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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미세유체 공정시스템을 활용한 이산화탄소의 고속 유기자원화 공정개발
(이산화탄소 전환 속도 목표: 2.8 kg/톤/일 이상 또는 지질 생산효율 목표: 0.5 kg/톤/일)
1단계

2단계

3단계

초고속 우량 균주 선별 기술 개발

초고속 우량 균주 선별 및 Bench 규모
고효율 유기자원화 공정 평가

최고효율 균주 개발 및 Pilot 규모
고효율 유기자원화 공정 개발

•우량 균주 고속 선별 및 우량 균주 후보군 확보
•선별된 우량 균주 후보군을 적용한 Bench
규모 검증 배양 및 평가 (고농도 배양 1.0
g/L/d, 이산화탄소 1.84 g/L/d 포집농도)
•우량 균주 성능 평가

•초우량 균주 및 균주 맞춤형 광반응기 활용
고효율 유기자원화 (바이오디젤 생산성 6 L/m2/y)
•환경 내성 및 최적 산업용 우량 균주 실용화
검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상업화

•주광성을 활용한 광합성 효율 우수 균주
초고속 선별 기술 개발
•마이크로 시스템 기반 고속 지질 추출 기술 개발
•고농도 세포 배양 0.5 g/L/d 달성 및
이산화탄소 포집 농도 0.93 g/L/d 달성
•바이오디젤 생산성 2 L/m2/y

기술개발 TRM
1단계
1차년

2차년

2단계
3차년

미세유체 신기술 개발 및
균주 개량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1차년

3단계

2차년

3차년

우량 균주 고속 선별 및 Bench-scale 유기자원 공정 개발
(광전환율 7%, 바이오매스 증가율 175%, 세포농도 10g/L/d, 바이오디젤 생산성 4L/m2/y)
scale-up
설계인자 검토

(실증)
CO2 유기자원
공정개발

광생물 공정 설계 인자 검토

광생물 공정
설계

세포 모니터링

Benchscale 검증
배양 및
평가

1차년

2차년

3차년

초우량 균주 확보 및 Pilot-scale 유기자원공정 개발
(광전환율 8%, 바이오매스 증가율 200%, 세포농도 1.5g/L/d,
바이오디젤 생산성 6L/m2/y)
균주 맞춤형
광생물 공정설계
Pilot-scale 유기자원 공정 개발 및 운영
공정 조건 최적화
환경 저항성 검증

물리적 자극을 활용한
지질 극대화 기술개발

(혁신)
미세유체
신기술 및 우량
균주개발

주광성 활용 균주 고속 선별법 및 고속
지질 정량/추출법 개발

고속 균주 선별
Tool 완성

1차 균주
고속 선별

형질전환 나노니들 칩 개발
형질전환 벡터 개발
(LIP 프로모터)

돌연변이 Library 제작

2차 균주
고속 선별
1차 20종
선별

1차 균주
성능 평가

유용 유전자 발굴
및 제어 기작 개발

초우량 미세조류 개발
2차 20종
선별

2차 균주
성능 평가

Microchip 활용
보완연구

세포 재설계에 의한
균주 개발 (모델/산업 균주)

대사공학기반 Omics 연구
균주장기 보관을 위한
저온 저장법 개발

우량균주 저온 보관

기대효과
•광합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그에 관련된 기작들에 대한 원천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음
•고효율·저비용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정된 이산화탄소의 바이오디젤화로 대체에너지 측면에 기여하고 경제적 수입 가능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은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와 동시에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지 않는 재생 에너지이기에 이중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