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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부터 미국의 새인트루이스에서는 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연료(biofuel)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gal Biomass, 

Biofuels & Bioproducts’라는 학회로 17명의 초청연사와 200여건의 구두와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특히 초청연사 중 한 분이신,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 단장으로 계시는 KAIST 

양지원 교수님은 한국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단장직을 맡고 계신 차

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의 주요 활

동에 대해 20여분간 발표를 하셨었

다. 

본 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Richard Sayre 교수님은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 이번 

발표에서 현재 연구 목표를 40 g-

dcw/m2/day 에 35%의 

triacylglycerol 함유량으로 잡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연구 계획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셨다. 

미세조류는 지금 현재 상업화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옥수수보다 단위면적당 오일 

생산량이 800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 1> 참조), 건조중량당 오일 

함유량 역시 30% 내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참조). 

이번 학회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에너지성 

(U.S.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도 발표를 하고, 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연구 방향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DOE 에서 근무하는 Valerie Sarisky-

Reed 박사의 발표에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초 연구지원과 함께, 향후 계획중인 

실용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표 3> 참조). 당분간은 cellulosic ethanol 이 

바이오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2020 년 부터는 조류를 이용한 연료가 주된 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DOE 에서는 Solazyme 과 Algenol 이라는 회사를 통해 연간 

100,000 갤론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Sapphire Energy 에서는 

연간 1,000,000 갤론을 생산 가능한 데모 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표 1> 바이오디젤 원료 비교 

 
 
<표 2> 대표 미세조류의 오일 함유량 

 
출처: Chisti, Y. (2007). "Biodiesel from microalgae." Biotechnology Advances 25(3): 
294-306. 
 
그리고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상업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Ami Ben-Amotz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Israel, Haifa, Israel) 박사와 Mario Tredici 

(Università degli Studi di Firenze, Italy)교수님은 각각 Open Pond 타입과 Closed 

Photobioreactor 를 선보였다. 
 



<표 3> 재생 가능한 연료 필요량 (단위: 10 억 갤론) 

Cellulosic biofuel 과 biomass-based diesel 은 모두 advanced biofuel 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반응기의 장단점을 <표 4>에 정리해 보았다. 

 

<표 4> 미세조류 배양기 종류에 따른 장점과 단점 

반응기 종류 장점 단점 

Photoautotrophic 

Cultivation 

Closed 

Photobioreactor 

Open pond 보다 

물사용량이 적다 

장기간 배양 유지에 

적합하다 

배양되는 세포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시설 증설이 어렵다 

온도 조절 비용이 

발생한다 

배양시 생기는 

바이오필름 제거가 

필요하다 

광조절이 필요하다 

Open Ponds 온도 유지가 필요없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밤낮 또는 계절에 

따른 온도와 습도 

변화가 생긴다 

우점종 배양 유지가 

어렵다 



광조절이 필요하다 

Heterotrophic Cultivation 생산과 오염 예방을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배양을 위해 값싼 

lignocellulosic sugar 를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농도를 높이기 

용이하다 

탄소원 공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Lignocellulosic 

sugar 를 이용하는 

다른 바이오연료 

기술과 경쟁관계이다 

 

 

본 학회의 참여 인원은 350 명 정도로, 국제학회 치고는 규모가 작았으나 서로의 

관심사가 유사하고 미세조류 연구를 하게 되면 논문으로나마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연구자를 직접 만나 그동안 궁금해 했거나, 지금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학회를 기반으로 ‘Algal Research’라는 저널을 만들었다고 하니 

(출판사: Elsevier) 미세조류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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