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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제적으로 자원부족으로 인해 미래 식량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조류를 제시함

바이오 기술과의 다양한 융합을 통한 무한한 잠재력바이오 기술과의 다양한 융합을 통한 무한한 잠재력

해조류 산업은 1차(해조류 생산) + 2차(식품, 약품, 소재 가공) + 3차(바이오에너지)산업을 활용한 융합적 산업으로 특히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공급원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분야임

신소재 및 신약/화장품 관련

해조류는 생활용품, 미용용품, 신약개발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소재로 활용

화장품 - 해조류의 보습 및 재생효과, 항산화 효능 등을 피부미용에 접목

미용용품 - 피부트러블 예방 및 완화에 효과적이고 탈모예방 및 모발건조 예방가능

웰빙 식품 관련

건강보조식품, 사산양식용 사료, 식용 등으로 활용

건강보조식품 - 건강식품, 단백질 쉐이크의 성분활용 및 에너지 공급, 면역력 강화 및 해독작용 등의 기능을 수행

식품색소 및 식의약품 - 해조류는 태양의 다양한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천연색소의 풍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관련

바이오 디젤, 바이오 수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자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대체청정에너지 개발은 주요한 이슈로 최근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 청정에너지 개발이 주목 받고 있음

갈조류,홍조류와 같은 대형조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됨

대형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해조류의 종류 특성과 활용 해조류의 가치 해조류 산업현황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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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조류산업 분류국내해조류산업 분류

국내 해조류산업은 크게 식용과 비식용 분야로 나뉘며 비식용 분야는 의약, 화학, 환경,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하게 분류됨

자료 : 국립제주대학교 제주 해조산업 RIS 사업단 자료

이용분야이용분야 주요내용주요내용 대상해조류대상해조류

식용분
야

양식산업 유용 해조류 자원의 생산 김, 미역,다시마, 우뭇가사리 등

식품산업 해조류 자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식품첨가물, 사료첨가제, 기타 바이오식품 (다
시마환,다시마국수,조미김 등)

김, 다시마, 미역

비식용
분야

생물의약산
업

해조류의 유용 생리기능성을 활용한 각종 의약용 소재 및 제품

김, 꼬시래기류, 갈조류, 홍조
류, 녹조류 등

생물화학산
업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고분자재료, 산업용 및 연구용 시약류,바이오화장품 및 생활 화학품, 생
물농약 및 비료, 펄프 및 제지

생물환경산
업

해조류 자원을 이용한 생물환경 제품 다시마,미역,김 등

바이오에너
지산업

해조류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에탄올), CO2 저감, CDM 인증 미역, 다시마, 갈조류,녹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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