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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생물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크기의 생명체로서 바이러스, 세균, 균류, 조류, 원생

동물로 분류될 수 있다.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던 지구에 가장 먼저 출현하여 CO2와

태양광에서부터 산소를 만들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접 동식물로 발전되어

현재와 같은 지구를 만든 것이 바로 미생물이다. 미생물은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어 인류 음식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산업공정에 촉매로 활용되고, 이제는

인류의 병을 고치는 백신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가장 작은(微) 생물이지만 인류에게는 꼭 필요한 아름다운(美) 생물인 미생물은, 향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未)의 보물(Treasure)이라고 할 수 있다. ① Technology

(기술발전) : 미생물은 첨단기술 개발의 주역으로서, 생명공학 연구의 유전자 조작에

사용되는 효소 대부분은 미생물에서 유래하고, 미생물이 지닌 유전자는 식물에 삽입되어

새로운 품종도 개발되고 있다. ② Recycling (자원재생) : 미생물은 폐기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로서, 축산 폐기물이나 하폐수 오니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메탄

가스나 퇴비 등으로 재생시킨다. ③ Eco(환경보호) : 미생물은 오염된 환경의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환경 치료사의 역할도 수행한다. ④ Alternative(대체 에너지) : 화석연료의

대체재인 바이오 에너지는 미생물의 발효를 핵심 공정으로 하며, 바다 미생물인 미세

조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⑤ Safety(안전성) : 화학 농약의 인체

안전성 문제가 높아지면서 미생물을 활용한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이 각광받고 있다.

⑥ Utopia(사막화 방지) : 사막의 농경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생물의 활용가치가

부각되면서 미생물이 新오아시스의 건축가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⑦ Resource

(유전자원) :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개발의 근원으로서 미생물 자원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⑧ Economic(경제적 가치) : 생물체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산업소재 생산에 활용하는 ‘생물반응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이는 기존 화학공정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미생물의 미래핵심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물섬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미생물 자원

활용도 제고 : 활용성 높은 미생물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미생물 유전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DB구축이 필요하다. (2) 융․복합형 R&D강화 : 전통 미생물 산업의 외연

확장을 통한 BT, NT, IT와의 융복합 R&D 기술 개발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화 및 산업 재산권 확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3) 신 성장동력

산업 창출 : 미생물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업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4) 미생물산업 육성법 제정 및 제도

개선 : 농식품부의 미생물분야 육성법을 제정하여 미생물 자원 활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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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박테리아 푸른곰팡이

Ⅰ. 미생물 이야기

미생물이란?

□ 미생물(微生物, microorganism)이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기의

생물체를 의미

○ 일반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크기인 마이크론(micron,

㎛, 백만분의 1미터)이거나 더 작은 크기를 가진 생물체

- 사람들은 대체로 해로운 생물체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해로운

종류는 1%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

* 이로운 종류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생태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미생물 없이는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

□ 미생물은 외형과 크기에 따라 바이러스, 세균, 균류, 조류(藻類),

원생동물의 5가지 종류로 분류

○ 바이러스는 크기가 가장 작아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정도이며,

박테리아(세균)은 가장 잘 알려진 미생물로 마이크론 단위의 크기

○ 균류는 술이나 발효음식을 만드는 주역으로 단세포인 효모,

다세포인 곰팡이, 거대균류인 버섯을 포함

○ 조류는 광합성능력이 있는 식물에 가까운 종류이며, 원생동물은

운동성을 가져 동물에 가까운 아메바류 등을 총칭

* 조류는 색깔에 따라 홍조류(김 등), 갈조류(다시마 등), 녹조류(미역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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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의 조상

□ 미생물은 약 38억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이자

지구를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꾼 주역

○ 최초의 지구는 태양의 막대한 자외선, 고온, 높은 CO2농도 등으로

인하여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

- 최초의 미생물인 古세균류는 주로 자외선이 닿지 못하는 심해의

화산 주변 등 극한환경 지역에 분포

○ 고세균에서 진화한 남조류(藍藻類,시아노박테리아)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대기 중에 산소가 생성

- 배출된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여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실

효과로 밤낮의 온도차를 줄여 새로운 생명체 탄생의 여건을 조성

- 남조류는 태양광과 CO2를 이용하여 산소와 탄산칼슘을 배출하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성장하던 최초의 독립영양생명체

* 남조류가 배출한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38억년 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었으며, 호주 shark bay에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존재

시아노박테리아(남조류) 스트로마톨라이트(호주) 남조류로 인한 녹조현상

□ 남조류 등의 미생물은 돌연변이, 공생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인

진화를 통해 동식물로까지 진화하였다는 것이 정설

○ 동․식물 세포내에서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원시세균 ‘프로테오박테리아’와의 공생 또는 융합의 결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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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이용의 역사

□ 인류는 우연히 발견한 발효의 원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오래전부터 미생물을 생활에 이용

○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인 포도주와 식초는 기원전 1만년, 빵은

기원전 4천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 BC 6천년 경 메소포타미아(현 시리아)에서 포도주와 식초를 만든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이집트, 그리스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

* 식초(vinegar)는 포도라는 뜻의 'vin'과 시다라는 의미의 'aigre'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

- 인류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에도 술 판매와 판매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할 정도로 고대부터 널리 이용

-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등에서는 술, 식초, 곰팡이 핀 빵

등 미생물을 의약소재로도 사용

□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레벤후크(Leeuwenhoek)에 의해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비로소 미생물의 실체를 확인

○ 프랑스의 세균학자 파스퇴르(Pasteur)는 와인이 효모와 세균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발효산물임을 최초로 증명

○ 1929년 플레밍(Fleming)은 푸른곰팡이균에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분리함으로써 질병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숙성중인 포도주 함무라비 법전 알렉산더 플레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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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의 다양성을 부여한 식품미생물

□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효식품은 농업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서민들의

식탁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

○ 서양에서 발달한 치즈나 요구르트 등은 기원전 3천년 경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발효음식

- 저장이 어려운 유제품의 저장기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등의 공급원으로서도 우수한 식품

○ 베트남의 느억맘, 일본의 즈게모노, 인도의 아차르 같은 채소절임,

우리나라의 젓갈, 장류(醬) 등은 동양의 발효음식

-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어패류, 채소를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계절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등의 유용한 공급원

* 콩을 발효시킨 메주는 곰팡이와 고초균의 종류에 따라 집집마다 맛이 다르며,

청국장과 낫토는 균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모

에멘탈 치즈 메주 청국장

□ 나라마다 자연환경이 달라 같은 재료로도 전혀 다른 발효음식이

탄생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의 된장, 청국장, 일본의 미소, 인도의 스자체, 중국의 두시,

부탄의 리비잇빠, 네팔의 키에짜는 모두 콩으로 만든 장(醬)

○ 프랑스의 와인, 독일의 맥주, 불가리아의 요구르트, 일본의 사케,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는 국가를 상징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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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공장설비, 산업미생물

□ 미생물과 미생물 유래 효소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설비가

필요한 화학공업 등의 공정을 단순효율화 하는데 기여

○ 섬유산업에서는 전분을 없애는 아밀라제, 면섬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셀룰라아제 등 미생물효소의 활용도가 증가

○ 고온․유기용매 활용 공정이 많은 화학산업, 식품산업, 제지산업

등에는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효소가 매우 효과적

* 남극, 화산지대 등 극한지역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고온고압이나 유기용매

등의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생활

□ 미생물의 발효대사산물도 독특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물질이

많아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사용

○ 흑색효모에 의해 생산되는 다당류의 일종인 풀루란(pullulan)은

식품용 먹는 필름 및 의료용 캡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검은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 ‘이타콘산(itaconic acid)’은 화학공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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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기적, 두 얼굴의 미생물

□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인류에게 최초의 대규모 재앙을 안겨 준 것은

병원성 미생물

○ 흑사병(Pest)은 역사에 기록된 인류 최악의 전염병으로 1347~1351

년에 걸쳐 유럽인구의 30%에 달하는 2,500만명이 희생

○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1920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2,500~5,000만명이 희생

□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평균수명을

78세(‘10)까지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미생물

○ 파스퇴르, 코흐 등에 의해 백신이론이 확립된 이래 예방백신은

수많은 인명들을 콜레라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

- 기적의 약 페니실린은 2차 대전 당시 환자의 완치율을 30%에서

80%이상으로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

흑사병 해방기념비(독일) 페니실린을 처방받는 병사 프로바이오틱포함요구르트

□ 최근 미생물을 이용한 약물전달방법으로 꼭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보내는 첨단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

○ 암세포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미생물 유래 나노 입자를 체내에

주입한 후 고주파를 처리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가 가능

○ 비피더스(Bifidobacteria) 유산균 등을 이용한『프로바이오틱스1)』

처방으로 항고혈압 약물, 바이러스 백신 등을 체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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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산업 현황

□ 최근 바이오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외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전 세계 미생물 시장 규모는 39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항생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페니실린 등 항생제(256억 달러), 발효물질시장(95), 효소 시장(42) 등

○ 국내 미생물 시장 규모는 7,714억 원으로 추정되며, 발효 식품

시장을 포함하면 약 4조 5천억 원을 넘는 규모

* 효소 410억 원, 항생제 3,862, 단백질 2,482, 농업미생물 제제 1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발효식품 시장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

- 친환경농업정책으로 토양미생물제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미생물농약 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미생물 농약 시장 규모 : ’05년 24.7억 원 → ’10년 47.3억 원

국내 농식품 분야 미생물산업 시장 규모

자료 : 미생물제제 산업화 동향 및 발전방향(이재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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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지만 아름다운 미래의 보물

미생물의 새로운 가치

□ 미생물은 고부가가치 바이오신소재 산업의 주인공으로서 미래의

보물(TREASURE)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각

○ Technology(기술발전) : 첨단기술 개발의 주역

○ Recycling(자원재생) : 폐기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

○ Eco(환경보호) :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환경 치료사

○ Alternative(대체에너지) : 대체에너지 생산의 조력자

○ Safety(안전성) : Green Chemistry, 안전지킴이

○ Utopia(사막화 방지) : 新오아시스의 건축가

○ Resource(유전자원) : 총성 없는 자원전쟁의 무기

○ Economic(경제적 가치) : 최고의 생산자, ‘바이오리액터’

미생물의 새로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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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기(PCR) BT 세균 BT 면화재배(인도)

Technology 기술발전

첨단기술 개발의 주역

□ 생명공학 연구에서 유전자 조작에 활용되는 주요 효소의 경우

대부분 미생물에서 유래

○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는데 활용하는 제한효소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항하던 박테리아에서 유래

○ 친자확인 등 유전자분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증폭효소는

화산지대에서 생존하던 미생물에서 추출

- 유전자분석 실험은 일반적으로 60℃ 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효소도 60℃ 이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삽입하여 새로운 개념의 품종이 개발

○ 미생물이 가지고 있던 살충성분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어 식물의 체액에 살충성분이 함유된 Bt 옥수수 품종을 개발

- BT(Bacillus thuringiensis)라는 세균은 벌레의 소화기관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를 보유

- 최근에는 Bt 유전자를 도입한 면화 품종도 개발되어 인도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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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ing 자원재생

폐기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

□ 뛰어난 분해 능력을 지닌 미생물을 이용하면 축산 폐기물이나

하·폐수 오니2) 등 오염물질의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

○ 런던의정서에 따라 ‘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친환경적 폐기 방법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우리나라는 포항 동쪽, 울산 남동쪽, 군산 서쪽 등 세 구역에

폐기물을 투기 중

* ’10년에만 산업폐수 117만 톤, 음식폐기물 110만 톤, 하수오니 109만 톤,

가축분뇨 106만 톤을 해양에 투기(‘11.6.28, 아시아투데이)

□ 미생물은 폐기물을 분해하여 바이오 메탄가스나 퇴비로 재생하는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로서의 역할도 수행

○ 산업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과 불용성 폐기물

덩어리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기술이 개발

○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기술이 실용화

* 우리나라는 ’13년까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15개소를

설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공급 예정

개똥으로 밝히는 도시의 가로등

▷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Park Spark Project』

- MIT 공대와 공동연구로 개의 분변을 메탄으로

바꾸는 메탄 다이제스트 장치를 개발

- 개의 분변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메탄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공원의 가로등을 점등

1) 하수구 등에 괴는 진흙이나 수중의 침전물질이 침전된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슬러지(sludge)라고도 함

 



RDA 25호

11

interr●bang

Eco 환경보호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환경 치료사

□ 미생물은 오염된 환경의 독성물질이나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을

분해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핀란드에서는 창고 화재로 유출된 제초제 2,4-D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를 인근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해결

○ 적조분해 미생물을 활용하면 해양오염 방지 및 적조구제 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170원/톤→0.68원)

* 적조에 의한 양식생물 집단폐사로 국내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며 적조 구제용 황토 살포로 인한 환경파괴도 심각

○ 유조선의 침몰 등 해상사고로 인한 원유오염 문제에 미생물을

사용하여 기름을 분해하는 친환경적인 처리방법도 개발

- 미생물이 기름을 분해하여 해양 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최초로 확인(1933)

- ‘89년 엑손 발데즈, ’93년 셰틀랜드, 2010년 미국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 사고 해결에도 기름분해 미생물이 기여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의 해결사

▷ 사고해역에서 새로운 기름분해 미생물이 발견

- ’10년 4월 원유시추시설 폭발로 총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어 미국 남동부 950Km에 이르는 해안이 오염

- 산소를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 원유(탄화수소)를

매우 빠른 속도로 분해하는 미생물이 인근 해저에서

발견되어 오염지역 회복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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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 생산의 조력자

□ 최근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도 미생물의 발효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

○ 옥수수, 감자 등 작물의 전분을 미생물을 통해 발효시키고 이를

정제하여 얻는 것이 1세대 바이오 에탄올

* 곡물로 만드는 바이오에너지는 곡물가격 상승 등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연구가 시작

□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2, 3세대 바이오에너지 연구가 시작되면서

미생물은 더욱 핵심적인 존재로서 가치가 부각

○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필수단계인 당화과정3)의 경우, 사용되는

효소 가격이 높아 실용화에 한계가 존재

- 셀룰로오스 분해 능력이 우수한 분해 미생물 등 당화과정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

○ 바다의 미생물인 미세조류를 활용한 3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미생물은 에너지원으로도 부각

-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데,

저장된 지방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

석유 없이 사는 마을, 오스트리아 무레크

▷ 에너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모여 사는 세계 최초

에너지 자립 마을

-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 주유소, 나무칩을 이용한

지역 난방회사, 가축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전기

회사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170%를 달성

3)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과정으로, 생산된 단당류에서 에탄올이 생성



RDA 25호

13

interr●bang

Safety 안전성

Green Chemistry, 안전지킴이

□ 화학농약이 환경 및 인체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농약4)의 중요성이 부각

○ 잔류독성, 환경오염, 저항성 병해충 증가,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수요증가 등으로 생물농약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10년 세계 생물농약 시장규모는 전체 농약시장의 4.25%에 해당

하는 약 11억불로 추정되며 연평균 9.9%의 성장률을 기록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생물살충제 50여종, 미생물살균제 100여종,

바이러스성 살충제 30여종 등이 판매 중

□ 가축에게 공급해 장내(腸內)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항생제 사용을 대체하는 미생물 사료첨가제 개발이 활발

○ 가축질병 발생률의 감소와 사료급여에 따른 성장의 증진으로

가축의 생산성도 향상

* '11년 7월부터 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로 미생물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가축 면역능력 향상에 따른 체내 독성물질 분해, 장내독성 제거,

분뇨의 악취저감 효과도 기대

미국의 녹색화학 대통령상 수상작이 농약?

▷ '03년 수상작은 기존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어 환경부하를

줄이고 잔류독성이 없는 미생물 농약 ‘Serenade’

- 미국 환경보호국(EPA) 주관으로 환경 분야의 업적을 기려

매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에 효과가 있어 미국, 칠레, 일본,

유럽 등에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

4) 청정농약(Green pesticide)라고도 불리며, 살아있는 미생물, 천연에서 유래된 추출물 등을 이용하여 병원균,

해충 및 잡초 등을 방제하는 작물보호제로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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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사막화 방지

新오아시스의 건축가

□ 아프리카 등의 식량증산과 기아해결을 위한 사막의 농경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생물의 활용가치가 부각

○ ‘90년 이래 600만ha에 달하는 농경지의 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사막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최대 곡창지대인 아이오와 주에서는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으로 2020년 경 전 경작지의 40%가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국토의 15.9%가 사막이며 매년 서울 면적의 4배가 넘는

땅이 사막화 되고 있는 황사현상의 발원지

-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불규칙한

강수와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나면서 사막화 위험성이 증가

○ 이집트의 사다트 시는 일본에서 도입한 미생물을 이용해 사막

에서의 농작물 생산 및 농업용수 정화에 성공

- 사막 지하수의 염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염해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해결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 미생물

▷ 탄산칼슘 형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사막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 사막은 비가 오거나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어두어도 시간이

흐르면 모두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담수화가 곤란

- 탄산칼슘 형성 미생물을 활용하면 사막을 자연적으로 굳게

하여 물을 가둘 수 있어 나무심기와 연계하면 사막화 방지

효과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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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유전자원

총성 없는 자원전쟁의 무기

□ 미생물 유전자원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쟁이 심화

○ 선진국은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미생물을 수집하고 특허로 등록하여 독점권을 행사

○ 개도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선진국이 착취하여 이윤을 챙기는

‘유전자원 해적행위’를 규탄하며 자국의 미생물자원 보호를 강화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10, 일본)’에서 타국의 생물 유전자원

사용 시에 제공국에 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정서를 채택

□ 우리나라는 신종미생물 발견 강국으로 ‘05년부터 현재까지 400 여종의

신종미생물을 보고

○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독도', ‘한국’, '광양'

등 우리지명을 활용하여 명명함으로써 자부심을 고취

- ’04년 독도 앞 바다에서 발견된 ‘동해아나독도넨시스’는 새로운

미생물로 ’06년 국제학회에 등록

- 우리나라 광양만 퇴적토로부터 분리한 ‘코르디모나스 광양엔시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성 원료로 활용이 기대

- 남극 세종기지에서 순직한 전재규 대원의 성과 세종기지의 명칭을

활용하여 명명한 ‘세종기아 전지아이‘등도 보고

○ 최근에는 퇴비, 김치, 젓갈 등의 명칭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우리말 포함 학명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 지오바실러스 퇴비아이, 루코노스톡 김치, 싸이크로박터 젓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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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경제적 가치

최고의 생산자,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 생물체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산업소재

생산에 활용하는 ‘생물반응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증가

○ 기존의 화학공정과는 달리 고온·고압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환경오염물질인 금속촉매 대신 효소촉매 시스템을 이용

- 효소는 상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절약되며 정밀한

반응으로 불필요한 부산물 발생을 최소화

○ 효소촉매의 경우 기존의 미생물이 아닌 화산, 심해,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에서 주로 추출

심해 열수구 초저온의 극지 고온의 화산지대

□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반응시스템’은 기존의 화학공정에 비해

생산수율이 높아 다양한 물질 생산에 활용이 증가 추세

○ 충치예방효과로 유명한 천연감미료 자일리톨(xylitol)는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으로 대량생산

* 화학공정에 의한 자일리톨의 생산수율은 50～60%에 불과하며 촉매로 사용

하는 유해 중금속 니켈의 재처리비용이 증가

○ 비타민을 생산하는 미생물공정은 화학공정에 비해 생산비가

1/4에 불과하며, 환경위해 요소는 40%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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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미생물의 미래핵심가치 제고를 위한『보물섬 프로젝트』추진

미생물 자원 활용도 제고

□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활용성이 높은 미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미생물 유전자원 강국실현을 위한 DB 구축이 필요

○ 일반적 미생물 자원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특수

미생물자원의 확보도 필요

○ 발굴한 미생물의 기본정보 뿐 아니라 활용에 관한 정보도 패키지로

묶어 통합 DB를 구축

○ 미생물 유전자원의 DB 관리에 있어 ISO 규격에 준하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연구진에게 고품질의 미생물자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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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R&D 강화

□ 전통 미생물산업의 외연확장을 통한 BT, NT, IT와의 융복합 R&D

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생명공학(BT)과 관련된 미생물을 활용한 유용물질 대량생산 체계

개발 및 신약개발 등의 분야

○ 나노기술(NT)을 활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연료전지 등 첨단 산업

소재 개발 분야

○ 정보통신기술(IT)을 생물정보학에 적용한 통합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분야

1만 배의 고부가가치 당뇨병 치료제 ‘보글리코스’

▷ 미생물을 이용해 Kg당 20달러인 벼 잎집무늬마름병 방제용

전문약제인 ‘발리다마이신’을 ‘보글리코스’로 전환

- 국내 제약사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보글리보스’는 Kg당

20만 달러로 무려 1만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시판 첫해

부터 1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

□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화 및 산업재산권 확보 연구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미생물 유전자원의 기능성 평가단계에서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검토하고 활용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미생물 전문기업과의 상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화

Express Highway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고려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3~4개의 산학관연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력, 기자재 등 전사적 자원활용 시스템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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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산업 창출

□ 미생물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업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

○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적조현상을 개선하는 미생물,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등의 특수미생물 산업 등이 유망

네이처지에 게재된 바이오수소 생산 세균

▷ 국내연구진에 의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세균의 생산

기작을 구명하여 바이오수소 생산 가능성을 확인

- 해양 신종세균에 의한 수소와 생체에너지 생산기작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네이처』게재(2010, 해양연)

- 바이오수소 생산 단가는 기존 방식의 1/2 수준인 1Kg당 2달러로

미래 수소생산 주도권경쟁에청신호를 제시

미생물산업 육성법 제정 및 제도 개선

□ 미생물 자원 활용과 산업화 촉진 및 산업체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위한 농식품부의 미생물분야 육성법 제정이 시급

○ 미생물산업 육성과 촉진을 위한 통합법령("가칭" 농수산미생물

산업육성법) 제정 추진을 위한 입법을 추진

○ 미생물농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친환경유기농자재,

토양미생물제제 인증제도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 농업분야 미생물산업 촉진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 농업용 미생물제제 산업체 육성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가

보조사업 추진으로 미생물제제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

○ 미생물비료 관리규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미생물

제재 공급 지자체와 산업체의 협력사례 발굴 확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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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미생물유전자원 보유현황

□ 세계의 대표적인 미생물자원센터와 보유 미생물 자원 수

자원센터 국가명 보유자원 종류 보유자원수(’10)
KACC 대한민국 세균, 곰팡이, 버섯(농업, 식품) 18,000
NRRL 미 국 곰팡이, 효모, 세균 83,000
ATCC 미 국 세균, 곰팡이, 조류, 세포주, 유전자 72,000
CBS 네덜란드 곰팡이, 세균 60,000

DSMZ 독 일 세균, 곰팡이 40,000
NBRC 일 본 곰팡이, 방선균, 세균, 유전자 23,000

국내 미생물산업 현황

□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 판매액, 수출액 및 수입액(2009년)
(단위 : 억 원)

대 분 류 중 분 류
국내생산

수입액국 내
판매액 수출액 총합계

바이오의약
항생제 1,164 1,296 2,460 263
동물약품(생균제 포함) 1,117 2,660 3,778 332

바이오화학

바이오고분자 297 255 553 186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58 13 72 256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482 250 732 622
바이오화장품및생활화학제품 803 56 859 -
바이오농약 및 비료 665 6 672 23

바이오식품

아미노산 35 339 374 33
발효식품 74 50 124 -
사료첨가제 2,839 7,224 10,064 186

바이오환경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911 51 963 5
미생물고정화소재 및 설비 165 0 165 21
바이오환경제제 및 시스템 446 7 454 -

바이오전자 DNA 칩 157 2 159 40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반응기 160 52 212 75
바이오공정 및 분석기기 728 199 927 1,842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연료 402 0 402 65

합 계 10,503 12,460 22,970 3,949
자료: 2009년도 국내바이오산업 통계, 산업연구원(‘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