�부문별 취

업인수

� � -�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산업간 연쇄효과

� ▫ 산업간 연쇄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확산감응도(sensitivity� of� dispersio

n)를 측정함으로써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

수와 확산력(power� of� dispersion)을 측정함으로써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

age� effect)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가 있음(Hirschman,� 1958;� Jones,� 1976)

� ▫ 감응도 계수()는 전 부문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번째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부문에 대해 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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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됨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영향력 계수()는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비율로 번째 산업에 대해 식 (20)으로 정의됨

 




 
 




 









 








 




 






 





� � � � � � � � � � � � � � � � � � � � � � � � (20)

(3)�분석절차

�분석절차

� ▫ 분석의 내용은 크게 수요유도형 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취업

유발효과 3가지를 다룸

� ▫ 아울러 수요유도형 모형의 운용결과를 활용하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계

산함으로써 다른 산업과 비교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살펴봄

� ▫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외생화한

분석,� 즉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찰

� ▫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본부문 산업연관표에서 출발하여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을 별도의 부문으로 외생화 한 후,� 31부문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분석

� ▫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발표된 2017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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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를 분석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정의

� ▫ 한국은행(2019)에서 발표한 2017년 산업연관표에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

발 사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포함되

어 있는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부문의 범위를

정의

� ▫ 본 연구에서는 381개 기본부문 산업연관표 상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추출하여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1 농림수산품 04 수산물 40 수산물 0402 수산양식

[표 3-5]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의 분류 

▫ 381개 기본부문에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내

고,�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30부문 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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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1 농림수산품 12 전기장비 2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 광산품 13 기계 및 장비 2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부동산 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27 사업지원서비스

6 석탄 및 섬유제품 17 전력, 가스 및 증기 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 화학제품 18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29 교육서비스

8 비금속광물제품 19 건설 3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9 제1차 금속제품 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버시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0 금속가공제품 21 운송서비스 32 기타서비스

1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3 기타

34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산업

[표 3-6] 재분류된 31부문 산업연관표



- 69 -

(4)�분석결과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 ▫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

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 공급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중

간재 산업으로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

도 계수임

� � -� 감응도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전방연쇄효과는 해양마이크로바

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파악하

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

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 계수는 커짐

�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

발 사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

는 영향력을 의미

� � -� 영향력 계수로 파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해양마이크로바

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

물을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생산을 위한 원료

로 파악

� � -�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짐

� ▫ 감응도 계수의 평균과 영향력 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

균보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 34개 부문에 대해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

되어 있음

� ▫ 각� 산업별 감응도 계수는 화학제품 부문이 1.8772로 가장 크며,�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부문과 운송서비스 부문이 각각� 1.7332�및 1.4593으로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감응도 계수는 0.5694로

33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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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응도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가 활황일 때 해양마이크로바이

옴 연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성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즉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않는 산업

이라는 것을 의미하며,�중간수요적 성격보다는 최종수요적 성격을 가짐

� ▫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는 기타 부문이 1.3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송

장비 및 음식료품이이 각각� 1.2902� 및 1.1677으로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영향력 계수는 1.0949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음

� � -� 영향력 계수가 크다는 것은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원시산업적

(primary� production)�성격보다는 제조업적 성격을 가짐

� ▫ 따라서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낮고 후방연쇄효과

는 크기에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음12)

12)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

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연쇄효

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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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번호
부문명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영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값 순위 값 순위

1 농림수산품 0.9610 20 0.9606 22

2 광산품 0.6097 31 1.0032 17

3 음식료품 1.2439 8 1.1677 3

4 섬유 및 가죽제품 0.9228 21 1.0496 14

5 목재 및 종이, 인쇄 1.0492 15 1.1070 9

6 석탄 및 섬유제품 1.1304 11 0.6615 34

7 화학제품 1.8772 1 1.0167 16

8 비금속광물제품 0.7728 24 1.1559 6

9 제1차 금속제품 1.3028 5 0.9947 18

10 금속가공제품 1.1057 14 1.1289 8

1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0061 17 0.8428 28

12 전기장비 0.9162 22 1.0954 10

13 기계 및 장비 0.8633 23 1.1337 7

14 운송장비 0.9738 19 1.2902 2

15 기타 제조업 제품 0.6467 27 1.1651 4

16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1451 9 1.0309 15

17 전력, 가스 및 증기 1.2881 6 0.7830 31

18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7076 25 0.9725 20

19 건설 0.6258 28 1.0879 12

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버시 1.7332 2 0.9377 24

21 운송서비스 1.4593 3 0.9508 23

2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114 12 1.1612 5

23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1358 10 0.8979 26

2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2829 7 0.8827 27

25 부동산 서비스 0.9762 18 0.7687 32

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4096 4 0.9747 19

27 사업지원서비스 1.1068 13 0.8116 29

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0140 16 0.7482 33

29 교육서비스 0.5561 34 0.8116 30

3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6107 30 0.9324 25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6222 29 0.9644 21

32 기타서비스 0.6740 26 1.0762 13

33 기타 0.5903 32 1.3394 1

34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산업 0.5694 33 1.0949 11

[표 3-7] 한국은행 대분류 기준 34개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결과

� ▫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1원 투자할 경우 타 산업에 0.9914원의 생

산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음식료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 순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1.0000원을 포함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9914원으로 나타남

�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1원을 투자할 경

우 타산업에 0.3839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하며 산업 순으로는 도소매서

비스업 및 상품중개서비스업과 음식료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0.3920원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77

59으로 나타남

�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해양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10억원 투자 시 타산

업에 6.125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나는데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에 미치

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 20.2366

명을 포함한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26.3622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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