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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해양미세조류 유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개발의 필요성

○ (사회적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발

생으로 인한 인류 대재앙 극복을 위해 백신이나 감염 후 완치를 목표로 완벽한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백신, 혈장치료제, 치료용 항바이러스 제제,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음 

○ (경제적 필요성)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수요와 공급 관련 별도의 국

제기구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특히, 미세조류 유래 다중

불포화지방산 연구의 발전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뛰어난 전망이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아직 그 개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부합되

는 기술로 판단되며 아직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술 또

는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보일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임

○ (기술적 필요성) 해양생물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섭취는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 

강화가 유도됨

- 바이러스 면역항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cytokine storm은 감염증 환자 치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DHA와 EPA가 cytokine storm을 억제하여 면역항체 

형성에 절대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음

- 바이러스 감염을 통한 DHA, EPA의 작용 기전은 매우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

으며 주로 면역 활성 증진 및 항염증 반응을 유도함

- DHA, EPA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바이러스의 viral envelope proteins을 lysis시키

거나 바이러스 침투 시 폐와 같은 장기를 보호해줌

- 바이러스 침입 시 DHA, EPA는 macrophages, leukocytes, T/B cells, NK cells과 기

타 immunocytes들을 방출 및 활성화시킴

- DHA 및 EPA로부터 생성된 lipoxins, resolvins, maresins의 물질들은 항염증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음

- DHA 및 EPA의 경구 또는 정맥 투여 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바이러스 감

염으로부터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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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유효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항염증 효과가 있

는 DHA와 EPA로 집중강화치료(intensive care unit)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DHA와 EPA가 immunity booster (면역 촉진제)로의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임

- 제안 연구팀은 DHA와 EPA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해양미세조류의 대량 생산기

술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DHA와 EPA의 단리 지방산 분리ㆍ정제 및 항바이러스

와 항염증 등 효능평가 연구 필요

○ (환경적 측면) 해양미세조류 유래 활용 기술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면

서 어류 유지를 대체하는 점에서 기존 유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한 소멸 

예방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

한 기술이라고 하겠음

○ (지속가능성 측면) Post 코로나 사회에서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소재 필요

하며 COVID-19에 대한 예방의 목적으로 항바이러스 및 인체면역력 증진 효능을 

가지는 보조제 중심의 연구는 아직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따

라서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류 사회에서 종식될 질병이 아니고 인류와 공생하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자연 면역력 향상에 의한 장기 대응을 위한 연구

를 추진해야 함

2. 기술 동향에 따른 타당성 분석 

□ 원천성

○ 동 기술은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로써 항염증 효과 및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다

중불포화지방산(EPA, DHA 및 ARA)과 그 유도체(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들의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천연물보조치료제 개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으로는 염증 해소 및 염증 억제 작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 이외에 바

이러스 수명주기를 방해하여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과와 염증 억제에 대한 활

성이 우수하여 항바이러스, 항염증제 및 면역증강제로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연구의 발전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뛰어난 

전망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대사체 규명, 체내 대사경로의 이해, 상호작용 및 

독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한 모든 제반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적 선도가 가능한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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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동 기술의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

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동향은 거의 대부분 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기술적 효과를 인정받고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를 가진 국가 기반 산업의 창출 및 산업구조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도성 및 잠재성

○ 대상기술에 관한 유사 선행기술에서는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추출 

방법과 활용 내지는 생선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면역 및 항염증제에 대한 기

술의 보고는 있지만,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항바이러스 치료 보조제

로써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에 대상기술에 대해 그 

기술수준이 높다고 판단됨

○ 하지만, 대상기술에 대해 현재 생선유래 다양한 다중불포화지방산이 개발되어 시

판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개발

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개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 대상기술은 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부합되는 기술로 판단되며 아직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의 수요와 공급 관련 별도의 국제기구

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 미세조류 오메가-3 원료 생산업체의 원료는 기업 간 거래보다 오메가-3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미세조류 2020년 702.5 백만USD → 

2025년 1232.36 백만USD (CAGR 11.9%)

○ EPA, DHA 산업은 매년 7.7% 이상 증가하여 2050년 후에는 어유로 오메가-3 수

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하여, 대체 원료는 미세조류라고 분석하고 있음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2020-2027년 사이

는 11.9%씩 성장하여 2027년 연간 1232.36백만USD가 될 것으로 예상됨(2019 

Global Information, Inc)

○ 따라서, 동 기술은 기존 오메가-3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생

선유래 오메가-3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

발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 바이오의약품의 대안으로 차후 잠재성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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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오메가-3 생산 및 공급 현황 분석

○ 어유 오메가-3의 공급한계 530,000톤/년에 의하여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DHA, 

EPA의 가격 폭등이 예상되어 미세조류 유래 DHA, EPA의 생산을 서둘러 준비

할 필요가 있음

- 페루, 칠레, 덴마크, 독일 등 어분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오메가-3 생산하며 전세

계 어분과 어유의 50-60%가 페루와 칠레에서 생산

- 전세계 어분, 어유 생산자와 사용자를 회원으로 하는 IFFO라는 국제적 조직기구

가 있으며 매년 1회씩 총회를 개체하여 품질 규격 정비, 수요와 공급, 어획 쿼터, 

가격 등을 논의함

- Save Our Seas에 따르면, 물고기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세계 물고기 개체수의 

75%가 번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제거되고, 모든 대형 포식 물고기(참치, 

상어 및 대구 등)의 약 90%는 사라지고 있음

- 현재 과학자들은 현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2050년쯤에는 어업이 붕괴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음

○ 페루, 칠레의 어획량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WHO에 따르면 

DHA, EPA의 수요는 매년 11.9%(CAGR에 의한 산출)씩 증가하여 몇 년 내 어유 

유래 오메가-3의 공급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어유 2018년 2.6 Billion USD → 2026년 5.7 Billion USD (CAGR 10.1%)

- 어유 유래 DHA, EPA도 CAGR 7.7%이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자원고갈에 의한 

DHA, EPA 부족으로 어유 유래 오메가-3 가격 또한 폭등 예상

○ 현재 이유식, 환자대용식,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DHA, EPA, ARA의 시장 규모

는 30조 규모이며, 2050년 되면 50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한국을 해양미세조류에 의한 DHA, EPA 및 ARA 생산 종주국으로 해양수산

부가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환경성

○ 대상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 진

입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면역 및 항염증제의 활용빈도는 더욱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15.6% → 2030년 24.3% → 2050년 3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국내의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0년의 경우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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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OVID-19 대유행에 의한 펜데믹 사태로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는 그 수요

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현재 항바이러스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

화를 위한 공통기반 이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대상 기술은 정부의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의 장애요인 및 

제역요인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기술수명주기에 있어서 발전

기에 해당이 되는바, 신규산업의 진입이 용이한 상황으로 사료됨 

3. 기술개발 목표

□ 개발 목표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유행 및 예상치 못한 발병 등을 대비한 예방의학적ㆍ치

료보조제용 해양미세조류 항염증 소재(MEM) 개발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세계

선도 제품 개발

□ 최종 성과목표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바이러스 및 면역증강 물질을 활용한 COVID-19 예방용 건

강기능식품 및 치료보조제 기술 개발

○ COVID-19 예방 기능식품 및 치료보조제용 세계 1호 제품 개발

○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원료 표준화 실증 

○ 해양미세조류 유래 COVID-19 예방 소재의 물리화학적 적합성, 설치류 및 어류 

전임상 효능·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후 건강기능식품 허가

□ 기술 단계별 연차별 추진 내용

○ 1단계 : 미세조류 배양시설 구축 및 어유 유래 vs. 미세조류 유래 PUFA 비교

○ 2단계 : MEM 생산 미세조류 배양/추출 최적화 및 MEM 성분 비율에 따른 항염

증, 면역증진 및 항바이러스 효능 탐색

○ 3단계 : MEM 조성 최적화 및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1상

○ 4단계 : MEM 생산 양산용 추출 공정 최적화 및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2상

○ 5단계 :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3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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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비고

○ 원료공급 체계 
○ 미세조류의 연중 대량 생산성 실증,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 미새조류 배양 시설 구축

∘TRL 5~7
단계 달성 

○ 원료 생산 및 추출

○ 어유 유래, 미세조류 유래 PUFA 비교

○ MEM (DHA/EPA/ARA 등)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 및 추출

  - DHA: Schizochytrium sp 탱크 음 배양 후 추출

  - EPA: Nannochloropsis sp. 배양 후 추출

  - ARA: Mortierella sp. 배양 후 추출

  - 기타 MEM 추출

∘TRL 4~5 
단계 달성

○ 추출 공정 최적화 

및 표준화 

○ 미세조류로부터 추출된 소재의 최적화 

  - 배양 / 추출 / 성분비율 정량화 

○ 표준물질 농도 설정 및 표준화된 분석 방법 결정

  - 공정 요인들의 scale-up 을 위한 공정 최적화

  - 원료 생산 표준화

○ 양산형 추출공정 / 분석 장비 시설 구출

  - 추출 정제 방법 최적화

∘TRL 4~5
단계 달성

○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 항바이러스 효능 규명 (세포체계 1차 시험: CPE저해법)
  - 항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약효평가

  - 항Influenza virus 약효평가

  - 항Coronavirus 약효평가

  - 항Herpes simplex virus 약효평가

  - 항Enterovirus 약효평가

  - 항Rhinovirus 약효평가

○ 항염증 효능 규명

  - Cytokine storm 억제 평가

  - 유용 성분들의 대식세포와 NK cell에서의 활성화 및 염증 

완화 측정(유전체 및 단백체 분석)
○ 면역증진 효능 규명

  - 비장세포 Primary culture
  - Cytokine 발현능(IFN-r, TNF-b, 림프구 및 면역글로블린)
○ 전임상 시험을 통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설치류, 어류)

∘TRL 5~6
단계 달성

○ 임상시험 평가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제작

  - 시험용제품(위약 포함) 제작 IRB승인

○ 인체적용시험 수행(연구대상자 등록)
  - 관련 병원과 협력 체계 구축 및 분석

○ 인체적용시험 수행 1상
○ 인체적용시험 수행 2상
○ 인체적용시험 수행 3상

∘TRL 7~8
  단계 달성

○ 비지니스 모델 

확립

○ 소재 생산단가 및 경제성 분석

○ 수요기업 및 전문기관 기술가치 평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TRL 
9단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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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단계/연차별 추진 내용

4. 사업 타당성 분석

□ 경제성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23,616백만원, 총편

익의 현재가치는 28,003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현재가치는 4,387백만원으로 경제

성 분석을 통과함 

○ 편익/비용 비율은 1.19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6.6%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과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은 다음

의 표와 같음

구분
현재가치 합계 (단위: 백만원) 순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편익 비용

값 30,193 25,206 4,987 1.2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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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 결과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30,000백만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2,686.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279.5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36.2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원당 1.0000원 1원당 0.7562원 1원당 1.7562원

30,000백만원 22,686.0백만원 52,686.0백만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4670원 1원당 0.3090원 1원당 0.7760원

14,010.8백만원 9,268.7백만원 23,279.5백만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6.6753명 10억원당 4.5328명 10억원당 11.2081명

200.3명 136.0명 336.2명

해당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양수산 지역 산업구조의 다원화 및 혁신 산업화 

○ 해양수산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단기·중기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해양미세

조류 유용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고 대외적 환경 변화(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및 자원고갈 등)에도 안정적인 다기능소재 생산

○ COVID-19 및 유사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한 기능식품 세계 최초 개발

○ 대한민국이 K-방역 성공 모델에 이어 바이러스 예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종주

국이 되어 국내외 시장 개척

○ 예방의학 차원에서 면역증강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로 사회 전반적인 

건강지수 향상에 따른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

○ 저개발국의 아동 지능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수출 외교 기대

○ EPA, DHA 및 ARA 등의 기능성 물질 기반 생산으로 인한 보조 건강기능식품 

활용으로 폭발적 수요 창출 기대

○ EPA, DHA 및 ARA등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으로의 추가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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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의 개요제1장

1. 사업기획 추진 배경

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SARS-CoV-2, COVID-19), 코로나19 또는 COVID-19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유전자 크기 27-32 kb의 RNA 바이러스로 경증

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특히 고령의 환자 기저질환 환

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높은 치사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초기에는 원인과 전파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

나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

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됨  

○ 전세계적으로 COVID-19 의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WHO의 사

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

는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함

○ COVID-19는 기후 및 습도의 영향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각 국가의 공중보건 수

준 등 다양한 요인이 확산에 영향을 미침 또한 변이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

러스의 특성 상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백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COVID-19

의 조기 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JHU)’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

자수는 약 6,310만 명이며 사망자수는 약 14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COVID-19는 백신과 치료제 사용으로 인류사회에서 종식될 질병이 아닌 인

류와 공생하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post COVID-19 시대의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한 대응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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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VID-19 예방을 위한 다중불포화지방산에 대한 관심 증가

○ 헝가리 Debrecen대학과 브라질 상파울로대학은 COVID-19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오메가-3 다중불포화지방산 섭취를 국민들에게 강력히 권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러스 면역항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cytokine storm은 감염증 

환자 치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DHA와 EPA가 cytokine storm을 억제

하여 면역항체 형성에 절대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음

대사산물 특성 요약 구조 

프로텍틴(protectin) : 뉴로 프로텍틴(신경계에서 작용할 때)으
로도 알려져 있으며 DHA 대사산물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
지로 강력한 항염증, 항세포자멸 및 신경보호 활성을 가지고 
있음

마레신(Maresin) : 염증을 해결하는 대식세포 유래 매개체. 
최근 정의된 마레신은 DHA의 대사산물로 강력한 항염증, 분
해능, 보호 및 치유 촉진 특성을 가지고 있음 

레졸빈(resolvin) : EPA의 대사물질로서 조직손상 후 발생하
는 염증 후 정상세포 기능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관여함

리포신(lipoxin) : ARA의 생리활성 대사산물이고, 다른 SPM
과 마찬가지로 항염증 작용을 함 

<표 1-1> 다중불포화지방산 대사산물의 특성 요약(SPM,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 특히 다중불포화지방산[DHA, EPA 및 ARA(아라키돈산)]의 각 대사산물이 COVID-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보조제(supportive therapy)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예방 차원(prevention strategy) 물질이므로 지속적인 섭취를 적극 권장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대사산물들은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SPM, 특수 염증해소 촉진 

매개체)로 칭하고, DHA의 대사산물인 Protectin과 maresin, EPA의 대사산물인 

resolvin 및 ARA 대사산물인 lipoxin 등이 대표적인 예임. 혈액 내에 일정량 있으

면 바이러스 침입 시 대식세포 및 NK세포 활성화에 기여하여 COVID-19 바이러

스 불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음(<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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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

○ 미세조류(microalgae)는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

학/기후변화 연구재료, 대체에너지, 먹이생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건강보조식

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미세조류의 시장 중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시

조카이트리움(Schizochytrium)으로 생산한 DHA(docosahexaenoic acid)는 1억$ 이상

에 이르고 있음(FAO 2017) 

○ 또한, EPA, DHA는 incredibly beneficial health 효능, 효과 때문에 매년 7.7% 이상 

증가하여 2050년 후에는 어유로 오메가-3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하

고 있고, 대체 원료는 미세조류라고 분석하고 있음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2020-2027년 사이는 

11.9%씩 성장하여 2027년 1232.36백만 US$/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2019 Global 

Information, Inc)

2. 사업기획의 추진 필요성

가.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필요성

○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대재앙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스

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COVID-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계속해

서 늘고 있어 각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음

- 현재 COVID-19는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개인위생을 위해 마스크, 손제정제, 체온계 등 개인용 의료물자에 대한 전세계적

인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대한민국의 COVID-19 진단 부분은 이미 선도국가 위치이며 COVID-19만을 타깃

으로 하는 새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20년 1월말부터 질병관리청(국립인천공항검

역소 포함)과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하고 있고, 수출허가를 획

득하여 수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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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코로나 사회에서의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소재 필요

-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제 또는 안정성이 담보되면서 효능

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신약후보물질을 다시 검토해 COVID-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신약재창출, drug repositioning)를 수행 중이나, 대부분 신

약후보물질 발굴 단계 및 임상시험 이전 단계로써 상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

-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를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치료제와 백신분야

에만 중심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항바이러스 및 자체 면역력 증진의 효능을 가지는 소재 개발은 한

국에 K-방역 성공 모델에 이어 바이러스 예방 분야에 종주국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나.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제 연구 개발의 필요성

○ 국내에서는 정부와 제약･바이오업계가 COVID-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치료

제 및 백신개발에 연구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으며, 신속 개발 지원과 함께 적극

적인 방역 및 대응전략을 추진 중임

○ 현재 각국은 단기적 치료제와 백신에 집중하고 있어 국가정책과 언론에 주목받

지 못하고 있지만 영국 면역학계 권위자 마크 월포트 박사의 말에 따르면 

COVID-19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 건

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맞춤형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임

○ 특히, 다중불포화지방산[DHA, EPA 및 ARA(아라키돈산)]과 그 대사산물을 이용

한 COVID-19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보조제로서 역할을 하는 맞춤형 

소재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어유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2050년 후에는 어유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 대체 원료인 미세조류를 통해 빠른 선점을 계획해야함

○ 또한 시판되는 어유의 DHA/EPA ratio는 0.6으로 인간의 초유 및 제대혈의 2.1과 

정반대의 조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 면역의 필요기능에 한참 미달함

○ 반면, 기존 오메가-3보다 미세조류 또는 식물유래 오메가-3가 효능이 높고, 미세

조류의 경우 추출물 효능이 부가적인 시너지 작용한다고 최근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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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미세조류 오메가-3 원료 및 대사물질 추출을 위한 공정개발 및 이를 활용

한 복합소재의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을 통해 고부

가가치 신소재를 개발함이 절실히 요구됨

○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조속한 R&D 지

원과 수행이 필요함

다.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개발의 필요성

□ 미세조류의 장점을 이용한 기술개발

○ 기후 및 가뭄 저항성 : 미세조류는 쇠고기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물의 2%만 필

요하여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배양 가능하며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을 통해 최적화된 영양성분들을 생화학적으로 세포로 전환 가능함 

○ 토지 보존 : 다양한 위치에서 쉽게 재배되고 쉽게 확장할 수 있어서 배양을 위한 

토지 정리를 위해 숲을 제거할 필요 없이 건물의 탱크에서도 재배가 가능함

○ 이산화탄소 저감 :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미세조류가 자라는 배지 영양

분으로 사용되므로 이산화탄소 수준을 줄여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음

○ 무살충제 배양 : 살충제 없는 배양방법으로 오염 부하 량을 낮추어 수질과 토양

의 품질이 향상됨

○ 부산물 : 단백질원, 지방 등을 추출한 후 나머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사용을 위

해 바이오 연료로 전환할 수 있음

□ EPA 및 DHA 구성에 있어 어유와 미세조류 오일의 큰 차이점

○ 자연자원 어획 VS. 지속가능 배양 및 생산

- 기존 어종에서 오메가-3와 그 성분을 소싱하는 것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어종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음

- 양식장이 즉각적인 해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에서 양식한 생선에서 

수확되는 오메가-3는 5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음

- 반면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는 오메가-3의 주원료인 지방산들

은 친환경적인 배양방식을 통해 생산 가능함

- 기존 어류에서 추출한 오일에 비해 중금속 및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고 성장 가

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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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유래 오일

- EPA, DHA, ARA 및 DPA 등은 어유 속에 반드시 혼합되어 존재하며 각각의 성

분별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자증류 방법으로 분리하며 고비용이 

들어감

- EPA-18% + DHA-12% = 30% (4.35 US$/kg, 페루 TASA 2020.7월)

- EPA-30% + DHA-20% = 50% (9.5 US$/kg, 페루 TASA 2020.7월)

- Only EPA-70% (56 US$/kg, 애경그룹 2020.7월)

- Only EPA-95% (130 US$/kg, 애경그룹 2020.7월)

- 대부분 제품들이 EPA가 DHA보다 약 1.5배 많게 구성되어 있어 DHA의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EPA의 과량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어유의 다중불포화지방산 외에 다른 지방산도 많이 포함되어 분획되어 사용하기

가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 미세조류 유래 오일

- 미세조류 각 종별로 EPA, DHA, ARA을 단일 성분만을 생산 할 수 있어 분리하

는 데 고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그러나 미세조류 배양방법, 발효 시설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유보다 생산 원가 

상승이 단점으로 작용

- 따라서 미세조류 배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EPA, DHA 및 ARA을 저비용에 

생산할 수 있는 조류 종 개량, 대량배양 및 발효 방법 개발 필요

항목 어유 유래 오일 미세조류 오일 

EPA 와 DHA 구성 EPA, DHA 혼합 존재 EPA, DHA, ARA 각각 단리 존재

EPA/DHA 비율
ratio 0.6 (EPA > DHA) 
Tuna head oil(1.1)만 예외

Only EPA, Only DHA, Only ARA
종균과 배양방법에 따라 단리품 생산 가능

효능 및 효과 두 성분 합의 효능 효과 
① EPA, DHA, ARA 각각의 효능 효과
② 2성분 비율에 따른 효능 효과 변경 가능
③ 2성분 합의 효능 효과 

물리, 화학적 
단일성분 분리 

비용
고비용 없음

생산원가 
미세조류 오일의 1/5수준으로 
저렴

어유 오일 보다 5배 비쌈

가격 경쟁력
연어, 멸치, 정어리, 청어 등 어
업어획량에 좌우 

① 우수품종개발에 좌우
② 배양방법 연구 개발에 좌우
③ 상업용 대량화 배양실현 규모에 좌우

<표 1-2> 오메가-3 Source별 現 특성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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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류 DHA 40% (46 US$/kg, Sunnycare 2020.7월)

- EPA, DHA 및 ARA가 단리 형태로 추출 가능함으로 건강한 사람 태반 혈액속에 

포함 되어 있는 DHA/EPA Ratio 2의 구성 성분을 조절하거나 단일 성분의 효능, 

효과만을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어느 쪽의 효능 및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유리하고 어유에서 분리한 것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음(<표 1-2>)

○ 각종 원료별 지방산 특성 분석

-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다른 지방산이 전혀 없이 

순수한 DHA및 EPA만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

- 하지만, 어유 유래 오메가-3 관련 제품에는 건강에 불필요하거나 몸에 좋지 않는 

포화지방산(예 : stearic acid*)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포화지방산 중 하나. 보통 계면활성제 및 연화제의 

용도로 활용되어 주로 비누, 화장품, 세제, 윤활제, 연화제 및 이형제 등으로 사용

- 또한, 불포화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몸에 좋은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 심근경색 같은 혈관질환 발생이 유도되며 체내에 쌓이게 되면 내장 비만

을 초래함

[그림 1-1] EPA와 DHA 추출의 각종 원료 및 해양미세조류 원료의 지방산 프로화일 비교 

(Nymega, A new DHA-rich microalgae ingredient for fish feed form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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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세조류 유래 DHA, EPA, ARA에는 이들 불필요 지방산이 거의 들어 있

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 외에 다른 지방산 중 palmitic acid는 장쇄불포화지방산

의 전구체 및 모유의 주요 포화지방산으로 알려져 장의 불편, 산통 감소 및 신

생아의 울음 등 진통 관련 효과를 나타냄([그림 1-1])

- 또한, 어유에는 일반적으로 DHA보다 EPA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최적의 

DHA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유를 사용해야하지만, 미세조류 유래 지방산

은 DHA가 주요 성분임

라. 본 연구팀의 해양 미세조류 대량배양 시스템 

○ 본 연구팀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

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생물소재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원료를 안

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그림 1-2] 본 연구팀의 미세조류 대량배양 시스템

3. 사업기획의 개요

□ 기술 개요 

○ 본 기술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관한 기술로서, 구체적으로 해양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DHA, EPA 및 ARA)을 분리 정제하여 항염증, 면역 활성증진 

및 항바이러스 활성에 효과적인 배합 조건을 개발하여 기능성 식품, 예방 및 치

료에 적용, 및 그 효과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량화 모델을 수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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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다중불포화지방산 (DHA, EPA 및 ARA) 추출은 해당하는 원료를 주로 생산

하는 대상 미세조류를 대량배양하고 추출기법을 정립하여 순도가 높은 다중불포

화지방산을 제조하여 최적 배합률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고순도 다중불포화지방산은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천연의약 소재로 부상하고 있

음. 현재 주로 사용 중인 스타틴계열 에제티미브, 니아신, 피브레이트 등 합성의

약품 치료제는 부작용이 크며, 장기 복용에 문제가 있는 반면, 프로노바(Pronova)

사의 오마코(Omacor), 모찌다사의 에파델(Epadel) 등 고순도 다중불포화지방산 고

지혈증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약으로서 연간 매출이 1.6조원 규모임

○ 다중불포화지방산의 다양한 효능(항염증, 항암, 치매예방, 노안예방 등)들에 대한 

새로운 임상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고순도 다중불포화지방산 소재를 활

용한 기능성 식품 및 천연의약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참치, 고등어, 물개와 같은 심해성 어류 및 동물의 유지에는 섭취한 해양 미생물 

미세조류로부터 획득한 다중불포화지방산이 다량 축적되어 있는데, 반드시 두가

지 다중불포화지방산, DHA(docosahexaenoic acid, C22:6)와 EPA(Eicosapentaenoic 

acid, C20:5)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징이 있음(DHA 13%, EPA 18%)

○ 다중불포화지방산 DHA와 EPA는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유로부터 특정 다중불포화지방산을 고순도로 분리⋅정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가의 기술을 필요로 함

□ EPA와 DHA의 효능/부작용 

○ EPA와 DHA의 효능 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분야로 눈 건강개선, 인지능개선 등이 있지

만 항바이러스 효과는 인정되어 있지 않아 기회가 될 수 있음(cytokine storm 완

화 항바이러스 효과, SPM 대사산물의 항염증 등) 

- 상기 물질들은 염증은 억제하고 식세포와 면역세포의 식균작용 증강으로 항바이

러스 효과를 가짐

- EPA에 의한 가족성용종증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 치료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이 결과 Proprietary data로 COVID-19 면역체계를 연구하여 치료제 

개발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추진 중임

○ DHA, EPA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활성화 기작

- 바이러스 감염을 통한 DHA, EPA의 작용 기전은 매우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

으며 주로 면역 활성 증진 및 항염증 반응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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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A, EPA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바이러스의 viral envelope proteins을 lysis시키

거나 바이러스 침투 시 폐와 같은 장기를 보호해줌

- 바이러스 침입 시 DHA, EPA는 macrophages, leukocytes, T/B cells, NK cells과 기

타 immunocytes들을 방출 및 활성화시킴

- DHA 및 EPA로부터 생성된 lipoxins, resolvins, maresins의 물질들은 항염증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음

- DHA 및 EPA의 경구 또는 정맥 투여 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바이러스 감

염으로부터 회복을 촉진시킴

[그림 1-3] DHA, EPA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활성화 기작

(Archives of Medical Research 51 (2020) 282-286)

○ EPA와 DHA의 부작용 

- EPA와 DHA의 Ratio가 EPA가 DHA보다 약 1.5배 많게 구성되어 있어 DHA의 효

능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EPA의 과량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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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효과 내용 EPA High EPA/DHA DHA High

1 일반적인 건강 **

2 오메가(w3:w6) 비율 **

3 저위험 심장혈관계질병(CVD) ** *

4 고위험 CVD/동맥경화증 * **

5 염증성질병
(항염증, 항바이러스 Cytokine, 질병별 연구 필요) * **

6 우울증 ** *    

7 연령별 황반변성 및 시력감퇴 **

8 치매/인지기능/기억력 * **

9 모유수유 및 아동발달 * **

<표 1-3> 생리학 및 임상연구 데이터 기반의 EPA 및 DHA 요법에 대한 식이 권장사항

(DHA 비율의 중요성을 나타냄)

- 따라서 미세조류에서 EPA, DHA 및 ARA가 단리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므로 인

체 친화적(태반 혈액 상동) DHA/EPA Ratio (2:1)의 단일 및 복합성분 효능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어유에서 분리한 것보다 가격과 효능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 기존 오메가-3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Cytokine storm 억제)

○ DHA, EPA 및 ARA를 사용하는 오메가-3 및 오메가-6 제품들은 대부분 눈건강 

개선, 안구 건조증 개선, 뇌 인지력 향상, 기억력개선, 혈행개선 및 혈중중성지방 

개선 위주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항목 기능성 인정 식약처 인정 비고 및 제안 효능 

현행

눈건강 개선, 안구 건조증 개선, 뇌 인지력 
향상, 기억력개선, 혈행개선, 혈중중성지방 
개선 (6항목)

인정
DHA&EPA 합
0.6g∼2g/day 복용 인정

치매 예방 효과 및 관절에 도움 (2항목) 불인정
(추가연구必)

High DHA : Low EPA 효능
High EPA : Low DHA 효능

<표 1-4> 기존 오메가-3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현황

○ 그러나 항바이러스 관련 제품 및 사이토카인(cytokine) 조절에 관한 제품은 전무

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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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 림프구, 과립구, 비만 세포 및 상피 세포에서 생성되며 

인터페론(IFN), 인터루킨(IL), 종양괴사인자(TNF), 콜로니 자극 인자 및 케모카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기생충,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성분과 같은 다양한 병원

체에 의해 유도되면 활성화된 면역 관련 세포에 의해 분비되고 대식세포는 IL-1, 

IL-6, IL-12, TNFα 및 IL-8과 MCP-1과 같은 케모카인을 분비할 수 있음. 이들 

모두는 대식세포, 호중구 및 림프구를 감염된 조직으로 몰아넣고 병원체를 제거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인간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인 양식어류에서도 확인됨)

○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아지는 사이토카인폭풍(cytokine storm, CS)은 인플루엔자 바

이러스와 그람음성 박테리아 같은 일부 병원균을 통해 감염이 되고 유발되는 죽

음을 초래할 수 있는 병리학적 결과로 알려짐

○ 일반적으로 CS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일부 관련자만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

지만, 최근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어 대중에게 점차 

인식이 되고 있음

○ 이러한 CS는 염증성 면역반응을 낮추면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술한 SPM (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이 감염성 염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됨

- 추후 수행될 연구에서는 항바이러스 소재 투여에 따른 사이토카인 생성 및 항바

이러스 관련 단백질의 up-, down-regulation을 유전체 및 단백체에서 추적하여 제

시하여야 함 

○ 따라서 오메가-3, 6의 섭취를 통해 CS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오메가-3, 6의 섭취 

비율을 1:1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의 경우 EPA와 DHA의 Ratio가 EPA

가 DHA보다 약 1.5배 많게 구성되어 있으며 오메가-6 관련 제품의 경우 주로 감

마리놀렌산(GLA)이며 ARA 관련 제품은 전무한 실정임

○ 오메가-3, 6 지방산은 과량 섭취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량의 섭취

가 매우 중요하므로 CS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오메가-3, 6의 최적 섭취 

농도와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조류로부터 선택적으로 

DHA, EPA 및 ARA를 추출하고 배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함

○ 아직까지 CS 억제제 관련 제품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음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원료 동향 및 기능성 인정 제안 항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제1장 사업기획의 개요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시행된 2004년 2,506억원에서 2010년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조원 시장

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2016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조 1,260억원으

로 2조원을 넘었으며 2017년 2조 2,374억원, 2018년 2조 5,221억원, 2019년 2조 

9,508억원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전체 건기식 매출액 중 기억력 개선 제품이 1조 2,66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혈행 개선, 피로 개선 제품 순서로 나타났음. 제품별

로는 홍삼 제품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개별인정형, 프로

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홍삼을 포함한 상위 

5개 제품이 전체의 8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53% 증가한 4,594억원 규모로 대폭 성장하였음

○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 원료

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해 누구나 사

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

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뉘며, 고시형 원료는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96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 97건에 달했던 개

별인정 건수는 2010년 68건, 2011년 42건, 2012년 38건, 2013년 37건, 2014년 66건, 

2015년 31건, 2016년 21건,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31건, 2020년(8월) 

12건 등으로 나타났음. 2004~2020년 동안 가장 많이 인정받은 기능성은 체지방감

소가 101건으로 많았고 관절/뼈 건강 69건, 눈 건강 51건, 피부 건강 47건 등이며 

기억력 개선, 혈당 조절, 간 건강 등의 순이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질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 동력 산업이며, 세계 보건산업정

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질병의 치료에서 질병 예방, 일반식품의 개발은 고부가

가치 기능성식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항목 기능성 인정 식약처 인정 비고 및 제안 효능 

추가
제안

① Cytokine storm 완화에 의한 항
바이러스 효과

② DHA, EPA, ARA 대사물질 활용 
항바이러스 효과 (Protectin & 
Maresin, Resolvin, Lipoxin)

③ Algae 오메가-3 Extract (Ex)

신규연구 
추진 필요

① 다수 문헌에서 인정, 예방의학적 섭취
② Ratio 변경에 따른 효능 효과 
③ Ingredient의 복합성분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 연구 

<표 1-5> 식약처 기능성 인정 제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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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획 추진 체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중 <1-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및 <과제 2-1>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계획에 마땅한 

연구과제 도출

○ 국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종합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업추진계획을 타당성과 수요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항바이러스 보조제 기술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 도출 등

[그림 1-4] 사업기획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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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 분석 및 타당성제2장

1.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가. 국내외 정책 동향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사업들은 주로 해수부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08년 2016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lue-Bio 2016)과 ’19년 제1차 해양수산

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현실화 되고 있음

계획명 연도 기관명 주요내용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2019 해수부

- 해양바이오 원천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량배
양기술 개발

- 상용화 중심의 경쟁형 R&D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2018 해수부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
술 집중 육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2014∼2022)
2014 해수부

- 해양수산생물 유래 소재산업 육성 및 에너지생산체
계 구축

- 국내외 해양수산 생명자원 발굴 및 관리시스템 체계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2009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 글로벌 해양생물자원 확보
- 핵심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
- 해양바이오 연구기반 구축

해양생명공학육성기
본계획

2008 해수부
- 미래원천기술의 조기확보 분야
- 첨단주력 고부가가치산업 확대
- 인프라 확충 및 체계 고도화 분야

수산생명공학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2008 해수부

- 단순 전통 식품 소비에서 탈피한 고부가·기능성 식품 
시장 개척

- 노동 집약적 1차 산업에서의 탈피 및 2차/3차 산업과
의 능동적 연계

<표 2-1> 해수부 해양바이오 관련 정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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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

하고, 동법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로 2개 분야(세균 및 진균, 바이러스 및 프리

온) 35개를 규정

○ 각국 정부는 COVID-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진단 및 예

방을 위한 의료물자 확보,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최상의 국가역

량으로 정책적 지원을 단행하고 있음

- (미국) 부족한 의료물자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고, FDA는 진단키

트 등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제(EUA)를 실시하는 한편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업협력 및 임상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EU) 마스크 등 의료물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EU 역외 수출을 제한하고, 

CEN 등 유럽표준안을 공유하여 제조 및 평가 시간을 단축함

- (일본) 경제대책안을 수립하고 총 108.2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스크 등 확보, 병상확보, 진단키트 도입 지원, 의료체제

강화,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가속화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국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함

- (인도) 의료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진단키트 승인 관련 패스트트랙 신설, 수

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면제, 규제기관 

승인 면제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국내) COVID-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효율적인 

절차로 신속한 임상 평가가 가능하도록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촉진관

련 정책 위주로 제정되어 있음

- 식약처의 경우 COVID-19 치료제･백신 개발사업 협력하며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

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전통적인 백신개발기업 또는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12개 

기업과 협력하여 COVID-19 항체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 중이나 대부분 개발초

기 단계로 상용화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 연구 활성화 및 의료계 전달로 

연구개발 지원예정

- 국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된 치료제 9건, 신약 후보물질 7개 기업이 참여하

고 있으며, 신약재창출은 총 20개 기업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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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내제약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약산업 전주기별로 글로벌 진출을 강

화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컨설팅, 생산기반 선진화, 현지 법인 설립 등 의약품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음

나. 국내외 기술 동향

□ 미세조류 및 천연물 이용 기술

○ 미세조류(microalgae)는 인류가 탄생하기 약 35억 년 전 최초의 광합성 능력을 가

지고 태어난 생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000여종, 우리나라에는 약 1,300여종 

이상 존재함

○ 미세조류는 일차생산자로서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기후변화 연구재료, 대체에너지, 먹이생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건

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미세조류의 시장 규모는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클로렐

라(Chlorella)의 경우 세계 시장이 3.8억$ 이상, 시조카이트리움(Schizochytrium)으로 

생산한 DHA는 1억$ 이상, 그 외 여러 미세조류에서 생산하는 carotenoid의 시장 

규모도 각각 수억$에 이르고 있음(<표 2-2>, FAO 2017) 

미세조류 제품 종균 이용
추정 가치

($/kg)
시장규모

(million $)

건강식품 클로렐라 등 보충제 10-20 > 100

피코빌리단백질 스피루리나
식품색소 > 100 10-100

의학적 진단 >10,000 < 10

β-카로틴 두나리엘라 등
식품색소 300 10-100

건강보조식품 > 500 < 10

오메가-3 시조키트리움 등 건강기능식품 > 1,000 > 100

제약 스피루리나 등 항암제 등 Very high > 100

<표 2-2> 미세조류 유래 제품의 종류 및 현황

○ <표 2-3>은 미세조류의 생리활성 증진에 맞춰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

이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항바이러스 관련 시장은 미개척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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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명칭 종균 생리활성 내용

Chlorophyll Chlorella sp.
녹색 색소로 항산화 효능, 혈류정화, 면역력 강화, 노
화예방, 항박테리아, 항균작용, 항암작용 등

Asthaxanthin Haematococcus sp.
적황색 색소로 항산화 효능, 피로회복, 혈압감소, 간
손상 완화, 염증감소, 항균작용, 면역력 강화 등

Cryptoxanthin Dunaliella salina
적황색 색소로 항산화 효능, 비만 예방, 당뇨병 예방, 
항암작용, 류마티스관절염 개선 등

Lycopene Anabaena vaginicola
적황색 색소로 항산화 효능, 항암작용, 피부보호, 간
보호, 뇌조직보호, 면역력 강화 등

Vitamin E Dunaliella tertiolecta
Tetraselmis suecica

항산화 효능, 노화예방, 뇌세포손상 억제, 혈액순환 
개선, 항암작용 등

Polysaccharides Chlorella sp.
보습제, 점도조절제, 항산화제, 창상치유제, 항암작용, 
항염증작용 등

Extracts Nannochloropsis oculata
Chlorella Vulgaris

항산화 효능, 면역력 강화, 인지기능개선 효과, 피부
컨디셔닝제(보습제), 피부컨디셔닝제 등

<표 2-3> 미세조류 유래 천연물의 종류 및 효능 내용

○ 일반적인 오메가-3 오일은 최소 21건 종류의 인체질병 연구 소재로 사용되어 왔

으며, 지난 40년간 20,000회의 학술논문을 통하여 획기적인 건강 개선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전임상･임상 연구와 같은 TRL 5∼6 연구결과가 다수임

결핍증상명 증상 개선 효과(또는 설명) 연구단계

Acne 
(여드름 등 피부병)

딱딱한 피부, 번들거리는 땀구멍, 여드름, 융기와 좌창 등이 없어
지고 피부가 매끄럽고 유연해짐

일반

Aging (노화)

피부의 아라키돈산(오메가6) 수치를 낮추어 나쁜 아이코사노이드의 
염증전조를 줄임

작용기전

오메가-3 지방산의 항암 효과및 노화방지 효과, DHA･EPA 비율과 
텔로메어 단축 반비례 상관성 검증

의학연구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프로스타글란딘(자궁근 수축ㆍ혈압강하 등 역할을 하는 강력 호르
몬물질), 필수영양소 섭취를 위한 보조 섭취제로서 오메가3는 생명 
연장에 성공적임

일반

Allergies 
(알러지)

특정 물질에 대한 신체의 비정상적인 민감성 반응으로 오메가3, 
오메가6,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 필요

식품연구

Alzheimer's
(알츠하이머 병)

DHA는 뇌와 망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산이며 신경세포(뉴런)의 
구조적 지질의 30% 이상을 차지. DHA의 섭취 증가가 난독증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호전

의학연구

<표 2-4> 오메가-3 관련 인체질병 연구소재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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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증상명 증상 개선 효과(또는 설명) 연구단계

Heart Disease 
(심장질환) 

영국과 그리스의 의학연구팀이 생선기름 보충이 협심증(Angina) 환
자에게 매우 효과적

의학연구

초기 심정지를 70% 줄이고 2차 정지는 30% 줄인다고 연구가 보고 의학연구

EPA와 DHA 장기간 복용한 중년남성은 심장혈관 장애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많은 연구 보고

의학연구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피쉬오일 3g (6-10 캡슐)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인상적으
로 낮아졌는데 심장수축기 평균 5.5mmHg, 확장기에는 3.5mHg 만
큼 낮아진 것을 임상 증명

의학연구

Kidney Disease
(신장병) 

면역글로빈 A 콩팥장애 환자(신장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
음)들에게 n-3 PUFA로 매일 치료할 경우, 혈관 접착 감소 및 신장
결석 환자의 혈뇨 질병을 완화

의학연구

Asthma
(천식) 

에스키모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
취하기 때문에 천식환자가 적은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측 

작용기전
無

Atherosclerosis 
(동맥경화) 

물개와 고래고기를 먹은 70대의 동맥이 20살 덴마크 청년의 동맥
처럼 탄력적

의학연구

Atopy Dermatitis 
(아토피 피부병)

오메가3 지방산(생선기름 또는 알파-리놀레닉 산)의 섭취증가가 오
메가6 지방산의 과다섭취로 인한 아토피 질병을 완화

의학연구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결핍 장애)

리놀레익산(오메가6)과 알파-리놀레닉 산(오메가3)의 대사산물인 불
포화지방산들(arachidonic, EPA, DHA) 결핍. ADHD 아동이 DHA가 
풍부한 모유를 훨씬 덜 먹었다는 것을 알아냄

의학연구

Cancer 
(암)

동물성지방 섭취 감소(15%) 후 어류지방 섭취 증가(45%)는 남성의 
결장암 발생을 30% 줄이는 임상 결과

의학연구

Crohn's Disease 
(크론병)

78명의 크론병 환자 대상 피쉬오일 캡슐(EPA 40%, DHA 20%인 
n-3 지방산 2.7g) 9개/1일 투여 후 1년간 재발 방지(72%) 효과 확인

의학연구

Dysmenorrhea
(월경불순)

비타민 B12를 포함한 생선기름 보충제는 젊은 여성의 월경시의 불
편을 완화

의학연구

Menopause 
(폐경기) 

하루에 20g의 콩단백(피토에스트로겐) 섭취는 여러가지 폐경기 증
상을 감소시킴. 그러나 다중오메가3 지방산을 적절하게 혼합하지 
않으면 PGE2 계열의 생성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피토에스
트로겐은 완벽한 치료제가 되지 못함

일반

Dyslexia
(난독증) 

한 달 동안 하루 480 mg의 DHA(생선기름의 주요 성분)를 인체에 
투여한 결과 독서장애의 중요문제인 암흑적응이 개선됨

의학연구

Depression 
(우울증)

우울증과 관상동맥 질환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n-3 지방산
(DHA, 리놀레닉산)의 소량 섭취가 관련

알콜중독
의학연구

Diabetes
(당뇨병)

오메가3는 정맥과 동맥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순환계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하여 혈당치 20% 저감

의학연구

Eczema
(습진) 

습진은 마른 피부조각이 떨어지는 피부병인데 류코트린이라는 나
쁜 아이코사노이드(오메가6 PGE 2 series)의 수치 과다가 원인

의학연구

Fatty Liver
(지방간) 

다중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리포프로테인), 혈
청 중성지질, 혈소판 응집, 혈액 점도, 긴장항진, 글리세로리피드 
합성을 줄이고 간의 지방덩어리 침착을 감소시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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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오메가-6 지방산인 arachidonic acid (ARA)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메가-3과 6 지방산의 단독 혹은 복합사

용에 의한 생리활성 증진 연구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ARA는 herpes, influenza, Sendai 및 Sindbis virus에 대한 비활성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염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음

○ 오메가-3과 6은 복합사용 시, 바이러스 백신에 반응하여 면역 자극을 조절하는 

등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활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선행조사 결과,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지방산과 '눈 건강(안구건조), 인지능, 혈

류개선, 관절염(류마티스), 항바이러스, 치매 예방효과'로 분석한 결과, 총 469편

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영향력 순위는 전세계 10위, 국내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순위는 전세계에서 19위였음

- 기존 어유 유래 오메가-3 계열 지방산 연구에 비해 미세조류 관련 연구는 미진

하여 약 2.5% 수준임. 논문 분석 결과, 미세조류 오메가-3 계열 물질의 효능효과 

또는 복합효능으로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될 원료는 어유 보다 미세조류 물

질이 상당히 유리하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음

[그림 2-1]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연도별 연구동향(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

○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자키워드에 따른 워드클라우드 및 연관성 상 기능성 

5가지에 대한 연구동향은 [그림 2-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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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세조류 유래 빅데이타 활용 연구동향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

□ DHA, EPA, ARA의 metabolites (대사산물) SPM 연구 현황

○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심혈관 질환의 완화에 대해 이슈가 됐음.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제외하면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이거니와 비만 억제제 및 독감에 대한 처

리 요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 왔음  

○ DHA, EPA, ARA의 대사산물은 주로 염증 해소 및 염증 억제 작용을 유도하여 

강력한 항염증제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며, 프로텍틴과 마레신(protectin and maresin, 

DHA 유래), 레졸빈(resolvin, EPA 유래)과 리포신(lipoxin, ARA 유래)임 

○ 이들 대사산물은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생체 내 정보전달 대사물질(autacoid metabolite)

로 알려져 있으며, 국부호르몬(local hormone)처럼 작용하고, 짧은 지속시간과 합

성 지점 근처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함

○ 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외에 알츠하이머병 

개선, 항바이러스, 알러지 반응 개선, 상처치유 및 신경병성 통증 완화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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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텍틴(protectin, PD1)은 신경계에서 작용할 때 뉴로프로텍틴으로도 알려져 있

으며 다중불포화지방산 대사산물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염증, 항

세포자멸 및 신경보호 활성을 나타냄. PD1은 탄소수 10과 17에 2개의 하이드록

실기가 있고 1개의 탄소 위치에 1개의 카르복실산기가 있는 탄소 22개의 지방족 

비환식 알켄이고, PD1은 불포화지방산에서 효소적으로 생성되는 신호 분자로서 

다른 프로텍틴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다중불포화지방산 DHA에 의해 생성되며 

망막, 폐 및 신경계와 같은 많은 조직에서 발견됨

○ PD1은 항염증, 항자멸사 및 신경보호 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알츠하이

머병 동물모델, 뇌졸중 환자 및 인간 망막색소 상피세포(RPE)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 따르면 PD1은 잠재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사멸 신호를 억제하여 세포 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됨

○ 또한 조류 독감(H5N1)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는 PD1이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으로부터 호흡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모리타 등이 Cell1)에 발표한 2013년 연구에서, D1로 알려진 modified 오메가-3 지

방산은 2009년 ‘돼지 독감’ 전염병의 뒤에 나타난 H1N1 균주가 포함된 각종 인플

루엔자 strains에 감염된 모델 쥐에서 생존율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함

○ 이 연구에서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복제까지 억제하는 물

질이 내인성 지질 매개체인 PD1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기도 함

○ 이 후 PD1은 BioCryst Pharmaceuticals of Durham(North Carolina)에서 판매하는 정

맥 항바이러스 약물(PD1+페라미비르)을 중증 독감 치료를 위해 2009년 H1N1 돼

지 독감 치료제로 응급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치료된 동물의 절반 미만

이 인플루엔자 A 감염 후 약물 치료만으로 사망 개체가 없었음

○ 인간 폐 정상세포를 이용한 세포모델에서는, 세포의 핵으로부터 바이러스 mRNA

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인플루엔자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전체 세포의 낮은 감

염 비율을 이끄는 결과를 나타냄

○ 오메가-3 지방산에서 파생된 PD1은 명백한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제 특성을 가진 

유사한 지방 분자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오메가-3 섭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

성된 이러한 내인성 매개체는 폐 보호효과 및 두뇌와 다른 장기에 큰 효능을 보

여주는 것이므로 도전해야만 되는 분야라 할 수 있음

1) Morita et al., 2013. The Lipid Mediator Protectin D1 Inhibits Influenza Virus Replication and Improves Severe Influenza. 
Cell. 153, 1,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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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A, EPA 및 ARA는 대부분 망막 시냅스, 광수용체, 폐 및 뇌와 같은 조직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는 해당하는 조직의 국소 부위에 이들의 대사산물인 SPM 

(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의 작용을 받음

[그림 2-3] 인체 내 SPM 생성 기작. (출처 : Jeyakumar and Vajreswari, Dietary Manage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by n-3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 

Supplementation. Dietary Interventions in Liver Disease, 2019)

○ 레졸빈 E1,2,3의 경우, 전구체 화합물 EPA에서 생성되며 처음에는 내피 아스피린 

아세틸화 COX-2 또는 CYP450에 의해 18R-하이드로-EPE (18R-HEPE)가 생성. 효소 

경로에 이어 E1 (RvE1; 5S, 12 R, 18R-trihydroxy-EPA), E2 (RvE2; 5S, 18R-dihydroxy- 

EPA) 형성 및 백혈구의 5-리포옥시게나제(5-LOX)에 의한 분해(세포 간 생합성)됨 

○ COVID-19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대사산물로 인한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이러한 4가지 SPM 대사산물의 대규모 산업 생산을 위해 많은 제약회사

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합성연구는 검색되지 않음

○ 따라서 과도한 염증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의 복제를 저해하여 작동하는 항바이

러스의 새로운 클래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 유래 분자가 바

이러스 감염의 다른 종류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서 SPM

의 치료 잠재력의 효능과 안전성 증명을 위해서는 향후 임상시험과 같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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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해양미세조류 관련 원료 및 소재 업체 현황

- 지난 수년간 미세조류 종자 개발, 배양방법 및 유효 성분 추출에 의한 산업화 

연구가 많았으나 해양미세조류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무하고 담수 Chlorella vulgaris 

및 C. ellipsoidea을 생산하는 회사만 존재함

- ㈜클로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세조류 생물사료 상품화 출시 업체이나, 양식

업계의 과학적･근본적･기초적 체질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것임

○ 해양미세조류 유효성분 추출 업체 희소

- 해양미세조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효성분으로는 beta-Carotene, Lutein, Astaxanthin, 

Chlorophyll, green Protein, DHA, EPA, ARA, DPA등의 오메가-3, 오메가-6등이 있

으나, 모든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무함

- DHA 생산의 경우, 최근 벤처기업인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가 설립되어 미

세조류 균주 및 배양방식을 포함한 생산 플랫폼을 판매하는데 주력하여 추출물 

함유 건기식 및 화장품 등을 발매할 계획이고, 식물성 DHA 및 고함량 오메가-3 

지방산의 원료를 공급할 계획임

- ‘20년 8월, 신신제약과의 협정으로 연간 5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으로 해외 대비 이제 막 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음

□ 지방산이 혼합되어 있는 어유 유래 EPA, DHA 분리 기술과 가격

○ 분리기술 상황

-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오메가-3 (EPA, DHA)는 각종 해산 어류 원료로부터 원심

분리, 탈수, 탈색, 향제거를 통하고 ethly ester 전환을 위한 에스테르화를 거친 것

을 침전, 효소, 초임계, 분자증류를 거쳐 최종 생산

- 상용화 분자증류방식이 가장 보편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분자증류와 esterification

을 통해 EPA, DHA 95% 이상 분리 가능 기술이 개발

- 한국에 분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AK & MN Bio Farm, Chemport 두 개 

회사가 있음

○ 분리 grade에 따른 가격

- 연어, 멸치, 정어리, 청어 등의 정제어유는 EPA-18%, DHA-12% 합계 30%이며, 

가격 4.35 US$/kg인데 70% EPA or DHA(건기식 품목허가)는 70,000원/kg, 95% 

이상은 상기 양사가 전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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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오메가-3 생산 및 공급 현황 분석

○ 어유 오메가-3의 공급한계 530,000톤/년에 의하여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DHA, 

EPA의 가격 폭등이 예상되어 미세조류 유래 DHA, EPA의 생산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페루, 칠레, 덴마크, 독일 등 어분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오메가-3을 생산하며 전

세계 어분과 어유의 50-60%가 페루와 칠레에서 생산

- 전세계 어분, 어유 생산자와 사용자를 회원으로 하는 IFFO라는 국제적 조직기구

가 있으며 매년 1회씩 총회를 개체하여 품질 규격 정비, 수요와 공급, 어획 쿼터, 

가격 등을 논의함

- Save Our Seas에 따르면, 물고기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세계 물고기 개체수의 

75%가 번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제거되고, 모든 대형 포식 물고기(참치, 

상어 및 대구 등)의 약 90%는 사라지고 있음

- 현재 과학자들은 현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2050년쯤에는 어업이 붕괴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음

○ 페루, 칠레의 어획량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WHO에 따르면 

DHA, EPA의 수요는 매년 11.9%(CAGR에 의한 산출)씩 증가하여 몇 년 내 어유 

유래 오메가-3의 공급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어유 2018년 2.6 Billion USD → 2026년 5.7 Billion USD (CAGR 10.1%)

- 어유 유래 DHA, EPA도 CAGR 7.7%이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자원고갈에 의한 

DHA, EPA 부족으로 어유 유래 오메가-3 가격 또한 폭등 예상

○ 현재 이유식, 환자대용식,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DHA, EPA, ARA의 시장 규모

는 30조 규모이며, 2050년 되면 50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한국을 해양미세조류에 의한 DHA, EPA 및 ARA 생산 종주국으로 해양수산

부가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다. 국내외 연구 동향

□ 국내 R&D 동향

○ 국내 ‘미세조류&다중불포화지방산’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동향 파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기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 R&D 과제 검색을 실시하였음

- 연구 과제 관련 키워드 검색은 NTIS 지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대분류 ‘미세조

류’, 중분류 ‘지방산’ 소분류 ‘활성, 바이러스, 면역, 항염증’ 위주로 검색을 실시

함(<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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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활성’ 관련 연구는 64건 이였으며, 다른 소분류인 ‘바이러스 (1건), 면

역 (5건), 항염증 (1건)’ 으로 파악되었음

분류
검색식 (한국어) 결과

대 중 소

미세조류 지방산

활성

미세조류 (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 다중불포화지방산 | PUFA | 
PUFAs | EPA | DHA | 프로텍틴 | protectin | 마레신 | maresin | 
레졸빈 | resolvin | 리포신 | lipoxin |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 SPM) (기능성* | 활성* | 소재* | 생리활성* | 건강*)

64

바이러스

미세조류 (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 다중불포화지방산 | PUFA | 
PUFAs | EPA | DHA | 프로텍틴 | protectin | 마레신 | maresin | 
레졸빈 | resolvin | 리포신 | lipoxin |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 SPM) 바이러스

1

면역

미세조류 (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 다중불포화지방산 | PUFA | 
PUFAs | EPA | DHA | 프로텍틴 | protectin | 마레신 | maresin | 
레졸빈 | resolvin | 리포신 | lipoxin |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 SPM) 면역*

5

항염증

미세조류 (지방산 | 불포화지방산 | 다중불포화지방산 | PUFA | 
PUFAs | EPA | DHA | 프로텍틴 | protectin | 마레신 | maresin | 
레졸빈 | resolvin | 리포신 | lipoxin |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 SPM) (염증* | 항염증)

1

<표 2-5> 국내 R&D 동향 관련 검색식

○ 검색된 연구과제의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소분류 부처명 전문기관 연구기간 수행기관 과제명 요약

활성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한국
연구재단

2015.09
2019.08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 지방산(PUFA) 

생산 공정

PUFA의 생산 
공정 개발

과학 
기술부

한국
과학재단

2004.04
2005.03

한국과학
기술원

유용 Cyanobacteria와 
미세조류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 생물소재의 개발

PUFA 생산이 
가능한 고품질 
미세조류 생산 
군주 확보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2012.08
2015.08

(주)젠닥스
대사공학을 통한 심혈관 

건강 증진 고기능 
발효오일 생산 기술 개발

EPA가 고농도로 
함유된 

미세조류를 
활용한 

심혈관질환 
소재 개발

<표 2-6> 국내 R&D 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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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든 검색식에서 확인된 71건의 연구과제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제로 

10건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미세조류를 활용한 다중불포화지방산(PUFA)관련 생산에 관한 연구가 3건 있었으

며, 이들을 활용하여 소재화 시키는 과제가 7건이였음

- 특히, 본 과제의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와 유사한 연구과제는 전무하였음

소분류 부처명 전문기관 연구기간 수행기관 과제명 요약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16.12
2017.11

(주)미세 
조류연구소

천연 바이오활성소재 
해양 미세조류의 

대량생산 및 상용화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활성 
소재 기술 개발

중소 
기업청

구미대학
2000.05
2004.02 신라대학교

DHA 대량생산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

DHA생산 해양 
미생물을 통한 
기능성 소재 

개발

중소 
기업청

한국산학연
협회

2015.12
2016.11 경상대학교

미세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두부제품 개발

미세조류를 
이용한 DHA, 

EPA 함량 두부 
개발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2018.06
2019.12

파이코일 
바이오텍 
코리아(주)
공주지점

PSP 배양기술 기반 
울릉도 근해 채집 자연종 

미세조류 종PB75을 
이용한 EPA함유 오메가-3 

지방산 생산 사업화 
기술개발

EPA, DHA, 
ARA 생산 

미세조류 개발 

바이러스 교육부
한국 

연구재단
2018.03
2023.02 고려대학교

DNA hydrogel 기반 
CRISPR associated 
protein(Cas)에 의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검출 
플랫폼 개발 및 이의 

미생물공학/의공학에의 응용

미세조류를 
활용한 

조기진단에 
관한 응용 사업

면역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해양 
수산기술 
진흥원

2008.12
2010.11

에이엠 
바이오(주)

Nannochloropisis sp. 등 
개량 및 고효율의 대량 
광배양기(PBR) 개발을 

통한 사업화

PUFA를 다량 
함유하는 미세조류 

배양을 통한 
다양한 사업에 

이용

항염증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2016.07
2019.12

파이코일 
바이오텍 
코리아(주)
공주지점

국제특허출원 배양기술 
기반 독자 발굴 미세조류 

(PB-20, PB-17) 로부터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상용화

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 
화장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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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과제와 다른 성격의 과제로 해당 연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시도된바 없는 최초의 연구과제로 판단됨

2. 주요국 R&D 투자 동향 

가. 미국 R&D 투자 동향

□ 투자규모 및 추이

○ 2017년 미국의 국내 총 연구개발비(GERD)는 5,433억달러로, 2016년도 대비 5.23% 

증가하였으며(227억달러, PPP달러 기준),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2007년 부터 2017

년까지 연평균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온 2009

년(2.81%)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2.68%) 이후 차츰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9%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그림 2-4])

[그림 2-4] 미국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 미국의 보건환경 분야 투자규모 및 추이

○ 최근 5년간(’14년~’18년) 각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정부 총 연구 개

발 예산이 지난 5년간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한 가운데, 보건 환

경 분야에만 40,020 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가장 큰 분포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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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건환경 부분은 매년 3.9%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른 예산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정부의 R&D예산 우선순위

○ 미 정부는 5가지 R&D예산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5가지 우선순위는 과학

적 진보 (the forefront of scientific progress), 국가 및 경제 안보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개인 복지 (personal well-being), 신기술 개발과 미래산업의 표

준 제공 (continuing to serve as standard-bearer for today’s emerg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of the Future)하는 것으로 두었음

○ 5가지 예산 우선순위 중, 본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의료 및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서, 바이오약품 (Biomedicine), 의료와 건강의 전문성 (Veteran Health and Wellness), 

공공성을 위한 바이오경제 (Bioeconomy) R&D를 강조 하고 있음 

[그림 2-5] 미국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나. 일본 R&D 투자 동향

□ 투자규모 및 추이

○ 일본의 총 연구개발비(GERD)는 최근 10년간 소폭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증가하며 1,709억 달러로 최초

로 1,700억 달러를 넘어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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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일본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 일본의 보건환경 분야 투자규모 및 추이

○ 일본의 정부연구개발 예산을 경제사회목적별 6개 부문(경제개발, 보건환경, 교육

사회, 항공우주, 비목적연구, 일반대학기금)으로 나눈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보건환경 분야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7~8% 수준을 유

지한 가운데, 2018년 11.2%로 전년 대비 3.2%p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투자 

금액 역시 2018년 40억 달러로 전년대비 68% 증가(14억 달러)하며, 큰 폭의 증가

를 나타냈음

[그림 2-7] 일본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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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R&D 투자 동향

□ 투자규모 및 추이

○ OECD MSTI(ma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

내 총 연구개발비(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37%에서 2017

년 2.15%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정협, 政協)에서는 2019년도 국내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2.5% 수

준까지 증가시킨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중국의 2018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 전문프로젝트 및 지원경비에 따

르면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에 총 18개의 사업이 있으며, 총 2.3억 위안의 금액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됨

[그림 2-8]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라. EU(28개국) R&D 투자 동향

□ 투자규모 및 추이

○ 최근 약 10년 간 EU의 총 연구개발 투자 추이는 지속적인 상승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5년에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1.96%까지 상승하였고 2017년에는 약 1.97%에 달하며 최

근 10년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음([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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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약 4,301억 달러로 전년 3,991억 달러 대비 7.78% 증가

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일관된 투자 확충의 추세 속 최대 규모를 나타

내고 있음

□ EU(28개국)의 보건환경 분야 투자규모 및 추이

○ EU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경제사회목적별로 경제개발, 보건환경, 교육사회, 항공

우주, 비목적 연구, 일반대학기금의 6개 부문으로 나뉘고 있으며, 보건환경은 

2.2%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그림 2-10])

[그림 2-9] EU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그림 2-10] EU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참고자료: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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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및 논문 동향 

가. 특허 동향

□ 국내･외 특허 동향

○ 국내･외 ‘미세조류&다중불포화지방산’ 관련 특허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특허 동향 검색을 실시하였음

- 연구 과제 관련 키워드 검색은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지침에 따라 하기

와 같이 대분류 ‘미세조류’, 중분류 ‘지방산’ 소분류 ‘활성, 바이러스, 면역, 항염

증’ 위주로 검색을 실시함(<표 2-7>)

분류
검색식 (한국어) 검색식 (영어)

대 중 소

미세조류 지방산
바이러스&면
역&항염증

미세조류*
(EPA+DHA+아라키돈산)*
(항바이러스+면역+항염증)

Microalgae*("Polyunsaturated fatty 
acids"+PUFA+PUFAs+EPA+DHA+"A

rachidonic 
acid")*(Antivirus+Ant-ivirus+"Anti 

virus"+Virus+"COVID-19"+COVID+
Coronavirus+Immunity+Immune+"Im

mune 
system"+Immunization+Immunizations

+Inflammatory+“Anti 
Inflammatory“+AntiInflammatory+Ant

i-Inflammatory)

<표 2-7> 특허동향 분석을 위한 검색식

- 검색 결과, 본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발표된 특허 건수는 총 2,773건으로 대한민

국 특허 1,286건, 미국 특허 909건, 유럽특허 202건 및 PCT 특허 376건으로 확인

되었음

데이터 구분 국가 분석기간 결과

공개 데이터

대한민국 ~2020.11.25 1,286 건

미국 ~2020.11.25 909 건

유럽 ~2020.11.25 202 건

PCT ~2020.11.25 376 건

합계 ~2020.11.25 2,773 건

<표 2-8> 국가별 특허 동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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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1990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00년까지 특허 출원건수 추이가 

낮았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여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11] 국내 및 국제 출원 건수 추이(굵은 선 : 특허미공개구간)

□ 기술수명주기 분석

○ 특허건수와 출원기관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는 포트폴

리오 기본 모델에서 대상기술의 분야별 기술 주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음

○ 전체 기술 분야

- 전체 특허 출원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기관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특허 

출원 건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포트폴리오 기본 모델에서 발전기에 해당하

는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기술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그림 

2-12])

- 종합적으로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 관련 특허의 기술주기 변화를 살펴보면,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기관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발전기에 해당하며, 향후 동 기술

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됨



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및 타당성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9

[그림 2-12] 포트폴리오로 본 특허 출원 기술주기

□ 주요 출원기관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을 이용한 관련 출원기관의 특허 출원수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2-13]에 나타냄

○ 국내 특허 출원 상위 20위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특허 출원의 총 수

는 333건에 해당되며, 이는 분석 대상 논문의 총 건수인 1,286건인 것을 기준으

로 약 25.89% 수준에 해당함

[그림 2-13] 국내 특허 상위 출원 기관(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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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0위에 들어가는 출원기관으로는 Selecta Biosciences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DSM IP ASSETS B.V. 32건, 

Genentech inc. 29건, 백광산업 주식회사 28건, Mary Kay Inc. 27건, Alnylam 

Pharmaceuticals, inc. 24건, Elc Management Llc. 17건, Mesoblast, inc. 16건, Pfizer, 

inc. 14건, Halozyme, inc. 13건, Anterios, Inc. 12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2건, U.S. 

Nutraceuticals, Inc. 9건, Cyclerion therapeutics, inc. 9건, YM BioSciences, Inc. 8건, 

Ardea biosciences, inc. 8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8건, Martek biosciences corp. 8

건, Lubrizol Advanced Materials, inc. 8건 및 (주)아모레퍼시픽 7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음

○ 대한민국 국적의 출원기관으로 P백광산업 주식회사 28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8건 및 (주)아모레퍼시픽 7건이 상위 출원기관으로 확인이 되었음

[그림 2-14] 국제 특허 상위 출원 기관 (Top 10)

○ 국제 특허 출원 상위 20위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특허 출원의 총 수

는 469건에 해당되며, 이는 분석 대상 논문의 총 건수인 1,508건인 것을 기준으

로 약 31.10% 수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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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0위에 들어가는 출원기관으로는 SYMRISE AG가 103건으로 가장 많은 특

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DSM IP ASSETS B.V. 61건, THE 

COCA-COLA COMPANY 55건, U.S. Nutraceuticals, Inc. 42건, PureCircle USA Inc. 

26건, BASF Plant Science GmbH 24건, VIRUN, inc. 19건, EPC Natural Products 

Co., Ltd. 19건, The Broad Institute, Inc. 19건, Solazyme, Inc. 18건, MARTEK 

BIOSCIENCES cop. 18건,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16건, Corbion Biotech, Inc. 10건, Cutech SRL 7건, VIVIER CANADA 

inc. 7건, SYNTHETIC GENOMICS, inc. 6건,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5건, Kuehnle AgroSystems, Inc. 5건, PHOTONZ CORPORATION LIMITED 5건 및 

Allergy Research Group, LLC 4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음

□ 핵심특허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 개발 관련 핵심 특허를 파악함

○ 분석대상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측면으로 영향력이 높은 핵심 특허를 발굴하고, 

이들 핵심 특허의 주요 기술 요지와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동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의 트렌드를 분석함

○ 이를 위하여, 본 대상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적 관련도가 높은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추출된 유사 특허군을 대상으로 기술적 측

면으로 영향력이 높은 핵심 특허를 선정함

○ 대상기술 분야에서 조사된 선행특허를 대상으로 하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가중 

적용하여 5단계의 정량적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A등급에 해당하는 건들을 핵심 

특허로 선정함

- 1단계 : 피인용 수가 많은 특허

- 2단계 : 해당 기술분야 주요 출원인의 특허

- 3단계 : 최근 년도에 출원된 특허

- 4단계 : 발명자 수가 많은 특허

- 5단계 :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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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EPA, DHA 및 아라키돈산 고함량 기능성 유지 생산 방법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19.12.13 10-2019-0167275 공개

출원인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 (주)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EPA, DHA 아라키돈산을 함유한 기능성 유지 

생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탁번호 

(KCTC18721P)인 미세조류 PB75를 특정 배양방법으로 배

양 후 추출하여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유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시조키트리움 미누텀 종(Schizochytrium minutum)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을 통해 EPA, DHA 아라키돈산

을 함유한 미세조류 생산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쉬조키트리움 미누텀 종(Schizochytrium minutum) 미세조류의 배양을 위한 인공해수 배지에 있어서, 
질소 공급원으로 효모, 카세인, MSG(monosodium L-glutamate), 질산나트륨(NaNO3) 중 선택된 두개 이

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탄소원으로 글루코오즈를 사용하며; 인산염의 함량을 낮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조류 배양용 배지.

<표 2-9> 핵심 특허 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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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DHA를 고농도로 포함한 바이오오일 생산 미세조류인 스키조키트리움 속 ABC-101 
균주 및 상기균주를 이용한 DHA 생산 방법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18.03.20 10-2018-0031814 공개

출원인
재단법인 탄소순환형 차세대 바이오매스 

생산전환기술연구단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DHA를 고농도로 포함한 바이오오일 생산 미

세조류인 스키조키트리움 속 ABC-101 균주 및 상기 균주

를 이용한 DHA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특정 배지 조건에서 배양한 경우, DHA 함량이 높은 고수

율의 바이오오일 생산성을 가지는 스키조키트리움 속

(Schizochytrium sp.) ABC-101을 새롭게 분리하였다. 본 발

명의 신규한 스키조키트리움 속 ABC-101 균주는 바이오

매스 생산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

하는 공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 관련 산업에 매우 유

용하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시조키트리움속 미세조류의 새로운 종 분리와 이를 통해 EPA를 추출하는 공정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DHA(Docosahexaenoic acid, 22:6)를 고농도로 포함한 바이오오일을 생산하며, 기탁번호가 KCTC13455BP
로 기탁된 미세조류인 스키조키트리움 속(Schizochytrium sp.) ABC-101.

<표 2-10> 핵심 특허 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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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미세녹조류를 이용한 항산화, 주름개선, 항여드름ㆍ항염증및 미백효능을 가지는 기

능성 추출물 및 그의 제조방법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07.09.06 10-2007-0090285 등록

출원인 조월순, 남병혁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미세녹조류(Tetraselmis suecica)를 이용한 항산

화, 주름개선, 항여드름･항염증 및 미백효능을 가지는 기

능성 추출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미세녹조류(Tetraselmis suecica)는 식물

플랑크톤 Prasinophyceae에 속하는 종으로 고기능성 유용 

먹이생물로 특히 EPA, AA, DHA 등 고영양가 물질을 포

함하고 있어, 식물플랑크톤 대량배양 기술 개발로 영양상

태가 높고 살아있는 대량의 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됨에 따라 미세조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는 

고영양성 물질과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이 용이한 것으로, 미세녹조류(Tetraselmis 
suecica)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세녹조류(Tetraselmis 
suecica)를 이용한 항산화, 주름개선, 항여드름･항염증 및 

미백효능을 가지는 기능성 추출물 및 그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미세조류 (Tetraselmis suecica)의 추출물을 활용한 항염증 효과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미세녹조류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을 분리 및 정제에 있어서, 채집한 미세녹조류 배양액을 멸균된 정제

수로 4℃에서, 10,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로 3회 세척한 다음, 균체(pellet)를 수거 한 후, 수거

된 미세녹조류 균체 1 g에 멸균된 정제수 5 ㎖을 넣고 충분히 현탁시킨 후, 세포 파쇄조건으로 30분
간 초음파 파쇄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60 % 에탄올 첨가하여 40℃에서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추

출물 시료를 회수하여, 동결건조하므로 동결건조된 미세녹조류 에탄올 60 %의 추출물이 얻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녹조류(Tetraselmis suecica)를 이용한 항산화, 주름개선, 항여드름ㆍ항염증 및 미백

효능을 가지는 기능성 추출물의 제조방법.

<표 2-11> 핵심 특허 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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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오메가-3 펜타엔산 조성물 및 사용 방법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13.12.06. 10-2015-7016331 공개

출원인 Matinas BioPharma, inc.

발명의 요지

지방산을 포함하는 경구 투여가능한 조성물로서, 상기 지

방산의 적어도 50중량%가 오메가-3 지방산, 이의 염, 에
스테르 또는 유도체를 포함하고, 상기 오메가-3 지방산이 

에이코사펜타엔산(EPA; C20:5-n3), 도코사펜타엔산 (DPA; 
C22:5-n3)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C22:6-n3)을 포함하고, 
DHA 대 EPA (DHA:EPA)의 비가 1:20 미만이고, DHA 대 

DPA (DHA:DPA)의 비가 2:1 미만인, 조성물이 제공된다. 
따라서, 이들 조성물은 지질이상증, 심혈관, CNS, 염증 및 

기타 질환/상태 또는 위험 인자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지방산을 활용한 경구투여용 염증 치료제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지방산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상기 지방산의 적어도 50중량%가 오메가-3 지방산, 이의 

염, 에스테르 또는 유도체를 포함하고, 상기 오메가-3 지방산이 에이코사펜타엔산(eicosapentaenoic 
acid, EPA), 도코사펜타엔산(docosapentaenoic acid, DPA) 및 도 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을 포함하고, DHA 대 EPA(DHA:EPA)의 비가 1:20 미만이고, DHA 대 DPA(DHA:DPA)의 비가 

2:1 미만인, 약제학적 조성물.

<표 2-12> 핵심 특허 분석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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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피탄산 함량이 적은 조성물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09.04.17 10-2011-7027108 등록

출원인 나타크 파마 에스.엘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기름 1g당 피탄산 

함량이 90μg 미만인 조성물들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또한 DHA가 풍부하고 기름 1g당 피탄산 

함량이 90μg 미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DHA가 650~950mg/g, 
다시 말해 65~95 중량%이고 피탄산 값은 90μg미만이고, 
바람직하기는 조성물을 형성하는 기름 1g당 5μg 미만인 

조성물들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얻은 조성물들은 그

들의 예방 작용 및 치료 효과 때문에 식품 보충제, 영양

제 및 약품의 분야에 사용된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해양 유래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해양 기원의 기름으로부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피탄산(PhA) 함량이 90μg/g미만인 조성물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a) 지방산염을 얻기 위해 해양 기원의 기름이 검화(saponified)되고, b) 산성화된 

기름을 얻기 위해 단계 a)의 지방산염이 산성화되고, c) 단계 b)의 산성화된 기름이 27Pa의 진공 하

의 온도 10℃에서 글리세롤 구배 중에 초원심분리되고, d) 단계 c)의 글리세롤 구배가 온도 범위 

0~-57℃에서 결정화되어, 고체상과 액체상을 얻고, 여기서 고체상은 포화 지방산, 일가(mono) 불포화 

지방산 및 PhA를 함유하고, 액체상은 다가 불포화 오메가-3 지방산과 함량이 90μg/g미만인 PhA를 

함유하고, e) 단계 d)의 액체상이 상층액 분리(decantation)를 통해 회수되도록 상기 고체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 

<표 2-13> 핵심 특허 분석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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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지방산의 치료용 조합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02.12.24 10-2002-7017649 거절

출원인 나타크 파마 에스.엘 

발명의 요지

에이코사펜타에노산 또는 임의의 적합한 유도체(EPA)와 

DGLA와 GLA로부터 선택된 아라키돈(AA) 또는 AA 전구

체를 조합하여 약제학적 조성물을 생성하는 것이 기재되

어 있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약제학적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EPA가 50% 이상의 순도를 가진 임의의 생물학적으로 동화가능한 형태의 에이코사펜타에노산 또는 

임의의 적합한 유도체(EPA); 및 임의의 생물학적으로 동화가능한 형태의 아라키돈산(AA)을 조합함

으로써 제조된 약제학적 조성물.

<표 2-14> 핵심 특허 분석 결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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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출원일자 특허(등록·공개)번호 권리 상태 대표도면

2018.06.12. 10-2018-0067473 등록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명의 요지

본 발명에 의한 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a) 다중불포화 

지방산 함유 용매 오일을 가열하는 단계; (b) 상기 가열된 

용매 오일에 조류(Algae)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c) 상기 혼합물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d) 상기 열

처리된 혼합물로부터 액체 지방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조류로

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

성물 및 그 제조방법을 이용하면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낮은 제조단가로 인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조류로부터 유도된 다

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은 조류로

부터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추출시 천연 항산화제인 클로

로필도 같이 추출되어, 추가적인 항산화제의 투입 없이도 

지방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시사점 [발명의 주안점]

다가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대표청구항]

(a) 다중불포화 지방산 함유 용매 오일을 가열하는 단계;

(b) 상기 가열된 용매 오일에 조류(Algae)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c) 상기 혼합물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d) 상기 열처리된 혼합물로부터 액체 지방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의 제조방법.

<표 2-15> 핵심 특허 분석 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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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동향

□ 국내･외 논문 연구 동향

○ 국내･외 ‘미세조류&다중불포화지방산’ 관련 논문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Web of Science를 활용하여 논문 연구 동향 검색을 실시하였음

- 연구 과제 관련 키워드 검색은 Web of Science 지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대분류 

‘미세조류’, 중분류 ‘지방산’ 소분류 ‘활성, 바이러스, 면역, 항염증’ 위주로 검색

을 실시함

분류
검색식 결과

대 중 소

미세조류 지방산

바이러스

(Microalgae or algae or Schizochytrium or Arthrospira or 
Spirulina or Chlorella or Dunaliella or Nannochloropsis) AND 

("Fatty acid" or "Unsaturated fatty acid" o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or PUFA or PUFAs or 오메가 or EPA or 

"Eicosapentaenoic acid" or DHA or "Docosahexaenoic acid" or 
ARA or "Arachidonic acid" or Protectin or Maresin or Resolvin 

or Lipoxin or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or SPM) 
AND (Virus or "COVID-19" or COVID or Coronavirus)

39

면역

(Microalgae or algae or Schizochytrium or Arthrospira or 
Spirulina or Chlorella or Dunaliella or Nannochloropsis)AND 

("Fatty acid" or "Unsaturated fatty acid" o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or PUFA or PUFAs or 오메가 or EPA or 

"Eicosapentaenoic acid" or DHA or "Docosahexaenoic acid" or 
ARA or "Arachidonic acid" or Protectin or Maresin or Resolvin 

or Lipoxin or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or SPM) 
AND (Immunity or Immune or "Immune system" or 

Immunization or Immunizations)

121

항염증

(Microalgae or algae or Schizochytrium or Arthrospira or 
Spirulina or Chlorella or Dunaliella or Nannochloropsis) AND 

("Fatty acid" or "Unsaturated fatty acid" o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or PUFA or PUFAs or 오메가 or EPA or 

"Eicosapentaenoic acid" or DHA or "Docosahexaenoic acid" or 
ARA or "Arachidonic acid" or Protectin or Maresin or Resolvin 

or Lipoxin or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s" or SPM) 
AND (Inflammatory or “Anti Inflammatory“ or AntiInflammatory 

or Anti-Inflammatory)

172

<표 2-16> 논문동향 분석을 위한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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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결과, 본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발표된 바이러스관련 논문 건수는 39건, 면

역관련 논문 건수는 121건, 항염증 관련 논문건수는 172건으로 나타났으며, 중복 

논문을 제외한 총 관련 논문은 302건으로 확인되었음

○ 전체적으로, 1993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까지 년도별로 등락을 반복

하고 있으며, 2011년도 들어서 논문 발표 건수가 급격히 증가(20건)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음

[그림 2-15] 연도별 논문 출판 횟수

□ 분야별 기술수명주기 분석

○ 논문건수와 연구기관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는 포트폴

리오 기본 모델에서 대상기술의 분야별 기술 주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았음

○ 전체 기술 분야

- 전체 논문 연구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연구기관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논문

건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포트폴리오 기본 모델에서 발전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분석되며, 최근 기술개발이나 논문 연구가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 관련 논문의 기술주기 변화를 살펴보면, 논문건

수와 연구기관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발전기에 해당하며, 향후 동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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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포트폴리오로 본 분야별 기술주기

□ 국가별 연구동향 분석

○ 1993년부터 2020년 까지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

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 기술 개발 관련 논문 발표 건수

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가별로 분석하였음([그림 2-16])

○ 상위 10개 국가가 발표한 논문 건수는 231건으로 전체 관련 논문(302건)의 약 

76.4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해당 기술 개발의 연구가 활발한 상위 10개국은 각각 미국(38건), 중국(34건), 스

페인(26건), 포르투갈(24건), 대한민국(23건), 이탈리아(20건), 일본(19건), 프랑스

(17건), 브라질(15건) 및 인도(15건)으로 나타남

○ 동 분야에서 한국은 23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중은 약 7.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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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주요 연구 국가 (Top 10)

□ 주요 연구기관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을 이용한 관련 연구기관의 발표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를 그

림 21에 나타내었음

○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의 총 수는 65건에 해당되며, 이

는 분석 대상 논문의 총 건수인 302건인 것을 기준으로 약 21.52% 수준에 해당함

[그림 2-18] 상위 연구 기관 (Top 10)

○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으로는 UNIV PORTO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

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CHINESE ACAD SCI 7건, UNIV 

SEVILLE 7건, NATL FISHERIES UNIV 6건, NINGBO UNIV 6건, PU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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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L UNIV 6건, UNIV LISBON 6건, BEN GURION UNIV NEGEV 5건, FAR 

EASTERN FED UNIV 5건 및 UNIV ALGARVE 5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 대한민국 국적의 연구기관으로 PUKYONG NATIONAL UNIVERSITY 6건으로 상

위 연구기관으로 확인이 되었음

□ 핵심 논문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기술 개발 관련 고피인용 논문을 분석하여 세부 기술 분야별 핵

심 연구 분야를 파악함(<표 2-17>)

○ 고피인용 논문 분석 결과 바이러스 관련 분야 기술의 피인용 수치가 가장 높은 

논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해당 개발 관련 분야에서는 바이러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면역과 항염증 관련 

기술 분야의 독자적 또는 유기적인 연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류
논문 제목 피인용수 등록년도

대 중 소

미세조류 지방산

바이러스
Algae as nutritional and functional food sources: 

revisiting our understanding
328 2017

항염증
Fucoxanthin, a marine carotenoid present in brown 
seaweeds and diatoms: metabolism and bioactivities 

relevant to human health
279 2011

바이러스&
면역

Current knowledge on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Spirulina 241 1993

바이러스&
항염증

Seaweeds: A sustainable functional food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222 2012

항염증
Heterotrophic production of eicosapentaenoic acid  

by microalgae 209 2003

바이러스&
면역

Nutritional and therapeutic potential of Spirulina 207 2005

항염증
Biological activities and health benefit effects of 

natural pigments derived from marine algae 200 2011

항염증
Microalgae as sources of high added-value 
compounds-a brief review of recent work 152 2011

면역
Effect of a mono-specific algal diet on immune 

functions in two bivalve species - Crassostrea gigas 
and Ruditapes philippinarum

149 2003

항염증 Algae as production systems of bioactive compounds 132 2015

<표 2-17> 핵심 논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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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동향 

가. 글로벌 미세조류 오메가-3 시장 동향

□ 완제품 제조 품목허가, 시장 규모 및 완제품 생산구조

○ 국내 오메가-3 완제품 관련 품목허가 사항은 전문의약품 총 28종 및 건기식 총 

920개 품목이 있음

○ 오메가-3 시장 규모로 품목허가 상 99%가 어유 유래임

○ 2017년 5억 1,325만 달러 규모에서 2025년 11억 2,3236만 달러로 시장 규모가 대

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소비 위주의 오메가-3 관련 제품 산업 현재 구조

- 건강기능식품 회사(920품목) : 페루, 칠레, 유럽 등에서 어유 또는 미세조류 오메

가-3 원료 수입 ⇨ Soft Capsule회사에 제조의뢰 ⇨ Soft Capsule인수 포장 후 소

비자에게 판매

- AN& MN BioFarm & Chemport 2개사 : 어유를 페루 등에서 수입 ⇨ 분자증류법

에 의하여 EPA, DHA 단리 및 esterification 후 혈전 치료제 의약품 회사(28품목)

에 판매 ⇨ 의약품 회사 제제화한 후 의사 처방이 있어야 판매 가능한 전문의약

품으로 약국과 병원에 납품 

○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바람직한 오메가-3 관련 산업구조

- 어유 오메가-3는 국내에서 잡히는 어획으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전혀 없어 

산업화 불가

-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산업 구조는 어촌에서 해양미세조류 배

양, 발효 ⇨ 미세조류 오메가-3추출 ⇨ 건강기능식품 회사 공급 구조가 유리

- 어촌에서 그 지역 수온 등 환경 조건에 맞는 해양미세조류 연구개발 ⇨ 미세조

류 오메가-3추출 ⇨ EPA/DHA/ARA ratio별 효능(기능)이 다른 완제품 생산 판매 

구조로 개발 및 혁신 필요

- 상기 국내기술을 접목한다면 전문의약품으로 발전할 충분한 기회임

□ 미세조류 오메가-3의 종류 별 수요와 공급 분석

○ 별도의 국제기구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 조류 오메가-3 원료 생산업체의 원료는 기업 간 거래보다 오메가-3 완제품을 생

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 미세조류 오메가-3는 2020년에 702.5 백만USD에서 2025년 1232.36 백만USD로 

연평균성장률(CAGR)이 11.9%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음([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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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미세조류 오메가-3 제품의 연도별 시장규모 및 지배 비율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 EPA, DHA는 지난 40년간 20,000회의 학술논문을 통하여 incredibly beneficial 

health 효능, 효과 때문에 매년 7.7% 이상 증가하여 2050년 후에는 어유로 오메

가-3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고, 대체 원료는 미세조류라고 

분석하고 있음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2020-2027년 사이

는 11.9%씩 성장하여 2027년 1232.36백만 US$/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2019 

Global Information, Inc)

[그림 2-20]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의 연평균성장율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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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는 어유 유래 오메가-3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체 기반이 허약함

○ 이에 어유 오메가–3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EPA, DHA의 

수요 충당, 어촌 소득 증대, 수출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 및 발효를 정부 차원에

서 집중 육성하는 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체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세조류 오메가-3의 사용 분야에 따른 시장성 분석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의 주사용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① 식품 및 음료, 

② 건강보조제, ③ 의약품 및 ④ 동물영양성분으로 구분되어짐

- 식음료 시장: 2019년 1억3,769만달러 → 2025년 3억1,887만달러 (CAGR 15.15%)

- 건강보조제 시장: 2019년 3억713만달러 → 2025년 5억3,208만달러 (CAGR 9.72%)

- 의약품 시장: 2019년 1억6,204만달러 → 2025년 3억 3,249만달러 (CAGR 12.86%)

- 동물영양성분 시장: 2019년 2,527만달러 → 2025년 4,892만달러 (CAGR 11.22%)

[그림 2-21] 미세조류 오메가-3 사용 분야에 따른 연도별 시장규모 및 지배 비율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의 사용 분야별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건강보조제 시장으로 전체 시장 중 약 48.59%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시

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조제 시장 다음으로 25.63%의 의약품 시장과 21.78%의 식음료 분야가 차

순위로 점유하고 있으며 두 분야의 점유율은 4%내외의 차이로 매우 유사한 수

준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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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의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의 경우 건강보조제 시장과 의약품 시장에 진입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성에 매우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사용 분야에 따른 결과 요약

식품 및 음료(Food and beverage) : 시중에 유통되
는 EPA/DHA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식용유, 우
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빵, 계란, 기능성 음료 
등 유제품으로 이들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매일 
사용됨

건강보조제(Dietary supplements) : FDA의 주요 성
분으로 EPA와 DHA를 구성하는 제품 승인 건수
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미세조류 기반 식이요
법 보조제 제조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의약품(Pharmaceuticals) : 당뇨병, 관절염, 비만, 기
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
함에 따라 오메가-3를 비롯한 생체활성성분 판매
를 주도하고 있음

동물영양성분(Animal nutrition) : 동물들에게 양질
의 사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의 동물 영양 제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음

<표 2-18> 미세조류 오메가-3 사용 분야에 따른 세부 분석 결과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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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의 각 사용처에 따른 시장성 세부 분석 결과 식음

료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세조류 오메가-3의 지역에 따른 시장성 분석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의 전세계 시장은 지역별로 5군대로 구분되며, ① 북미, 

② 유럽, ③ 아시아, ④ 남미 및 ⑤ 중동 및 아프리카로 구분되어짐

- 북미 시장: 2019년 2억3,062만달러 → 2025년 3억6,109만달러 (CAGR 9.62%)

- 유럽 시장: 2019년 1억4,937만달러 → 2025년 2억5,322만달러 (CAGR 9.32%)

- 아시아 시장: 2019년 2억0,918만달러 → 2025년 4억 2,820만달러 (CAGR 15.54%)

- 남미 시장: 2019년 2,696만달러 → 2025년 5,270만달러 (CAGR 11.94%)

-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2019년 1,599만달러 → 2025년 3,309만달러 (CAGR 12.42%)

[그림 2-22] 지역(세계)에 따른 미세조류 오메가-3 연도별 시장규모 및 지배 비율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의 지역별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북미 지역으로 전체 시장 중 약 36.4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시아 시장이 33.09%의 점유율로 북미 시장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미 시장과 3%의 점유율 차이만 있으며 북미와 아시

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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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른 미세조류 오메가-3 시장 규모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및 기타)

아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및 기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기타)

<표 2-19> 지역에 따른 미세조류 오메가-3 시장성 세부 분석 결과 

(출처: GLOBAL ALGAE 오메가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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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와 아시아 시장 다음으로 23.63%의 유럽시장과 4.27%의 남미 및 2.53%의 중

동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북미) 세부 시장은 지역별로 4군대로 구분되며,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멕시코 

및 ④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미국이 84.03%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점

유하고 있음을 확인

- 미국 시장: 2019년 1억9,380만달러 → 2025년 3억2,662만달러 (CAGR 9.21%)

- 캐나다 시장: 2019년 1,900만달러 → 2025년 3,492만달러 (CAGR 10.80%)

- 멕시코 시장: 2019년 1,365만달러 → 2025년 2,776만달러 (CAGR 12.69%)

- 기타 시장: 2019년 417만달러 → 2025년 821만달러 (CAGR 11.83%)

○ (유럽) 세부 시장은 지역별로 7군대로 구분되며,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스페인, ⑤ 러시아, ⑥ 이탈리아 및 ⑦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독일이 

19.12%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영국이 16.95%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영국 시장: 2019년 2,532만달러 → 2025년 4,083만달러 (CAGR 8.42%)

- 프랑스 시장: 2019년 2,333만달러 → 2025년 4,027만달러 (CAGR 9.65%)

- 독일 시장: 2019년 2,856만달러 → 2025년 4,666만달러 (CAGR 8.71%)

- 스페인 시장: 2019년 1,678만달러 → 2025년 2,830만달러 (CAGR 9.23%)

- 러시아 시장: 2019년 1,032만달러 → 2025년 1,859만달러 (CAGR 10.44%)

- 이탈리아 시장: 2019년 1,274만달러 → 2025년 2,184만달러 (CAGR 9.53%)

- 기타 시장: 2019년 3,233만달러 → 2025년 5,672만달러 (CAGR 9.89%)

○ (아시아) 세부 시장은 지역별로 5군대로 구분되며, ① 중국, ② 일본, ③ 호주, ④ 

인도 및 ⑤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중국이 49.66%로 아시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었음

- 중국 시장: 2019년 1억388만달러 → 2025년 2억4,785만달러 (CAGR 15.66%)

- 일본 시장: 2019년 3,316만달러 → 2025년 5,883만달러 (CAGR 10.09%)

- 호주 시장: 2019년 1,493만달러 → 2025년 2,965만달러 (CAGR 12.18%)

- 인도 시장: 2019년 1,155만달러 → 2025년 3,087만달러 (CAGR 17.87%)

- 기타 시장: 2019년 4,566만달러 → 2025년 1억2,863만달러 (CAGR 18.75%)

○ (남미) 세부 시장은 지역별로 3군대로 구분되며, ① 브라질, ② 아르헨티나 및 ③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브라질이 64.00%로 남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

- 브라질 시장: 2019년 1,731만달러 → 2025년 3,260만달러 (CAGR 11.26%)

- 아르헨티나 시장: 2019년 405만달러 → 2025년 809만달러 (CAGR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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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장: 2019년 496만달러 → 2025년 1,200만달러 (CAGR 13.66%)

○ (중동 및 아프리카) 세부 시장은 지역별로 3군대로 구분되며, ① 사우디아라비아, 

② 남아프리카 및 ③ 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2.00%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2019년 346만달러 → 2025년 745만달러 (CAGR 13.17%)

- 남아프리카 시장: 2019년 215만달러 → 2025년 367만달러 (CAGR 8.88%)

- 기타 시장: 2019년 1,039만달러 → 2025년 2,198만달러 (CAGR 12.83%)

○ 전체 지역별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시장 점유율을 확인한 결과,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 것을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중국, 일본 순인 것으로 확인됨

○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 지역으로 (CAGR 15.54%)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으로 북미에 이은 두 번째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나 2025년 이후부터

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나.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 코로나 전후 국･내외 시장 동향

○ 2020년 1/4분기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43.8억 달러로 전

년 동기대비 22.5% 증가함

○ 산업별로는 의약품 16.7억 달러(+45.0%), 의료기기 9.4억 달러(+4.4%), 화장품 17.7

억 달러(+16.3%)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45.0%, 4.4%, 16.3% 증가함

○ 2020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신수출

성장동력 산업 대비 성장세를 이어감

[그림 2-23] 2020년 1/4분기 COVID-19 발병 이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비교

(출처: 보건산업브리프 Vol.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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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4분기 품목별 의약품 수출액은 면역물품(바이오시밀러 등) 제품이 8.7억 

달러로 총 수출의 52.0% 비중에 달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국내 바이오의약품은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백신의 경우 금년도 1/4분기에 4,954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동기대비 87.1% 증

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코스타리카, 페루,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등 

대부분 중남미 지역임

○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EMA 및 미FDA에 대부분 최초 판매 승인된 제품으로 

독일, 터키, 미국, 벨기에, 헝가리, 일본 등이 주요 수출국이며, 특히 정부의 바이

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더해 미국(트룩시마, 램시마 등) 및 일본(허쥬마)에서도 국내 대표적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EU,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실질적 처방이 이루어질 뿐 아

니라 오리지널 제품을 대체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향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오메가-3 관련 국내 전문의약품 제품 판매 현황

○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전문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를 참조하여 시장현황을 조사하였음

○ 국내 오메가-3 관련 전문의약품은 총 28건의 제품이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대부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고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생동성인정품목이란, 특허가 끝난 원개발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동등한 약효를 획득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공개된 특허권을 바

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파악됨

○ 효능군으로 고지혈증치료제,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치료제 및 동맥경화용제로 

총 3가지 효능군으로 나뉘며 대부분 동맥경화용제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DHA/EPA ratio는 0.83으로 모든 제품군에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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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공급자 제품명 DHA/EPA ratio

고지혈증 치료제 유유제약 올마크연질캡슐 0.83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치료제

건일제약 오마코미니연질캡슐2그램 0.83

영진약품주식회사 오마론연질캡슐 0.83

삼천당제약 메가로우연질캡슐 0.83

광동제약 트리로우연질캡슐 0.83

한국휴텍스제약 코마코연질캡슐 0.83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메가연질캡슐 0.83

동맥경화용제

경보제약 오마칸연질캡슐 0.83

킴스제약 오메긴연질캡슐 0.83

안국약품 휴메가연질캡슐 0.83

알리코제약 메가트리연질캡슐 0.83

중헌제약 올마크연질캡슐 0.83

광동제약 트리로우연질캡슐 0.83

다림바이오텍 다림오메가3연질캡슐1000밀리그램 0.83

메디카코리아 오마트리연질캡슐 0.83

동구바이오제약 동구오메가3연질캡슐 0.83

한국파비스제약 오메틴연질캡슐 0.83

보령제약 보령오메가3연질캡슐 0.83

안국뉴팜 슈메가연질캡슐 0.83

대웅바이오 오마티지연질캡슐 0.83

아주약품 아주코연질캡슐 0.83

제이더블유신약 웰마코연질캡슐 0.83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티지코연질캡슐 0.83

유한양행 티지웰연질캡슐 0.83

한미약품 한미오메가연질캡슐 0.83

유유제약 뉴마코연질캡슐 0.83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0.83

팬믹스 시코연질캡슐 0.83

<표 2-20> 국내 오메가-3 관련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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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관련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품 판매 현황

○ 국내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건강기

능식품은 총 920건의 제품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2-24] 국내 오메가-3관련 제품 유통 업체 현황

○ 국내 오메가-3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를 분석한 결과, (주)코스맥스바

이오가 143건의 제품을 유통 중이였으며, 전체 점유율은 약 16%에 해당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노바렉스 13%, (주)한국쎄엔에스팜이 12%의 

점유율로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전체 오매가-3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상위 10개 유통사가 전체 점유율 79.13%

로 대부분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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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국내 오메가-3관련 업체 (Top 10)의 오일 성분 유래 취급 제품 현황

○ 유통 업체 Top 10의 오일성분 유래 취급 제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코스맥스

바이오에서 20건, (주)노바렉스에서 5건, (주)한국씨엔에스팜에서 4건, (주)알피바

이오에서 11건, (주)서흥에서 2건, (주)코스맥스엔비티에서 1건 및 (주)콜마비앤에

이치에서 2건으로 총 45건의 제품이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를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을 유통중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대부분은 기타 유지로 출처가 나와 있지 않는 제품이 많았으며, 그 이외에 

정제 어유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6] 국내 오메가-3관련 제품의 효능 및 오일성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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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메가-3 관련 제품 중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 관련 제품으로 

총 722건에 달하였으며, 약 80.04%의 점유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 효과 다음으로 많은 제품군은 ‘심혈관 

개선’에 관한 제품으로 173건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약 18.80%의 점유

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세조류 유래 오일을 사용한 제품으로 총 49건의 제

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오일의 약 5.32%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상기 파악된 결과를 종합하면, 오메가-3 유래 건강기능성 식품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 및 심혈관 개선’ 효과 중심의 제품만 개발되고 있고 미세조류 유

래 오일의 생산도 미비하여 본 기술 개발 과제의 제품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국

내 건강기능성 시장을 선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오메가-3 관련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제품 판매 현황

○ 글로벌 오메가-3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건강

기능식품은 총 406건의 제품으로 파악되었음

순위 업체명 시장 점유율 (%)

1 PharmaCare Laboratories 3.69

2 Blackmores 3.20

3 WN Pharmaceuticals 2.95

4 Nature's 2.46

5 Carlson Laboratories 2.21

6 Nordic Naturals 1.97

7 Laboratoire 1.47

8 Natural Factors 1.47

9 New Chapter 1.47

10 Solgar 1.23

<표 2-21> 글로벌 오메가-3제품 관련 major 유통사 분석 결과

○ 글로벌 오메가-3 제품을 유통중인 업체는 총 255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제품 수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 10개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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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PharmaCare Laboratories가 3.69%, Blackmores가 3.20%, WN Pharmaceuticals

가 2.95%, Nature's가 2.46%, Carlson Laboratories가 2.21%, Nordic Naturals가 1.97%, 

Laboratoire가 1.47%, Natural Factors가 1.47%, New Chapter가 1.47% 및 Solgar가 

1.23%의 점유율로 상위 10개 업체인 것을 확인함

○ 국내 제품과는 달리 수많은 기업에서 단일 품목 위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어 점유율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오메가-3 제품의 경우 DHA/EPA ratio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보

통 DHA/EPA ratio가 1.0 미만으로 사용되고 있고 낮은 DHA/EPA ratio를 가지고 

있는 오일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글로벌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DHA/EPA ratio를 공개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 제대혈에서의 DHA/EPA ratio인 2.1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음

[그림 2-27] 글로벌 오메가-3 관련 제품의 DHA/EPA ratio에 따른 분류

○ 인간 제대혈 DHA/EPA ratio을 기준으로 약 83.99%의 제품이 DHA/EPA ratio 2.1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16.01%의 제품이 DHA/EPA ratio 2.1 이상인 것을 확

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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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류로부터 다중불포화지방산 추출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단일 오메가-3가 

함유된 오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DHA/EPA ratio을 2.1 이상 유

지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용이함

○ 이를 바탕으로 고농도의 DHA가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오메가-3 제품

의 시장 진입 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글로벌 오메가-3 관련 제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 (164건)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조식품을 제외하였을 경우 심혈과 개선 및 뇌ㆍ신경계 개선 효과를 가지

는 제품이 대부분 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2-28] 글로벌 오메가-3관련 제품의 효능 및 오일성분에 따른 구분

○ 따라서, 국내 및 글로벌 오메가-3 관련 제품 분석 결과, 본 기술의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로써 관련 상품을 개발한다면 전세계 최초로 시장 진입하는 제품이 될 것

으로 판단됨

□ 코로나 전후 국내 건기식 시장 변화

○ 감염병이 소비패턴을 빠르게 변화시킨 사례는 과거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발생 때이며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주목받는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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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이전 6개월 대비 홍삼 구매액이 57% 급

증하였으며, 2015년도 메르스 발병 전 후 7개월을 비교하면, 비타민 등의 건기식

이 15% 성장한 사례가 있음

○ 반면, COVID-19는 과거보다 민감도가 더욱 커져 국내 COVID-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한달 동안 과거 메르스 때와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건기식의 경우 

864.7%나 증가한 것을 확인함

[그림 2-29] COVID-19 이후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율 (출처: Gmarket, WM)

○ 특히, 올해 프로폴리스 판매량은 전년대비 243%증가하였고, 오메가-3의 경우 

159% 가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

○ COVID-19 이후에도 건기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요인은 중장

년층 중심이었던 건기식 시장이 20-30세대가 주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오메가-3는 COVID-19에 예방 및 치료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탄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하면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동향 종합에 따른 타당성 분석 

가. 기술적 타당성

□ 원천성

○ 동 기술은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로써 항염증 효과 및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다

중불포화지방산(EPA, DHA 및 ARA)과 그 유도체(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들의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천연물보조치료제 개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 •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획연구보고서

7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으로는 염증 해소 및 염증 억제 작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 이외에 바

이러스 수명주기를 방해하여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과와 염증 억제에 대한 활

성이 우수하여 항바이러스, 항염증제 및 면역증강제로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연구의 발전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뛰어난 

전망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대사체 규명, 체내 대사경로의 이해, 상호작용 및 

독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한 모든 제반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적 선도가 가능한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기술의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

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동향은 거의 대부분 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기술적 효과를 인정받고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를 가진 국가 기반 산업의 창출 및 산업구조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 경제적 타당성

□ 고도성 및 잠재성

○ 대상기술에 관한 유사 선행기술에서는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추출 

방법과 활용 내지는 생선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면역 및 항염증제에 대한 기

술의 보고는 있지만,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항바이러스 치료 보조제

로써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에 대상기술에 대해 그 

기술수준이 높다고 판단됨

○ 하지만, 대상기술에 대해 현재 생선유래 다양한 다중불포화지방산이 개발되어 시

판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개발

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개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 대상기술은 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부합되는 기술로 판단되며 아직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의 수요와 공급 관련 별도의 국제기구

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 미세조류 오메가-3 원료 생산업체의 원료는 기업 간 거래보다 오메가-3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미세조류 2020년 702.5 백만USD → 

2025년 1232.36 백만USD (CAGR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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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DHA 산업은 매년 7.7% 이상 증가하여 2050년 후에는 어유로 오메가-3 수

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하여, 대체 원료는 미세조류라고 분석하고 있음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의 연평균성장율(CAGR)은 2020-2027년 사이

는 11.9%씩 성장하여 2027년 연간 1232.36백만USD가 될 것으로 예상됨(2019 

Global Information, Inc)

○ 따라서, 동 기술은 기존 오메가-3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생

선유래 오메가-3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

발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 바이오의약품의 대안으로 차후 잠재성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다. 환경적 타당성

○ 대상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 진

입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면역 및 항염증제의 활용빈도는 더욱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15.6% → 2030년 24.3% → 2050년 3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국내의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0년의 경우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COVID-19 대유행에 의한 펜데믹 사태로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는 그 수요

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현재 항바이러스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

화를 위한 공통기반 이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대상 기술은 정부의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의 장애요인 및 

제역요인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기술수명주기에 있어서 발전

기에 해당이 되는바, 신규산업의 진입이 용이한 상황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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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 방향 및 전략제3장

1. 사업 추진 전략 방향

가. 비전

○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항바이러스 치료보조제 및 기능성제품 개발로 해양수산

부의 신산업 육성

○ 노인성 질환 저감을 위한 기능성제품 개발로 초고령화 사회를 전략적으로 대비 

○ 기능성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나. 기술개발 추진 방향

○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세포 대사

를 이용하여 증식하는 절대 의존 미생물로서, 숙주세포를 파괴하거나 변이시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의 유형과 증상은 바이러스

군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DNA와 RNA 바

이러스 두 군으로 나눌 수 있음

○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들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헤

르페스바이러스(herpes virus), B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C형간염바

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및 유두종바이러스(papilloma virus) 등이 있음

○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인류 대재앙 극복을 위해 

백신이나 감염 후 완치를 목표로 완벽한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백신, 혈장치료

제, 치료용 항바이러스 제제,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보조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

발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정부와 제약ㆍ바이오업계가 COVID-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치료

제 및 백신개발에 연구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으며, 신속 개발 지원과 함께 적극

적인 방역 및 대응전략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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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COVID-19는 백신과 치료제 사용으로 인류사회에서 종식될 질병이 아닌 

인류와 공생하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post COVID-19 시대의 자연면역

력 향상을 위한 대응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된다고 전망하고 

있음. 2011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24%가 65세이고, 2060년에는 40%

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및 미래세대를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 목족 보

조제 및 면역관련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임

○ 그러나 기술적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한국 기술수준의 특징은 down-stream 가공

기술(80% 이상)은 높으나, up-stream 원료생산 기술(40~50%)이 낮아 기능성식품 

소재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소재의 연구개발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 원천기술력도 낮은 수준임. 농산물, 자생 약용식물, 생약성분 등 기초 연구

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나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계와의 연계 미

흡으로 산업화가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미세조류 유래 추출물(algae Ex 

Metabolites)의 치료보조제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제품

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해수부를 통한 해양생명공학사업의 결과에서 일정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

정받는 제품 및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 등은 식약처 인정 제품이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고순도 정제에 따른 원료 손실 및 제품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원료부터 제형까지의 복합 공정을 활용한다면 해양생명공학사업 최초의 친

환경 항바이러스 의료용 바이오소재 제품 사업화 가능함

○ 이러한 전략은 경쟁 제품들(독감 치료제, 헤르페스 치료제, B형간염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해

양미세조류 오메가-3와 추출물(algae Ex Metabolites) 및 기존 치료제의 연간성장

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반영한다면 어류 등 다른 원료에 기반한 기능성 제품군들

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력이 있어 출시 즉시 100억 이상의 매출 기대가 가능함

○ 따라서 원료부터 제형까지의 복합 공정 활용을 통한 3가지(면역력 및 항염증, 항

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하고 인체적용시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재검증 하여 사업

화를 진행한다면 시판중인 미세조류 및 어유 유래 3만-5만원/kg(분말 제품), 5만

-10만원/kg(1, 2차 가공제품), 20만원/kg(고순도 정제제품) 등의 기존제품들과 비교

해 약 5~10배 정도 부가가치가 증진된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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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기술 획득 전략 및 방안

2. 사업의 개념 및 범위

가. 개발목표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유행 및 예상치 못한 발병 등을 대비한 예방의학적ㆍ치

료보조제용 해양미세조류 항염증 소재(MEM)* 개발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세계

선도 제품 개발

○ 해양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 보조제 및 기능성제품의 산업화를 통한 해

양 신산업 육성에 기여

나. 과제 성과 측정지표 도출

○ COVID-19 예방 기능식품 및 치료보조제용 세계 1호 제품 개발

○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원료 표준화 실증 

○ 해양미세조류 유래 COVID-19 예방 소재의 물리화학적 적합성, 설치류 및 어류 

전임상 효능･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후 의료보조제 및 건강기능식품 허가

구분 성공 요인

정부정책
ㅇ 해수부의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 활용역량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원기반 구축

공공 목적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및 노인성 질환 저감을 위한 기능성제품 개발을 통

해 바이러스 대응 초고령화 사회를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기술적 가치
ㅇ 원료부터 제형 및 제품 출시까지 추진할 수 있는 복합 공정 및 항바이

러스 관련된 원천핵심 기술을 타 해양생물자원에 응용해 기술 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

학술적 가치
ㅇ 국제 SCI(E)급 저널에 논문 발표 및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해당 기

술 및 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당 기관의 이미지 상승과 이를 통한 
국내외 유관 기관들 및 기업들과 산학연 관계의 주도적 운영

경제적 가치
ㅇ 해당 기술을 적용한 해양바이오 제품들의 실제 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한 수익 증대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보

인프라 효과
ㅇ 해양 소재, 부품, 장비가 결합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해양바이오 관련 

첨단 원천 기술 확보 및 이들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인력 확보 및 국내
외 연구 network 강화

<표 3-1> 핵심기술 획득 전략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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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내용

○ 원료 생산 및 추출(TRL 4-5 달성) 

- MEM (DHA/EPA/ARA 등)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 및 추출

- DHA: Schizochytrium sp. 등 미세조류 탱크 배양 후 추출

- EPA: Nannochloropsis sp. 등 배양 후 추출

- ARA: Mortierella sp. 곰팡이 배양 후 추출

- 기타 MEM 추출

○ 추출 공정 최적화 및 표준화(TRL 4-5 달성) 

- 미세조류로부터 추출된 소재의 최적화 

- 배양 / 추출 / 성분비율 정량화 

- 표준물질 농도 설정 및 표준화된 분석 방법 결정

- 공정 요인들의 scale-up을 위한 공정 최적화

- 원료 생산 표준화

○ 효능검증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TRL 5-7 달성) 

- 식약처 기준에 따른 원료 공급시스템 설계 및 생산 표준화 시설 구축

- 미세조류의 연중 대량 생산성 실증,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 전임상 및 기작 검증 (세포체계 1차 시험: CPE저해법)

- 항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약효평가

- 항Influenza virus 약효평가 

- 항Coronavirus 약효평가

성과측정 지표 선정 근거

◦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 표준화 실증
 - 식약처 기준에 따른 원료 공급시스템 설계 및 

생산 표준화 시설 구축  

- 식약처 기능성원료 제조에 관한 규정
- 연중 대량 생산성 실증, 안정성/경제성 확보

◦ 원료 추출 및 생산 - 최적화 추출방법 선정 및 표준화

◦ 전임상 및 기작 검증
 - 안정성, 무독성 및 효능 검정 등

- 식약처 인정을 위한 요소별 실험결과 도출

◦ 인체적용시험
  - 개별인정 원료 별 임상시험 추진

- 식약처 인정을 위한 임상시험 도출/제출

◦ 대량생산공정 및 산업화
 - 단위별/목적별 비즈니스계획 수립

- 기업의 원료소재별 비즈니스계획 수립

<표 3-2> 성과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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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Herpes simplex virus 약효평가

- 항Enterovirus 약효평가

- 항Rhinovirus 약효평가

○ 전임상 및 기작 검증 (함염증 효능 규명)

- Cytokine storm억제 평가

- 유용 성분들의 대식세포와 NK cell에서의 활성화 및 염증 완화 측정(유전체 및 

단백체 분석)

○ 면역증진 효능 규명

- 비장세포 Primary culture

- Cytokine 발현능(IFN-r, TNF-b, 림프구 및 면역글로블린)

○ 전임상 시험을 통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설치류, 어류)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제작

- 시험용제품(위약 포함) 제작 IRB승인

- 인체적용시험 수행임상 및 기작 검증 (면 (연구대상자 등록)

- 인체적용시험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개시모임

-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선별검사

- 인체적용 시험 수행

○ 개별인증 임상 시험 및 식약처 대응 

- 개별 인증 실험을 위한 인체 시험 평가 CRO 구성 및 자료 제출: 인체 시험용 

시료 최종결정

○ 기업참여 대량 생산 공정 표준화

- 목적 시료군들 대량 생산 시 표준물질 농도 설정 및 기준 유지가 가능한 공정 

요인 및 표준화된 분석 방법 결정

- 공정 요인들의 scale-up을 위한 공정 최적화

3. 해양수산 지역산업 구조의 다원화 및 혁신 산업화 대책

□ 어촌어업 산업구조를 친환경･예방양식으로 혁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했음

- 수산혁신 2030 계획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이라는 비전 

실현을 통해 연근해어업 등 수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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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혁신 계획 중 양식업은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규모화된 스마트 양식으

로 전환하고 기업화, 친환경화,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업으로 혁신하

는 목적임

○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

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

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하여 양식어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소득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

○ 따라서 이러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어류 양식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단순

화되고 고갈 가능성이 있는 어촌어업 산업구조를 중장기적 차원으로 다원화시키

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혁신시킬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해양미세조류 및 천연물 이용 기술

○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는 천연자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2050

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의 1.5배인 약 90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하지만 천연자원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해양미세조류 활용의 장점은 단위면적당 고생산성, 비식량 바이오매스 자원, 탁

월한 온실가스 저감 능력, 단백질원 및 천연색소 형태의 고부가가치 원료 확보 

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원임

○ 해양미세조류는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건강보조 식품 및 화장품 산업,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음 

○ 따라서 제안하는 연구의 해양미세조류에 의한 Microalgae Ex Metabolites (DHA, 

EPA, ARA, beta-Carotene, Lutein, green protein 등)의 생산 산업 활성화로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을 단순한 지역산업이 아닌 다원화하는 혁신적 구조로 혁신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함

○ 어류양식 위주에서 해양미세조류 양식으로 다원화 하여 양식체계의 구조 업그레

이드와 함께 해양미세조류로부터 고부가가치 원료를 생산하여 기존 양식어업 부

분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의 고소득 유도 가능함

○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인 어류에서도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 조절

을 통한 면역 활성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해양미세조류의 어류의 면역체계 활성

화 증진을 위한 사료용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가 용이하여 단

계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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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세조류를 활용한 SPF (specific pathogen free) 종묘 생산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질병 원인균에 대응하여 사망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에 의한 폐사 억제 및 

성어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 규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해양수산부의 정책계획을 대비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

나 시대를 대비하여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바이러스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제 보

조제 개발이 필요함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편익 추정

□ 편익 추정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KISTEP이 발간하는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이 경제성 분석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생산자 잉

여의 창출분이나 증가분의 개념으로 편익을 추정해야 함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

(wellbeing)의 정도 즉, 선호(preferences)와 선택(choices)에 기초

○ 시장수요접근법은 시장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표적으로 활용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결과물과 관련이 있는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한 시중 수요의 추정이 필수적이며, 시장수요접근법(market demand 

approach)이라는 방법론으로 생산자 중심의 편익 계산 가능하며, 국가 공공

□ 편익의 정의

○ 본 사업의 편익은 해양미세조류 오메가-3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 및 치료보조제 등의 건강보조 식품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정

의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을 통해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Poly 

Unsaturated Fatty Acids, PUFAs)을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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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관한 기술로서, 구체적으로 해양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DHA, EPA 및 ARA)를 분리 정제하여 항염증, 면역 활성증진 

및 항바이러스 활성에 효과적인 배합 조건을 개발하여 기능성 식품, 예방 및 치

료에 적용, 및 그 효과를 시너지 할 수 있도록 대량화 모델을 수립하는 것

-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단기･중기적으로 실

용화가 가능한 해양미세조류 유용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고 대외적 환경 변화(기

후변화,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및 자원고갈 등)에도 안정적인 다기능소재 생산

을 도모

- EPA, DHA 및 ARA 등의 기능성 물질 기반 생산으로 인한 보조 건강기능식품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본 사업으로 인한 해양미세조류 오메가-3 오일 활용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다음

과 같은 산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

 해양미세조류 오메가-3 오일 활용 부가가치 창출 편익 

   = 미래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 시장 규모(건강보조제와 의약품 시장)
      × 사업기여율 × R&D 기여율 × R&D 사업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 목표점유율 

<표 3-3> 편익 추정

○ (미래 해양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 시장 규모) Mordor Intelligence社의 해양

미세조류 오메가-3 사용 분야에 따른 연도별 시장규모 및 지배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12억 3,236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식음료 시장: 2019년 1억 3,769만달러 → 2025년 3억 1,887만달러 (CAGR 15.15%)

- 건강보조제 시장: 2019년 3억 713만달러 → 2025년 5억 3,208만달러 (CAGR 9.72%)

- 의약품 시장: 2019년 1억 6,204만달러 → 2025년 3억 3,249만달러 (CAGR 12.86%)

- 동물영양성분 시장: 2019년 2,527만달러 → 2025년 4,892만달러 (CAGR 11.22%)

- 본 사업의 목표는 해양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을 활용하여 건강보조제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미래 해양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 시장 규모

에서 건강보조제와 의약품 시장 정보만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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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 시장 규모

- 본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후술하겠지만 본 사업의 

편익 발생 시점과 기간은 사업완료 후 2년 후부터 7년 동안이므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미래 해양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 시장에서 건강보조제와 의약

품의 시장 규모만을 추정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CAGR
건강 
보조제 
시장

740,724 812,723 891,719 978,395 1,073,494 1,177,838 1,292,324 1,417,938 9.72%

의약품 
시장

489,741 552,722 623,802 704,023 794,560 896,741 1,012,062 1,142,213 12.86%

합계 1,230,466 1,365,445 1,515,522 1,682,418 1,868,055 2,074,579 2,304,386 2,560,151 -

<표 3-4> 미래 해양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건강보조제와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 (사업기여율) 본 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본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부와 민간이 수행했던 유사 사업도 일정 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순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업기여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 사업기여율은 (본 사업의 예산) / (본 사업의 예산 + 기존의 정부 유사과제 + 기

존의 민간 유사과제)로 정의됨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유사과제를 검색한 결과, 본 사업과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상의 가정을 통해 추정한 본 사업의 사업기여율은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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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기여율) R&D 기여율은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

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

내는 지표이며,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연구개발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최근 2018년에 확정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40.0%를 적용

- 참고적으로, 본 R&D기여율은 KISTEP이 주관하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치

○ (R&D 사업화 성공률) R&D 사업화 성공률은 최상선 외(2016)의 연구결과에서 제

시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수산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인 20.8%를 

준용하여 적용 최상선, 오인하, 이동명(2016),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 19, No.2, 165-171

- 사업화 성공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결과가 시장에서의 편익창

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려되는 변수

- 최상선 외(2016)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산 R&D 과제 212개를 대상으

로 성과분석을 하였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과제는 

44개로 나타남

○ (부가가치율) 편익을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시장규모에 부가가치율을 추가적으로 곱해주어야 함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에 따

라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산업연관표(2018년 연장표)를 이용하여, 해

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

식품 개발 산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계/총투입계 비율인 46.70%

를 부가가치율로 활용

○ (목표점유율) 본 사업을 통해 미래 미세조류 오메가-3 시장에서의 건강보조제와 

의약품 부문의 10%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

□ 편익 추정의 원칙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결과물 중 일부는 수입대체 비용 절감을 낼 수 있는 부

분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편익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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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추후 본 사업의 성과물로 수입대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면 편익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임

○ 편익 추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익의 개념이 『연구개발부문 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KISTEP, 2016)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며 편익항목 간 이중계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편익 추정에 있어서 

이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음

□ 기준년도

○ 각기 다른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기준이 되는 연도를 기준년도라 함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는 분석이 시행되는 시점의 전년도 기말을 기준년

도로 정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도 기말을 기준년도로 정하며, 분석에 사용되는 모

든 수치는 2019년 기준의 불변가치로 환산됨  

□ 회임기간

○ R&D 사업은 특성상 SOC 투자와는 달리 사업 종료와 동시에 편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회임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 분석에서는 박경일･김도훈(2013) (참고문헌: 박경일･김도훈, 수산업 R&D 사업

의 투자효과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4(2), 2013. pp. 101-109. )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사업 종료 후 3년차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편익발생 기간

○ 박경일･김도훈(2013)의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수산업 R&D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는데, R&D 사업에 대한 효과, 즉 편익은 

R&D투자 종료 후 3년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약 23년간 (사업 종료 

후 25년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본 논문에서는 사업종료 이후 초기 2년 동안은 편익 발생하지 않고 5~7년차에 

가장 큰 편익이 발생하고 점차 감소하여 25년 이후에는 편익 소멸

○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R&D사업이 종료된 이후 기술진부화와 타 정책수단의 지

속적 수행으로 인한 해당사업의 시간적 영향력 감소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

가 있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본 사업의 편익

기간은 기술기술수명주기(TCT)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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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분류(IPC)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 기술별 기술수명주기를 분석한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

한 지식기반 분석시스템 구축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등

록 특허 155만 여건의 인용정보를 이용해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기술수명

주기 중위수 (median)를 산정하여 제시한 바, 이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

정해야 함

- KISTEP(2011)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개발사업의 관련 학문인 생화학 및 미생물

학 등에 해당하는 기술수명주기의 중위수를 7.0년으로 분석 

- 기술수명주기는 편익발생기간과 연동되며 분 분석은 특허 기술별 연구의 중위수

값과 같게 7년의 편익발생기간을 규정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 값을 준용하여 7년

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사회적 할인율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화해야 함

○ 사회적 할인율은 기준이자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재무적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도출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2017)에서 발표한 4.5%

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연도

미래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오일(건강보조제와 
의약품) 시장 규모

사업기여율
(단위: %)

R&D 기여율
(단위: %)

R&D
사업화 
성공률

(단위: %)

부가가치율
(단위: %)

목표점유율
(단위: %)

미세조류 
오메가-3 
오일 활용 
부가가치 
창출 편익

2028 1,230,466 100.0 40.0 20.8 46.7 10.0 5,305.4  

2029 1,365,445 100.0 40.0  20.8  46.7 10.0 5,888.5 

2030 1,515,522 100.0 40.0  20.8  46.7   10.0 6,536.9 

2031 1,682,418 100.0 40.0  20.8  46.7 10.0 7,258.2 

2032 1,868,055 100.0 40.0  20.8  46.7 10.0 8,060.7 

2033 2,074,579 100.0 40.0  20.8  46.7 10.0 8,953.6 

2034 2,304,386 100.0 40.0  20.8  46.7 10.0 9,947.3 

합계 51,950.5

<표 3-5> 미세조류 오메가-3 오일 활용 부가가치 창출 편익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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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추정 결과

○ 투자 종료 후 회임기간 2년을 거친 후인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총 51,950.5 

백만원의 미세조류 오메가-3 오일 활용 부가가치 창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with/without 관점에서 본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부가가치율, R&D 사업화 성공률 등을 곱해주

어 편익으로 산정

○ 2025년 투자 종료 후 2년간의 회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매년 편익이 발생하

며, 7년간 총 51,950.5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방법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는 편익/비용(B/C) 비율,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함 

○ 사업의 비용, 편익은 장시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

하여 이를 특정기간(일반적으로 현재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현재가치화’라고 함

○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는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B/C 비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를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각 평가지표의 장ㆍ단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다음 표와 같음

분석기법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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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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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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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비용 비율이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

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편익․비용비율   
  







  






여기서   : 시점 t 에서의 편익
  : 시점 t 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

이 같아지는 할인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

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부수익률  
  






 
  






여기서   : 시점 t 에서의 편익
  : 시점 t 에서의 비용
IRR : 내부수익률
 : 내구연도(분석년도)

○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

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   
  






 
  






여기서   : 시점 t 에서의 편익
  : 시점 t 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 각 방안별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면 우선, B/C ratio와 IRR을 사용함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다소 있음

- 구체적으로 B/C ratio는 재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재투자 비용

을 비용측으로 산정할 것인지 혹은 음의 수익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



제3장 사업 기본 방향 및 전략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9

- IRR은 사업규모가 다른 경우 IRR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으

며 사업간 상호 독립적이란 가정 하에 도출하는데, 만약 사업간 상호배타적인 

경우, 즉 경쟁적 관계의 사업에서 다수의 IRR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IRR 및 B/C ratio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NPV가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지

만, NPV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는 경우 한계가 있음

-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사업이 

통상 유리하게 평가되는데, 예산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대규모 사업과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 NPV는 올바른 평가를 수행할 수 없음

○ 결국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유무판단기준으로서 어느 한 기준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순현재가치, 내부수

익률 및 편익/비용 비율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다. 분석 시 전제사항

□ 경제성 분석 방법

○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쓰여진 비용을 계상

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함

- 본 연구에서도 먼저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본 사업의 투자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편익은 2028년부터 2034년까

지 발생하여, 2021년부터 2034년까지가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임

○ 현재가격은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용하고 본 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사업 종료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 사회적 할인율

○ 비용과 편익의 미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

용, 즉 투자사업에 사용된 자본이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

는 수익을 추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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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투자사업이 정부에 의

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

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

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

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5~6%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7)에 의거하

여 4.5%를 적용

□ 비용 추정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안)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은 총 5년간 30,000백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34년 2035년

기술
1단계

해양미세조류 배양 및 추출 기술 최적화 6,000

metabolites(대사산물) 생산기술 최적화 6,000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소재에 대한 항바
이러스 관련 전임상 효능, 유전체 및 
단백체 평가 및 안전성 자료 확보

6,000

기술
2단계

DHA/EPA/ARA Optimal Ratio Algae Ex 
Metabolite의 인체적용시험 실시

6,0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허가 6,000

<표 3-7>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안) 

(단위: 백만원)



제3장 사업 기본 방향 및 전략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1

□ 경제성 분석 결과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23,616백만원, 총편

익의 현재가치는 28,003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현재가치는 4,387백만원으로 경제

성 분석을 통과함 

○ 편익/비용 비율은 1.19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6.6%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과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은 다음

의 표와 같음

구분
현재가치 합계 (단위: 백만원) 순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편익 비용

값 30,193 25,206 4,987 1.20 6.8%

연도

비용 편익 순편익

당해 연도 
가치

현재가치
당해 연도 

가치
현재가치

당해 연도 
가치

현재가치

2021 6,000 5,494 　 　 -6,000 -5,494 

2022 6,000 5,258 　 　 -6,000 -5,258 

2023 6,000 5,031 　 　 -6,000 -5,031 

2024 6,000 4,815 　 　 -6,000 -4,815 

2025 6,000 4,607 　 　 -6,000 -4,607 

2026

2027 　 　

2028 5,305.4  3,570 5,305 3,570 

2029 5,888.5 3,792 5,888 3,792 

2030 6,536.9 4,028 6,537 4,028 

2031 7,258.2 4,280 7,258 4,280 

2032 8,060.7 4,548 8,061 4,548 

2033 8,953.6 4,835 8,954 4,835 

2034 9,947.3 5,140 9,947 5,140 

합계 30,000 25,206 51,950.5 30,193 21,950 4,987 

<표 3-8>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과 비용 및 편익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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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

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33

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381부문(기본부문)을 통합하고, 여기에 해양미

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총 34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은 제34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

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코드번호 통합대분류 (33부문) 코드번호 기본부문 (384부문)

A 농림수산품

0401 수산어획

0402 수산양식

0500 농립어업 서비스

C01 음식료품 0873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C05 화학제품 2000 의약품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01 연구개발(국공립)

7002 연구개발(비영리)

7003 연구개발(산업)

7292 과학기술서비스

<표 3-9> 산업연관표 381부문 상에서의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정의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투자 1원당 타 산업에서 0.7562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국민경제 전체에서는 1.7562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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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투자 1원당 타 산업에서 0.3090원, 자기산업에서 0.467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경제 전체로는 0.7760원의 부가

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투자 10억원당 타 산업에서 4.5328명, 자기산업에서 6.6753명

의 취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경제 전체로는 11.2081명의 취업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

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30,000백만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2,686.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279.5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36.2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원당 1.0000원 1원당 0.7562원 1원당 1.7562원

30,000백만원 22,686.0백만원 52,686.0백만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4670원 1원당 0.3090원 1원당 0.7760원

14,010.8백만원 9,268.7백만원 23,279.5백만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6.6753명 10억원당 4.5328명 10억원당 11.2081명

200.3명 136.0명 336.2명

[그림 3-2] 해당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화



• •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획연구보고서

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코드 
번호

부문명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순위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원)

순위
취업유발효과

(단위: 
10억원/명)

순위

A 농림수산품 0.0243 15 0.0134 9 0.4729 2
B 광산품 0.0009 33 0.0004 32 0.0034 31

C01 음식료품 0.0277 14 0.0070 16 0.0681 1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0.0166 17 0.0033 21 0.0615 14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0.0335 8 0.0108 13 0.1233 9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0401 5 0.0101 14 0.0030 32
C05 화학제품 0.0698 2 0.0178 6 0.1096 12
C06 비금속광물제품 0.0088 23 0.0027 23 0.0222 26
C07 1차 금속제품 0.0110 20 0.0021 27 0.0099 30
C08 금속가공제품 0.0114 19 0.0041 19 0.0394 18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303 13 0.0129 11 0.0364 21

C10 전기장비 0.0138 18 0.0039 20 0.0324 22
C11 기계 및 장비 0.0075 25 0.0022 25 0.0211 28
C12 운송장비 0.0105 22 0.0022 24 0.0212 27
C13 기타 제조업 제품 0.0038 30 0.0011 30 0.0229 25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306 11 0.0147 8 0.2218 7

D 전력, 가스 및 증기 0.0383 6 0.0099 15 0.0251 24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078 24 0.0042 18 0.0464 16

F 건설 0.0046 28 0.0020 28 0.0306 23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752 1 0.0405 1 0.9209 1

H 운송서비스 0.0489 4 0.0175 7 0.4568 3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34 10 0.0113 12 0.3955 5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334 9 0.0184 4 0.1499 8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05 12 0.0181 5 0.1156 11
L 부동산서비스 0.0178 16 0.0131 10 0.0433 1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587 3 0.0287 2 0.3862 6

N 사업지원서비스 0.0349 7 0.0240 3 0.4312 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66 26 0.0050 17 0.0526 15

P 교육서비스 0.0009 32 0.0007 31 0.0114 29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0034 31 0.0018 29 0.0384 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041 29 0.0022 26 0.0369 20

S 기타 서비스 0.0062 27 0.0028 22 0.1230 10
T 기타 0.0109 21 0.0000 33 0.0000 33

타 산업 유발효과 0.7562 0.3090 4.5328
자기산업 유발효과 1.0000 0.4670 6.6753

총 유발효과 1.7562 0.7760 11.2081

<표 3-10>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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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도출 및 총괄기술 로드맵제4장

1. 수요조사

가. 최종 연구목표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유행 및 예상치 못한 발병 등을 대비한 예방의학적･치료

보조제용 해양미세조류 항염증 소재(MEM)* 개발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세계선도 

제품 개발

   * Microalgae Ex Metabolites (MEM) : 해양미세조류가 생산하는 대사물질. 백신과 치료제 

사용에도 종식되지 않고 인류와 공생하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 인류의 자연면역력 향상과 치료보조를 위한 소재

나. 최종 성과목표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바이러스 및 면역증강 물질을 활용한 COVID-19 예방용 건강

기능식품 및 치료보조제 기술 개발

○ COVID-19 예방 기능식품 및 치료보조제용 세계 1호 제품 개발

○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원료 표준화 실증 

○ 해양미세조류 유래 COVID-19 예방 소재의 물리화학적 적합성, 설치류 및 어류 

전임상 효능･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후 건강기능식품 허가

□ 기술 단계별 연차별 추진 내용

○ 1단계: 미세조류 배양시설 구축 및 어유 유래 VS 미세조류 유래 PUFA 비교

○ 2단계: MEM 생산 미세조류 배양/추출 최적화 및 MEM 성분 비율에 따른 항염

증, 면역증진 및 항바이러스 효능 탐색

○ 3단계: MEM 조성 최적화 및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1상

○ 4단계: MEM 생산 양산용 추출 공정 최적화 및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2상

○ 5단계: 인체적용시험 안전성 평가 3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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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연구내용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비고

○ 원료공급 체계 
○ 미세조류의 연중 대량 생산성 실증,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 미새조류 배양 시설 구축

∘TRL 5~7단계 
달성 

○ 원료 생산 및 추출

○ 어유 유래, 미세조류 유래 PUFA 비교

○ MEM (DHA/EPA/ARA 등)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 및 추출

  - DHA: Schizochytrium sp 탱크 음 배양 후 추출

  - EPA: Nannochloropsis oculata 양 배양후 추출

  - ARA: Mortierella alpina 곰팡이 배양후 추출

  - 기타 MEM 추출

∘TRL 4~5 
단계 달성

○ 추출 공정 최적화 

및 표준화 

○ 미세조류로부터 추출된 소재의 최적화 

  - 배양 / 추출 / 성분비율 정량화 

○ 표준물질 농도 설정 및 표준화된 분석 방법 결정

  - 공정 요인들의 scale-up 을 위한 공정 최적화

  - 원료 생산 표준화

○ 양산형 추출공정 / 분석 장비 시설 구출

  - 추출 정제 방법 최적화

∘TRL 4~5
단계 달성

○ 전임상 효능 및 

안전성 평가

○ 항바이러스 효능 규명 (세포체계 1차 시험: CPE저해법)
  - 항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약효평가

  - 항Influenza virus 약효평가

  - 항Coronavirus 약효평가

  - 항Herpes simplex virus 약효평가

  - 항Enterovirus 약효평가

  - 항Rhinovirus 약효평가

○ 항염증 효능 규명

  - Cytokine storm 억제 평가

  - 유용 성분들의 대식세포와 NK cell에서의 활성화 및 염증 

완화 측정(유전체 및 단백체 분석)
○ 면역증진 효능 규명

  - 비장세포 Primary culture
  - Cytokine 발현능(IFN-r, TNF-b, 림프구 및 면역글로블린)
○ 전임상 시험을 통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설치류, 어류)

∘TRL 5~6
단계 달성

○ 임상시험 평가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제작

  - 시험용제품(위약 포함) 제작 IRB승인

○ 인체적용시험 수행(연구대상자 등록)
  - 관련 병원과 협력 체계 구축 및 분석

○ 인체적용시험 수행 1상
○ 인체적용시험 수행 2상
○ 인체적용시험 수행 3상

∘TRL 7~8
  단계 달성

○ 비지니스 모델 

확립

○ 소재 생산단가 및 경제성 분석

○ 수요기업 및 전문기관 기술가치 평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TRL 
9단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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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단계별 주요연구 내용 근거

[그림 4-1] 연구단계 별 주요 연구 내용

○ 대사물질이 우수한 해양미세조류 선별, 추출 및 검증을 위한 연구기간 조정이 필

요한 바 3단계로 나눠 적용하였고, 추후 정책 지원 시 NonGMO로 분류된 유전자

가위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수율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필요.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 

생산은 5년이면 검증 가능하지만 산업화를 위한 종균 개발은 10년 정도의 장기

적인 연구 기간 필요

2. 핵심과제 도출

□ 분석적 계층화법 (AHP, Analyr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피츠버그 대학의 사티(Thomas 

L. Satty)교수에 의하여 최초로 고안된 의사결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로서 중요도

를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들의 정성적 특성을 정량화하는 기법

○ 계층구조로 제시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계층의 항목을 일대일 비교하여 각 항

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임

○ AHP 설계

- 변수의 정의: 비교항목의 중요도를 수치화하는 변수를 정의하며, 기준 항목으로 

설정

- 중요도 계산: 홀수 1, 3, 5, 7, 9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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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의 유용성

- 정성적 혹은 유형적(Qualitative or intangible criteria) 요소와 정량적 혹은 유형적

(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 요소를 비율 척도로 측정

- 큰 문제를 점차로 작은 요소로 분해함으로써 단순한 이원비교에 의한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가능토록 함

○ AHP의 원칙

- 이원비교(Reciprocal comparison): 의사결정자의 두 대상이 되는 이원비교가 반드

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도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 독립성(Independence):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

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함

- 기대성(Expectation):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전하게 포함

하는 것으로 가정

○ AHP 평가 결과

- 현안 과제인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내용의 AHP 중요도 평가를 진행함

- 연구과제의 중요성 평가 척도를 다음과 같이 8개 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음 (미

래소요 충족성,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 파급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 혁신성, 

소요예산 적정성,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가치)

- 각각의 평가 척도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하기와 같이 기하평균 (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여기서 : 결과 값
 : 속성개수

점수 1 3 5 7 9

중요도 동등 약하게 중요 중요 강하게 중요 절대적 중요

<표 4-1> AHP 평가 척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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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평가 척도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상기와 같이 나타났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술개발 시급성과 기술 파급성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가 설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AHP 결과의 일관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 검토 및 결론

- 일관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은 비교 수행자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결

과를 적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구분
미래소요 
충족성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 
파급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 
혁신성

소요예산 
적정성

수입대체 
효과

시장가치 기하평균 중요도

미래소요 
충족성

1    1/7 1/5 5    3    3    1    1    0.73 0.09  

기술개발 
시급성

7    1    7    5    7    7    3    7    3.07  0.38 

기술 
파급성

5    1/7 1    7    7    7    7    5    2.13  0.27 

기술개발 
가능성

1/5 1/5 1/7 1    1    1    1/3 1    0.32  0.04 

기술 
혁신성

1/3 1/7 1/7 1    1    1    1/3 1/3 0.27  0.03 

소요예산 
적정성

1/3 1/7 1/7 1    1    1    1    1    0.35  0.04 

수입대체 
효과

1    1/3 1/7 3    3    1    1    1    0.64  0.08 

시장가치 1    1/7 1/5 1    3    1    1    1    0.48  0.06 

합계 15.87 2.25 8.97 24.00 26.00 22.00 14.67 17.33 8.00  1.00 

<표 4-2> AHP 평가 결과

평가항목
미래소요 
충족성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 
파급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 
혁신성

소요예산 
적정성

수입대체 
효과

시장가치

가중치 0.09 0.38 0.27 0.04 0.03 0.04 0.08 0.06

<표 4-3> 평가항목에 따른 가중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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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없는 경우 : 어떤 사람이 A는 B보다 중요하고, B는 C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A는 C보다 덜 중요하다고 평가

- 일관성 높은 경우 : A가 B보다 2배 좋고, B가 C보다 3배 좋다면, A는 C보다 6

배 좋다고 응답한 경우

- CR이 0.1이하이면 일관성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는 의미

- 일관성 비율 (CR) 측정 결과 0.0963으로 0.1 보다 낮은 결과를 확인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 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AHP 분석 결과에 따라 얻어진 중요도 대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 점수로 

환산 후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점수를 계산한 결과 71.42점으로 우선과제 타

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여기서 :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 무작위 지수 (Random Index)
: 고유값 (Eigenvalue)

 : 속성개수

□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핵심과제 도출

○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

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경영과학기법 (수명

주기론), 포트폴리오 및 분석적 계층화법 (AHP, Analyric Hierarchy Process)｣을 바

탕으로 기술을 분석하였음

- 논문, 특허 및 시장 동향 조사를 통해 본 기술은 발전기(성장기)에 속한 기술인 

것을 확인하였음

- AHP 분석 결과, 기술개발 시급성 및 기술 파급성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보이

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따라서,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획과제인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

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최우선 순위로 개발해야

할 과제 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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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기술 로드맵

가. 기술성숙도(TRL) 목표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

강기능식품 개발의 기술성숙도(TRL) 목표

○ 단계별 추진 내용에 따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1-9단계의 TRL에 따른 분류 결

과,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TRL 9단계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그림 4-2] 1-9단계의 TRL에 따른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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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별 성과물 기반 TRM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

강기능식품 개발의 과제별 성과물 기반 TRM

○ 단계별 추진 연차에 따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별 최종 성과물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음

[그림 4-3] 과제별 성과물 기반 TRM

다. 연구장비/시설(Infra) 구입 계획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 보조제 건

강기능식품 개발의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입 계획

○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장비 및 시설 infra가 구축 

되어야함

- 미세조류로부터 대량의 다중불포화지방산을 추출하기 위해 미세조류 대량 배양 

시설이 구축되어야함

- 생산된 미세조류로부터 다중불포화지방산을 대량 추출 할 수 있는 추출, 정제 

및 분석 장비가 필요함



제4장 핵심기술 도출 및 총괄기술 로드맵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5

4.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중복성 검토 확인

○ 본 기획과제인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를 실시

하였음 

- 유사 연구 과제 관련 검색은 NTIS 지침에 따라 ‘유사과제’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기준유사도 60, 기준년도 2002-2020년를 기준으로 하기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실시함

구분 내용

연구과제명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
능식품 개발

연구책임자명 강도형

연구목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유행 및 예상치 못한 발병 등을 대비한 예방의학적ㆍ치료보
조제용 해양미세조류 항염증 소재 개발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세계선도 제품 개발

기술단계별 
연구내용

1단계: DHA, EPA 및 ARA 생산을 위한 해양미세조류 배양 및 추출 기술 최적화(배
양방법, 추출방법, 성분비율 등)

2단계: DHA, EPA, ARA의 metabolites(대사산물) 생산 기술 최적화
3단계: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소재(DHA/EPA/ARA Ratio Algae Ex Metabolite)에 대한 

항바이러스 관련 전임상 효능, 유전체 및 단백체 평가 및 안전성 자료 확보
4단계: DHA/EPA/ARA Optimal Ratio Algae Ex Metabolite의 인체적용시험 실시
5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허가

<표 4-5> 중복성 검토를 위한 검색 정보

내 역 구입기관 구입시기 (차수) 단가 (천원) 단위 금액 (천원)

미세조류의 연중 배양 
시설 구축

협동기관
2022.01.-12 
(1차년도) 3,300,000 100 m3 3,300,000

미세조류로부터 양산용 
추출/분석 장비 구축

주관기관
2022.01.-12 
(1차년도)

1,000,000 - 1,000,000

합 계 4,300,000

<표 4-4> 연구장비 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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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를 하기와 같이 나타내었음

- 유사 연구 과제 관련 검색결과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분 내용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되, 33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381부문(기본부문)을 통합하고, 
여기에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
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제34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30,000
백만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2,686.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279.5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술적 파급효과) 동 기술은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로써 항염증 효과 및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다중불포화지방산(EPA, DHA 및 ARA)과 그 유도체(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들의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천연물보조치료제 개발에 관한 것
으로, 기술적 효과를 인정받고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국가 기반 산업의 창출 및 
산업구조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환경적 파급효과) 해양미세조류 유래 활용 기술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면
서 어류 유지를 대체하는 점에서 기존 유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한 소멸 
예방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술이라고 하겠음

(사회경제적&산업적 측면)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의 수요와 공급 
관련 별도의 국제기구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특히, 미세조
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연구의 발전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뛰어난 전망이 있으
며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개발이 초
기단계이기 때문에, 본 대상기술은 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부합되는 기술로 
판단되며 아직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
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정책적 파급효과) 대상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고
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면역 및 항염증제의 활용빈도
는 더욱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또한, COVID-19 대유행에 의한 펜데믹 사태
로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현재 항바이러스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화를 위
한 공통기반 이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상 기술은 정부의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의 장애요인 및 제역요인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기술수명주기에 있어서 발전기에 해당이 되는바, 신규산업의 진입이 
용이한 상황으로 사료됨

한글키워드 미세조류, 지방산, 항바이러스, 면역, 항염증

영문키워드 Microalgae, fatty acids, Antivirus, Immunity, Anti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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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사업/과제의 연계협력 방안

□ 연계 협력 필요성

○ 현재 COVID-19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

한 사업/과제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연계 협력 방안이 필요함

○ 그러나, 본 기획과제인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결

과 유사 과제가 검색되지 않아 기존 사업/과제의 연계 협력에 다른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관의 사업 중 직간접으로 COVID-19에 대항하기 위해 지

원되는 경우 (예를들어 보건산업진흥원의 ｢코로나19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 및 

방역기기 실증지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등)가 있음

○ 그러나 각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공유가 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

로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

성화에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 기획과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사업/과제간 연

구 결과물의 연계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어 지원하고자함

□ 실천 가능한 연계 방안

○ COVID-19 관련 사업/과제 대응 및 유관기관

- COVID-19 관련 국내 대응방안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가속화된 관심에도 불구하

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R&D 투자 여건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

며, 국민들 사이의 R&D 인식 수준 역시 저조한 편임

- 이러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R&D를 구성하는 전반적 생태계의 건전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 주체의 형성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

황임

- 현재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COVID-19관련 R&D 연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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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공고기관 공고명 기준년도

보건복지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개발 신규지
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이용한 광범위 코로나 바
이러스 치료용 항체후보 발굴 및 세포주 제작 진
입 방안 확보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및 유행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 치
료 요법 연구

2020

질병관리본부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바
이러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및 임상평가_재공고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비)임상용 치료항체 물질 대량 생산 및 
시제품 제작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및 임상평가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대상 하이드록시클로로퀸/칼레트라 
임상시험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동물 모델 개발과 치료제 효능 평가법 
구축 및 비임상시험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대상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이용한 선제적 예방용 임상시험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임상 적용을 위한 항바이러
스 효능 분석

202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2020

질병관리본부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2020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전달체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2020

질병관리본부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
임상 후보물질 발굴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규지원 대
상과제 통합공고

202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광범위 치료항체 후보물질 효능 평가 및 
비임상 시료 생산

2021

국립보건연구원
식물기반 코로나19 면역항원 생산공정 최적화 및 
비임상 시료 제작

2021

기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020

<표 4-6> 정부 기관별 COVID-19관련 R&D 사업 일람

○ NTIS에서 ｢코로나｣로 키워드 검색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진행중인 사업/과제

가 총 167개 검색이 되며, 그 중 치료제, 백신과 같은 식품, 보건 및 의료 사업부

분에서 유사성이 있는 과제는 19건으로 검색이되었음

○ 대부분의 관련 R&D 사업/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

지부에서 독립한 질병관리청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 사업 검색 결과, 대부분 정책이나 진단 쪽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치료제나 치료 보조제 관련 연구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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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번 공고된 사업에 지원자가 부족하여 재공고되는 등 COVID-19 관련 사

업이 미약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사업/과제 연계성

-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하는 본 과제에서 얻어지는 연구 결과 및 성과물을 바탕으

로 보건복지부타 질병관리청에서 개발중인 백신 또는 임상 실험에 사용될 치료

제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COVID-19에 대응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만 있으므로, 타 기관인 해수부에서 연계하여 대응할 경우 COVID-19이외에 다

른 바이러스성 감염 사태에 지속가능한 연구 추진역량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본 기획과제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이 주력으

로 개발하고자 하는 혈장 치료제 또는 바이러스전달체 기반 백신과 중복되지 않

기 때문에 각각의 바이러스 대응 분야에 따른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좋은 선

행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기획과제를 통해 COVID-19 대응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연계를 통하

여 중요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4] 기존 사업/과제의 연계협력 방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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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

관표를 이용하되, 33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381부문(기본부문)을 통합

하고, 여기에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제34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30,000백만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2,686.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

과는 총 23,279.5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술적 파급효과) 동 기술은 바이러스 치료 보조제로써 항염증 효과 및 면역 효

과를 나타내는 다중불포화지방산(EPA, DHA 및 ARA)과 그 유도체(Protectin, Maresin, 

Resolvin 및 Lipoxin)들의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천연물보조치료제 개발에 관한 것

으로, 기술적 효과를 인정받고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국가 기반 산업의 창출 및 

산업구조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적 파급효과) 해양미세조류 유래 활용 기술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

하면서 어류 유지를 대체하는 점에서 기존 유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한 

소멸 예방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환경적으로 가장 바

람직한 기술이라고 하겠음

○ (사회경제적&산업적 측면)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의 수요와 

공급 관련 별도의 국제기구는 없으며 개별 회사별로 생산유통 되고 있음. 특히,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연구의 발전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뛰어난 전망

이 있으며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개

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본 대상기술은 최근의 기술 및 산업동향과 부합되는 

기술로 판단되며 아직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 (정책적 파급효과) 대상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보

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면역 및 항염증제의 활

용빈도는 더욱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또한, COVID-19 대유행에 의한 펜데

믹 사태로 항바이러스 관련 소재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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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항바이러스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

화를 위한 공통기반 이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상 기술은 정부

의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의 장애요인 및 제역요인은 그다지 큰 편

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기술수명주기에 있어서 발전기에 해당이 되는바, 신규

산업의 진입이 용이한 상황으로 사료됨

나.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불법･부당한 사용과 유출을 방지함

○ 연구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 홈페이지 개설 및 기능성 식품관련 신문, 블로그 등 언론매체 이용

○ 다양한 경로의 판매전략 수립 (세부적인 시장진입 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출 :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 

- 내수 : OFF-LINE 및 ON-LINE 병행판매

○ 제품개발 및 신뢰성(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개빌 절차 기 간 내 용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2022.01-2026.12 개발된 소재의 대량화를 통한 원료 확보

제품 판매 전략 2026.01-2026.12 제품 디자인, 제조 출하시기, 판매 경로 
등을 확정

시제품 제조 개발 2026.01-2026.12 자체 시제품 소량을 제조하여 안정성, 
사용감 등을 품질관리 후, 제조 개발 

시제품 출하 2027.01-2028.12
개발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시장 출하

<표 4-8> 실용화 및 사업화 계획

내용

1.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 오메가-3 제품과 유사한 형태, 맛 및 향 등이 
유사한 목록을 접목하여 마케팅에 적용

   ⇒ 소비자의 친숙함 확보
2. COVID-19 관련 치료 보조제 등의 사회적 이슈 ⇒ 기술력 강조 ⇒ 신뢰성 확보 ⇒ 타사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기능성으로 승부
3. 해외 시장 우선 출시 ⇒ 해외시장 출시 story를 국내 마케팅에 이용

<표 4-7> MARKETING POINT and STORY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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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시험 항목 및 평가 방법

항바이러스 효과 시험 시험기관 공인 성적서

항염증 효과 시험 시험기관 공인 성적서

안전성 평가 시험 시험기관 공인 성적서

제품 안전성 시험 자체 제품 안전성 시험 프로토콜에 따름

<표 4-9> 안전성(SAFETY) 평가

○ 기존에 존재하는 어류 유래 원료에서 벗어난 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효능

을 가진 원료가 발견되면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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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제5장

1. 과제제안요구서(RFP)

가. 개요

사업구분

원천기술명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개발기간 2022. 1. 1 ~ 2026. 12. 31 (5년)

총 사업비 
(천원) 30,000,000

핵심연구자
성  명 강도형 부 서 명 제주특성연구센터

이메일 dohkang@kiost.ac.kr 구내전화 064-798-6100

나. 제안기술 내용

기술의 개념

○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Poly Unsaturated Fatty Acids, PUFAs)
을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 본 기술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관한 기술로서, 구체적으로 
해양 미세조류 유래 다중불포화지방산 (DHA, EPA 및 ARA)를 분리 
정제하여 항염증, 면역 활성증진 및 항바이러스 활성에 효과적인 배
합 조건을 개발하여 기능성 식품, 예방 및 치료에 적용, 및 그 효과를 
시너지 할 수 있도록 대량화 모델을 수립하는 것임

○ 미세조류 유래 오일 산업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 예상
  - DHA, EPA의 수요는 매년 11.9% (CAGR에 의한 산출)씩 증가하여 몇 

년 내 어유 유래 오메가-3의 공급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어유 2018년 2.6 Billion USD → 2026년 5.7 Billion USD (CAGR 10.1%)
  -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의 연평균성장율 (CAGR)은 2020-2027

년 사이는 11.9%씩 성장하여 2027년 1232.36백만 US$/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세조류 유래 오일의 특성
  - 미세조류 각 종별로 EPA, DHA, ARA을 단일 성분만을 생산 할 수 있

어 분리하는 데 고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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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 DHA 및 ARA가 단리 형태로 추출 가능함으로 건강한 사람 태
반 혈액속에 포함 되어 있는 DHA/EPA Ratio 2의 구성 성분을 조절하
거나 단일 성분의 효능, 효과만을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어느 쪽
의 효능 및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
당히 유리하고 어유에서 분리한 것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음

기술개발 시
예상성과 및
파급효과

(구체적으로 명기)

○ 기술적 성과 및 파급효과
  - 해양수산 지역 산업구조의 다원화 및 혁신 산업화 
  - 해양수산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단기·중기적으로 실용화가 가능

한 해양미세조류 유용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고 대외적 환경 변화(기
후변화,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및 자원고갈 등)에도 안정적인 다기능
소재 생산

  - COVID-19 및 유사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한 기능식품 세계 최초 개발
  - 대한민국이 K-방역 성공 모델에 이어 바이러스 예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종주국이 되어 국내외 시장 개척
○ 사회적 파급효과
  - 예방의학 차원에서 면역증강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로 사회 

전반적인 건강지수 향상에 따른 국민 삶에 기여
  - 저개발국의 아동 지능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수출 외교 기대
  - EPA, DHA 및 ARA 등의 기능성 물질 기반 생산으로 인한 보조 건강

기능식품 활용으로 폭발적 수요 창출 기대
  - EPA, DHA 및 ARA등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으로의 추가 시장 진입
○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한 2018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33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381부문(기본부문)을 
통합하고, 여기에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총 34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은 제34부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부문
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30,000백만원의 투자로 인
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52,686.0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279.5
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3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

료보조제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
는 23,616백만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28,003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순
현재가치는 4,387백만원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과함 

  - 편익/비용 비율은 1.19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6.6%
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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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요구사항

○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해양미세조류 원료생산/표준화 및 해당 제품의 산업화가 가

능한 기업 참여 필수

○ 항바이러스 효능 및 안전성 평가 기관 참여 필수  

○ 임상 실험을 위한 CRO 및 병원 기관 참여 필수

○ 연차별 정량적 성과목표, 최종년도 연구개발 종료 후의 후속 대책 및 방안을 연

구계획서에 제시 요망

성과 지표

○ (최종 성과물 및 활용성)

- 항바이러스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소재화

- 지식재산권 10건
- 국내외 논문 15건

성과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내용

건기식 및 
기능성 식품

원료규격화 3건 이상
원료 규격서

(미생물, 중금속함량, 
지표성분/효능성분 등)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3건 이상 특허출원 및 등록증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 7건 이상 특허출원 및 등록증

SCI(SCIE 포함)급 논문 15건 이상 논문 게재 완료 여부

안전성 평가 3건 이상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확보 유무

인체적용시험 3건 이상 유의성 확보 유무

표준화 2건 이상 생산공정 및 지표성분

기술이전 1건 이상 기술이전 완료 유무

경재성분석 1건 이상 실행여부

식약처 인허가 등록 신청 1건 이상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 

신청서

국가 R&D
사업화 가능성

○ 원천기술 개발 후 관련기업과 협업 R&BD 사업화 가능

기획연구 여부  

이사부호 활용 
계획(필요시) ○ 해당 없음

기존수행과제
연계추진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 • • 해양미세조류 유래 항염증 소재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보조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획연구보고서

1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고문헌

Global algae omega-3 ingredients market (2020-2025), 2020

IFFO. Trasde report. Week 32, 2020.

외교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20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2019.

한국무혁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식음료 소비행태 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정책 분야의 현황과 대책,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 글로벌 주요 제약업체의 백신개발 동향,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과 과제,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로나19(COVID-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2020년 

1/4분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 현황과 시사점, 2020. 

한국소비자원,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및 시사점, 2020

Abu-Farha M, Thanaraj TA, Qaddoumi MG, Hashem A, Abubaker J and Al-Mulla F 

(2020) The Role of Lipid Metabolism in COVID-19 Virus Infection and as a Drug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1: 3544-54.

Bruce R. Bistria (2020) Parenteral Fish‐Oil Emulsions in Critically Ill COVID‐19 

Emulsions. Journal of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Online in press.

Chang JPC, Pariante CM and Su KP (2020) Omega-3 fatty acids in th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silience against COVID-19. Prostaglandins, Leukotrienes and Essential 

Fatty Acids. 161: 102177.



참고문헌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1

Cox RJ and Brokstad KA. (2020) Not just antibodies: B cells and T cells mediate 

immunity to COVID-19. Nature Reviews Immunology. 20:581–582.

Das UN. (2020) Bioactive Lipids in COVID-19-Further Evidence. Archives of Medical 

Research. Online in press.

Das UN. (2020) Can Bioactive Lipids Inactivate Coronavirus (COVID-19)?. Archives of 

Medical Research. 51:282-286.

Guilliams T. (2008) Differentiating the Therapeutic uses of EPA and DHA in clinical 

practice. Point Institute. 2008:1-10.

Mourelle ML, Gómez CP and Legido JL. (2017) The Potential Use of Marine Microalgae 

and Cyanobacteria in Cosmetics and Thalassotherapy. Cosmetics. 4:46-59.

Rogero MM, Leão MC, Santana TM, Pimentel MVMB, Carlini GCG, Silveira TFF, 

Gonçalves RC and Castro IA (2020)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omega-3 fatty 

acids supplementation to patients with COVID-19.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 156: 190-199.

Szabó Z, Marosvölgyi T, Szabó É, Bai P, Figler M and Verzár Z. (2020) The Potential 

Beneficial Effect of EPA and DHA Supplementation Managing Cytokine Storm in 

Coronavirus Disease. Frontiers in Physiology. 11:752-756.

Weill P, Plissonneau C, Legrand P, Rioux V and Thibault R (2020) May omega-3 fatty 

acid dietary supplementation help reduce severe complications in Covid-19 patients?. 

Biochimie. 179: 275-280.




	2020-12-해수부 기획보고서(항바이러스보조제)_KIOST 강도형-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