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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한 가장 유력한 안의 하나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이 부상하고 있음.

－우수한 인ㆍ물  자원 보유, 규모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통 제조업 유치

의 한계 등 여러 장단 을 감안할 때, 서울 경제가 성장 기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안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황, 국내외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바이오

산업의 발  트 드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특히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사업여건, 역량, 보유 자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집  

육성해야 할 부문을 선정하고 육성 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의 범 는 서울시 바이오산업을 주요 상으로 하여 황을 악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에서 서울에 입지한 171개 기업을 추출하여 서울시 바이

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함.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을 악하기 해 국내 바이오산업 체 황도 함께 살펴보며 

서울과 국의 황을 비교 분석함.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 용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안을 활용함.

－바이오산업이란 생명체가 가지는 유 , 번식, 성장, 자기 제어  물질 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를 상업 으로 

가공ㆍ생산하는 산업군을 의미함.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과 한국바이오 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안에 따라 바이오산

업을 8개 항목으로 분류함.

◦연구 방법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문헌 조사에서는 바이오산업 련 국내외 선행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정부  서울시 

등 공공 부문에서 발간한 자료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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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련 문가 그룹을 상으로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며, 문가 

청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함.

◦이 연구에서는 ‘산업 육성’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에서 바라보면서 경쟁력 황을 

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궁극 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임.

－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해당 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며,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 상 보다 ‘우월한 시장지 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02).

∙특정 산업 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 는 경쟁 기업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경쟁력 분석을 해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 가지로 구분함.

－경쟁력 결정 요인에는 입력(I：Input), 로세스(P：Process), 환경( 는 외부성, E：
Externality) 요인이 있음.

∙이는 Buckley(1988) 등의 경쟁력 측정을 기 로 하여 최  外(2002)가 제시한 모형 

을 근간으로 하 음.

－즉, 투입자원(입력 요인)과 투입자원의 효율 인 활용 여부 요인( 로세스), 외부 요인과 

특정 산업을 둘러싼 산업 여건(환경 요인)이 경쟁력에 향을 미침.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황을 악하기 해 경쟁력 요인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함.

－입력 요인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악함.

－ 로세스 요인은 문헌상으로 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문가 집단을 상

으로 한 설문  자문에 의존함.

－환경 요인은 문헌조사와 함께 문가의 설문  자문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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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내용 

1. 바이오산업의 황

◦  세계 으로 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특히, 

바이오의약과 바이오농업  식품분야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재 바이오산업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이 바이오시장

을 주도할 망임.

－그러나 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이 부상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바이오의약  식품 분야 시장이 바이오산업 내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

며, 바이오의약 분야의 비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됨.

◦바이오산업의  세계  메가 트 드로 산업 주체 간 네트워크의 요성 확   아시아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그린 바이오(Green Bio)의 요성 확 , 바이오산업 내 주체들

의 재편 등을 들 수 있음.

2.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국내 바이오산업에 한 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 앙정부 차원에서 기 기술 개발을 한 R&D 지원 등과 같은 가치사슬 기 단계에 

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복 투자를 이고 효율 인 지원을 하여 기 연구개발보

다 사업화(상업화) 분야에 비 을 높여야 함.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본 결과,

－ 부분의 국가에서 활성화된 네트워크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내부에는 이를 한 선

도 기 ( 학, 연구기 , 기업 등)이 있음.

－세계 유수 기업의 사업 역이 세계화되고 있어, 이들에 한 극  유치가 매우 요함.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공공부문의 참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공

기업 등과 같은 형태로 산업 내 하나의 행 자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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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바이오산업 황

◦앞서 살펴본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  해외 사례, 산업의 메가트 드 등에서 시사

을 도출ㆍ 용하기 하여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구체  황 악이 요구됨. 이에 

따라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실태를 분석
하 으며,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계  연구 분야의 문
가들에게서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반 인 인식  망을 도출함.

◦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바이오의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한 분야가 아니라 두 분야 이상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함.

－ , 기업 활동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생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

양한 단계에 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바이오의약 분야가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 생산  거주 환경, 연  산업 등은 발달하 으나,

－특화된 발  략이 부재하고 기술 수 이나 마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서울 바이오산업에 한 SWOT 분석 

◦서울시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련하여 내부 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류하여 강

(Strength)과 약 (Weakness) 요인으로, 환경  요소들을 분류하여 기회(Opportunity)와 

(Threat) 요인으로 구성함.

◦ SWOT 분석 결과, 바이오산업 육성과 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 으로는 다수의 

학병원  연구소, 인력 등을 보유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음.

－  바이오산업과 연 성이 높은 IT 산업 등이 함께 발달해 있으며, 거주 환경이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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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인력이나 기 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음.

◦그러나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이나 비 이 부재하며, 바이오 산업이 발달된 다

른 나라나 도시에 비하여 핵심 기술의 발달 수 이 아직 미약하다는 약 이 있음.

－  서울의 경우 부분의 지역이 이미 공간 으로 포화상태이고, 상당 수  발달되어 있

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제조시설 등의 조성에 한계가 있으며

－마  역량이나 네트워킹 구축이 부족하고

－서울시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한 부족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환경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바이오산업은 세계 으로 성장성이 높은 미래지향

인 산업이라는 과 가치사슬 단계별 역할 세분화에 따른 여러 주체들의 참여기회 증가 

 바이오기업의 M&A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주체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은 기회 요

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경기나 충북 등 다수의 지역들이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국ㆍ인도ㆍ일본 등의 경
쟁국가들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은  요인으로 작

용함.

Ⅲ. 정책 건의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력  시설 등의 인 라는 일

정 수  이상 구축되어 있으나, 기업ㆍ연구기 ㆍ정책 기  등의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

하고,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서울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특화된 장기 발  

략 수립, 둘째, 기존 인 라를 고려한 거 별 집 화, 셋째,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제시

하고자 하며, 이를 기 로 서울시의  상황에 알맞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안)을 제안하

고자 함.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크게 단기ㆍ 기ㆍ장기 정책(안)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추진  그 효과 발 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분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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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  략별 세부 육성 정책(안)

 1. 장기 발  략 수립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 수립이 필수 으로 요구됨.

－바이오산업은 미래지향 이며 향후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

에 앙 정부 차원의 략과 구분되는 서울시만의 특화된 발  략 수립이 요구됨.

－구체 인 황 악을 통하여 서울시만의 경쟁 우  요소를 찾아 활용해 나가야 함.

 1) 단기 정책：서울시 바이오산업의 황 악 

◦서울시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  가장 먼  수행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가지

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한 역량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임.

－바이오산업 내 기업 황 조사의 경우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의 구분이 없거나 모호하
게 악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바이오산업 황은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반  황에 한 악과 함께 이를 토

로 한 서울시의 ‘바이오 맵(Bio Map)’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서울시 자치구별 바이오기업  연구시설, 학  연구기 , 기술거래기 , 재정  법

률 서비스 기  등에 한 분포  수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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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련된 주체들이 어느 지역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를 시각 으로 확인하게 해 으로써 거 별 집 화의 토 를 마련함.

 2) 기 정책：바이오산업 련 서울시 출자기  설립

◦바이오산업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 후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산
업 육성을 하여 극 인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 극 인 주체로서 활동하기 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표 인 

것으로는 공기업 형태와 같은 정부 투자  출자기업의 활용이 있음.

－정부 투자  출자기업을 활용할 경우, 서울시의 다양한 바이오산업과 련된 주체들 간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운   조정하는 핵심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음.

 3) 장기 정책 1：특화 가능 부문 악  역량 집  

◦바이오산업  분야가 아닌 서울만의 강 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부문에 역량을 집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집 으로 육성할 사업 분야에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됨.

  

성
장
성 

High

【Ⅱ그룹】 【Ⅰ그룹】

▫바이오에 지  자원
▫바이오환경
▫바이오 자

▫바이오의약
▫바이오검정  연구개발

Low

【Ⅲ그룹】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공정  기기

Low High 역량

<그림 2> 바이오산업에 한 서울시의 역량  성장성

◦ <그림 2>에서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 역량  성장성은 문가 집단에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viii

◦서울시 바이오산업은 그 역량  성장성에 따라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Ⅰ그룹：우선 으로 역량을 집 하여 육성해야 할 분야－바이오의약 산업

－Ⅱ그룹：상 인 역량은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환경ㆍ자원 등과 련한 녹색산
업으로 표되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장기 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바이오
농업 등

－Ⅲ그룹：상 인 역량은 높으나 성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오의약 등 Ⅰ그룹과 연
계하여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분야－바이오공정  기기 등

◦서울시가 특성화하여 집  투자하여야 할 분야로는 바이오의약 산업과 바이오농업 등이 있

으며, 이에 하여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바이오의약 분야

◦바이오의약 분야는 문 업체의 역량을 종합하여 신약을 개발ㆍ 매하는 시스템 통합 사업임.

－모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 이므로, 분야별로 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 인 자본조달 능력과 범 한 제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이므로 우량 바이오기

업을 선별하여 장기 으로 육성하는 략을 고려해야 함.

◦바이오산업과 련한 문가 설문 조사  인터뷰에서 재 서울시 바이오산업 분야  가
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바이오의약이 선정됨.

－ 재의 역량 즉, 련 기업  연구 기 의 수, 논문  특허 수, 인력 수 등이 다른 분

야에 비하여 가장 높으며, 내수  해외 시장도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망되는 바이오의약품은 진단키트, 항암제, 호르몬

제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복 응답 허용).

(2) 바이오농업 분야

◦미래의 농업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닌 BT, IT, NT 등 다른 분야와 융합된 기술로 단순 

생산이 아닌 지구환경 보 에 기여하는 도시 첨단산업 분야로의 발 이 가능하며, 이와 같

은 첨단기술 융합농업은 바로 아 트형 농장(vertical farm)의 형태로 실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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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 트형 농장 도입의 의의

－아 트형 농장은 비닐하우스 같은 단순 농작물 생산시설이 아니라 첨단 기ㆍ 자 기

술부터 BT, IT, NT, 그리고 신재생에 지 활용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

이 융합된 도시 내 첨단 기술  산업 복합시설임.

－아 트형 농장은 서울의 새로운 R&D 복합시설로 등장함.

∙공공부문의 연구기 들은 이미 지방이 이 정되어 있는 바, 주로 민간부문의 련 

연구소와 련 기술자 혹은 연구자, 응용 벤처기업, 학 등과의 클러스터화 혹은 네

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4) 장기 정책 2：사업화에 한 지원 집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단계  모든 단계가 아니라 특정 단계에 한 지원을 통한 특화가 
필요함.

－특히 앙정부의 경우 기  연구 분야에 하여 집  지원하고 있으므로, 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 인 정책을 실행하기 하여 서울시는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한 지원

에 집 할 필요가 있음.

◦기   응용기술이 사업화되기 해서는 기술의 이 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상업화

하기 하여 기업에 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함.

◦기술 이 의 원활화

－ 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 지주 회사(기술 이  문회사) 설립을 지원해야 함.

－  기술 이 이 원활하기 이루어지기 하여 기술이  개기 의 형화가 필요함.

－기업 내에 사장되어 있는 휴면 특허의 활용이 진되어야 함.

∙기업 내 휴면 특허는 해당 기업의 략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필

요로 하는 다른 기업체에게는 충분한 사업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기업 내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여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원활한 사업화를 하여 이의 기반이 되는 제도의 마련도 요함.

－바이오산업과 련한 기   응용 기술을 한 기술 융

－세부 산업  유망 로그램과 련한 펀드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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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간 비용을 리해  수 있는 특허  법률 서비스의 제
공 등

 

 2. 거 별 집 화 

◦서울시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주체들을 활용하여 체계 으로 바이오 산업

을 육성시키기 해서는 이들의 지리  근 성을 살려 효율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거

별로 집 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단기 정책： 련 시설, 인 라 등을 감안한 거  발굴 

◦서울시내에 자연발생 으로 집 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련 시설  인 라에 한 자료를 

통하여 지리  집 도에 한 악이 선행되어야 함.

◦바이오기업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강남－서 －송  지역과 구로－ 천－ 악 지역 등이 

집 도가 높아 거  형성의 가능성이 있음.  강북의 경우, 종로－서 문－마포 지역이나 
종로－성북－성동 등의 지역을 거 으로 묶어볼 수 있음.

◦  바이오산업과 련한 연구기 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들 기 은 서울 내 다수의 

학이 치해 있는 서 문－종로－성북－동 문 등의 지역에 집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공공 연구기 과의 지리  근 성이 높아 기   응용 연구기술 개발과 련한 거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기술 거래 기 과 기술에 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 평가기 의 경우, 다수가 마포, 등

포, 강남 지역에 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은 강북 거 과 강남－서 －송  지역, 천－ 악－구로－ 등포 등을 잇는 

지역을 거 으로 삼을 경우 거  내에 서비스 기 이 함께 분포하여 활용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이오기업, 연구기 , 기술 련 서비스 기 의 분포에서 서울시 내의 몇 

개 지역을 연결할 경우 이들을 거 으로 집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음.

－마포－서 문－종로－성북 지역의 경우, 우수 학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 

연구기   공공 연구 기 이 집 해 있으며, 다수의 형 병원과 함께 임상 기 이 집

해 있어 바이오의약 산업의 연구 거 으로 삼을 경우 지리  집  이익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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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 소재 기술거래 련 기  분포

을 것으로 단됨.

－서 －강남－송  지역과 천－ 등포－구로－ 악 지역의 경우, 바이오기업과 기술 서

비스 기 , 연구  임상 기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집 해 있으므로 이들 지역

을 거 으로 삼아 특정 분야를 특화할 경우 거 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기 정책：선도 기업(Anchor Company)의 유치  육성

◦거 별 집 화를 추구할 경우 각 거  내에서 지역을 선도할 기업이나 기 의 역할이 필수

임.

－이에 따라 거 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하여 거 별 특성에 알맞은 기업을 그 지역에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스핀 오 (Spin-Off, 분사) 효과를 가져와 

거 을 더욱 견고하게 발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연구 거 에 해외 유수의 연구소나 로벌 기업의 연구 투자를 유치할 경우 이들

이 선도 기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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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의 활성화 

◦바이오산업은 그 특성상 새로운 지식  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요하므로, 이에 한 경

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임.

－개별 기업들의 독자  운 보다 기업의 사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운 과 

기술 확보 략이 기업 발 의 주요 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1) 단기 정책：기술 코디네이터 발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하여 운  과정에서 개자 역할을 담당할 기술 코디네이터가 필

요함.

－기술과 경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  는 네트워크 문가를 기술 코디네

이터로 발굴해야 함.

－기술 코디네이터의 역할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에 한 역할 분담, 기업에 한 이익 분배

∙정부 는 서울시에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한 방향설정 건의

 

 2) 기 정책：주변지역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주변 지역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역시 강화되어야 함.

－거 별 집 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지역과의 거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상됨.

∙서울 인근에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수도권 지역 내 거 으로는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조성되는 고양 메디 클러스터와 임상시험 센터가 치해 있는 안산 지역 

등 경기남부권역, 인천 송도 지역 등이 있음.

－지리 으로 근 해 있으면서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 등과의 력 방안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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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국가  수도의 경제 성장률 비교(국가：’00~’05, 수도：’01~’0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  연구의 배경  목

◦ 2000년  들어 서울 경제는 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2001년 이후 서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2%로 국 평균인 4.7%에 크게 미치지 못하

고 있음.

∙특히 일시 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2년(8%)을 제외하면 평균 성장률은 

2.3%에 불과( 국 평균 성장률은 4.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서울 3.3 8.0 0.3 0.8 1.3 3.0 5.2 3.2

국 3.8 7.0 3.0 4.7 4.2 4.9 5.0 4.7

<표 1-1> 국  서울의 경제 성장률 추이(%)

◦세계 주요 선진국  경쟁국은 수도( 는 표 도시)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미국, 국, 랑스 등은 수도( 는 표 도시)의 경제 성장률이 국가 경제 성장률을 크

게 앞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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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도의 경제 성장률이 국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5년 기 , 단 ：백만원)

<그림 1-2> 주요 국가  수도의 평균 소득 비교

◦이 같은 서울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 부진, IT 버블 붕괴  벤처 기업의 냉각 등에

서 기인 

－서울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 은 80~90%에 이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부진은 

곧바로 서울 경제 체의 부진으로 이어짐.

∙ 2001년 이후 서울의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3% 로 국 제조업 평균 성장률인 6%  

에 비하여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벤처 기업의 창업이 감하면서 첨단 산업 경기의 부진으로 

이어짐.

∙서울의 체 산업에서 IT 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30% 이상임.

◦이에 따라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해 새로운 돌 구를 마련해야 할 시 이며, 가장 유력

한 안의 하나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들 수 있음.

－우수한 인ㆍ물  자원 보유, 규모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통 제조업 유치

의 한계 등 여러 장단 을 감안할 때, 서울 경제가 성장 기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안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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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황, 국내외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바이오산업의 발

 트 드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사업여건, 역량, 보유 자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집  육성

해야 할 부문을 선정하고 육성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제2  연구의 범   방법 

◦이 연구의 범 는 서울의 바이오산업을 주요 상으로 하여 황을 악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에서 서울에 입지한 171개 기업을 추출하여 서울시 바이

오산업의 실태를 분석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을 악하기 해 국내 바이오산업 체 황도 함께 살펴보며 

서울과 국의 황을 비교 분석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 용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안을 활용
－바이오산업이란 생명체가 가지는 유 , 번식, 성장, 자기 제어  물질 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를 상업 으로 

가공ㆍ생산하는 산업군을 의미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과 한국바이오 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안에 따라 바이오산

업을 8개 항목으로 분류

◦연구 방법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

－문헌 조사에서는 바이오산업 련 국내외 선행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정부  서울시 

등 공공 부문에서 발간한 자료도 참고

－바이오산업 련 문가 그룹을 상으로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며, 문가 

청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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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분석틀  연구 FLOW

◦이 연구에서는 ‘산업 육성’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에서 바라보면서 경쟁력 황을 

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궁극 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임.

－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해당 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며,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 상 보다 ‘우월한 시장지 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삼

성경제연구소, 2002).

∙특정 산업 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 는 경쟁 기업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이 연구에서는 경쟁력 분석을 해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
－경쟁력 결정 요인에는 입력(I：Input), 로세스(P：Process), 환경( 는 외부성, E：

Externality) 요인이 있음.

∙이는 Buckley(1988) 등의 경쟁력 측정을 기 로 하여 최  外(2002)가 제시한 모형 

을 근간으로 하 음.

－즉, 투입자원(입력 요인)과 투입자원의 효율 인 활용 여부 요인( 로세스), 외부 요인과 

특정 산업을 둘러싼 산업 여건(환경 요인)이 경쟁력에 향을 미침.

구 분 구성 요소

입력(Input) 노동(인력), 설비, 클러스터 조성 등

로세스(Process) 네트워크, 클러스터 운용방식, R&D 체계, 생산 방식, 마  시스템 등

환경 요인(Externality)
① 외부 요인： 융 제도, 정부 정책(지원, 규제 등)
② 산업 여건：연 산업 발달여부, 시장특성(규모, 경쟁구도 등)

<표 1-2> 경쟁력 구성요소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황을 악하기 해 경쟁력 요인  구성요소별로 <표 

1-3>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

－입력 요인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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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스 요인은 문헌상으로 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문가 집단을 상

으로 한 설문  자문에 의존

－환경 요인은 문헌조사와 함께 문가의 설문  자문을 활용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문가 자문

일반 문헌 실태 조사

입력(I)

노동(인력) ○

설비 ○ ○

클러스터 조성 ○ ○

로세스(P)

네트워크 ○ ○

클러스터 운용방식 ○ ○

R&D 체계 ○ ○

 생산 방식 ○ ○

 마  시스템 ○ ○

환경요인(E)

 ① 외부 요인

 융지원 ○ ○

 정부정책 ○ ○ ○

 ② 산업 여건

 연  산업 발달 ○ ○

 시장 특성 ○ ○ ○ ○

<표 1-3>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황 악을 해 활용하는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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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체 연구 FLOW는 <그림 1-3>과 같음.

    

<그림 1-3> 연구 FLOW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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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바이오산업의 황 

 

▫  세계 으로 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특히, 바이오의

약과 바이오농업  식품분야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재 바이오산업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이 바이오시장을 주도할 

망

－그러나 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이 부상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바이오의약  식품 분야 시장이 바이오산업 내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

오의약 분야의 비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

▫바이오산업의 메가트 드

－산업 주체 간 네트워크의 요성 확
－아시아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Green Bio의 요성 확

－바이오산업 내 주체들의 재편 

제1  바이오산업의 일반 황 

1. 세계 바이오산업 황 

◦ 세계 바이오산업은 격한 성장을 보인 이후 안정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80년  기술 신을 계기로 90년  들어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달성

∙ 90년  반기에는 연평균 40%의 성장을 기록하 으나, 후반기에는 연평균 18%의 

안정  추세를 보임.

－2000년  바이오시장의 성장세는 과거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망

∙이는 응용범 의 확 , 기술융합의 심화, 련 산업 확산 등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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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계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상장기업

총수입(백만 달러) 63,156 47,790 9,871 2,584 3,002

R&D 비용(백만 달러) 20,415 15,979 3,272 852 312

순손실(백만 달러) 4,388 2,128 1,943 324 7

고용 인력(명) 183,820 137,400 25,640 7,370 13,410

총 기업수

기업수(개) 4,203 1,415 1,613 459 716

 －상장(개) 671 329 122 81 139

 －비상장(개) 3,532 1,086 1,491 378 577

자료：Ernst & Young(200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b)

<표 2-1> 바이오산업 국가별 시장 황(2005년 상장기업 기 )

1) 시장 황

◦ 2005년  세계 생명공학 시장 규모는 1,263억 달러이며, 2001~2005년 기간에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기록

       
자료：Datamonitor(2007)

<그림 2-1> 세계 생명공학 시장 규모(2001~2005년)

◦지역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Datamonitor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세계 생명공학 시장 

매출의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26.9%, 유럽시장이 16.2% 등

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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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 Young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상장기업을 총수입을 기 으로 하

여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명공학 시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 분야가  세계 생명공학 산업 매출의 

61.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과 식품 분야

(12.20%), 산업과 환경 분야(4.20%)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악됨(2005년 

기 ).

◦ OECD 회원국의 반 인 바이오산업 황을 분석한 OECD Biotechnology statics에 의하

면 2003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828억 달러이며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바이오산업을 응용분야별로 분석해 볼 때, 보건의료 분야 79.6%, 농축산ㆍ식품 분야 
6.3%, 산업 공정ㆍ환경 분야 5.5%, 기타(주로 서비스) 8.5%를 차지

2) 시장 망 

구 분 ’00년 ’05년 ’10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00~’05년 ’06~’10년 ’11~’15년

세계시장 규모 540 910 1,540 3,090 11.00 11.10 15.0

자료：산업자원부 (2005)

<표 2-2>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 황  망
(단  ：억 달러)

◦세계 생명공학 시장은 분석기 마다 차이는 있으나 부분 11%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며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

－산업연구원의 2007년 망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5년 720억 달

러에서 연평균 14.1%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5,179억 달러가 될 것으로 망하 으며, 

이는 분석 기  가운데 가장 높은 망 수치임.

－두 번째로 높은 망치를 제시한 Datamonitor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세계 시장 규모는 

1,537억 달러이며,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11년에는 2,71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상

－바이오산업 상장기업을 기 으로 분석한 Ernst&Young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바이오산

업 시장 규모는 2001년 359억 달러에서 연평균 15.3%씩 성장하여 2006년에는 734억 달

러가 될 것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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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 ‘생명공학 시장 황  망 분석 보고서’ 재구성

<그림 2-2> 기 별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 황  망(2000~2020년)

분석기 자료 출처 특 징

Datamonitor(07) Global Biotechnology 세계 생명공학시장 포함

IBISWorld(07) Global Biotechnology 세계 생명공학시장 포함

산업연구원(07)
바이오산업의

 2020 비 과 략
2020 유망 바이오산업

(바이오신약, 장기, 칩만 포함)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07)

바이오신약ㆍ장기 제품군별/주요 질환별 세계  
국내시장 황과 망분석에 한 연구

세계 생명공학시장 포함

Ernst & Young(03~07) Global Biotechnology Report 세계 생명공학시장 포함

OECD(06) OECD Biotechnology Statistics OECD 회원국의 황만 포함

BIO(07) Guide to Biotechnology 미국 황만 포함 

<범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바이오산업은 격한 성장을 지속할 망
－바이오 문 컨설  업체인 Burrill & Company의 분석에 의하면 1986년 700 여개에 

불과했던  세계 바이오 련 기업 수가 2006년 재 5,000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

업의 시장 가치 한 15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증가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세계시장 규모가 2004년 450억 달러에서 2010년 830억 달

러로 성장할 것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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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생명공학시장을 주도할 망
－세계 바이오 기업(상장+비상장)의 34%가 미국에 존재하며, 상장기업 기  수익의 74%, 

고용 인력의 75%를 유

－미국은 인간 게놈 기술을 심으로 향후에도 높은 시장 유율을 유지할 망

－EU는 바이오벤처기업 간 합병  제휴를 통한 기술습득과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

으로 상

－일본은 축 된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개량제품의 개발  해외 벤처 기업과의 공동연구 

확  망

◦바이오산업은 그 특성상 산업 시작 25년 이후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측되고 있

으며, 이 시기가 5년 내에 도래해 향후 수 년 내에 련 기업들의 수익 창출  높은 수익 

증가율이 상됨.

－ 재 시장에 출시된 생명공학 의약품 부분이 지난 6년 동안에 승인된 것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들( 를 들어 생명공학 식료품 등)의 출

시 증가

3) 선도 기업 황

◦암젠, 바이오젠 아이덱, 아캄비스, 카이론 등이 세계 생명공학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업 부분이 미국에 본사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계 기업

－상  10개 회사가  세계 매량의 80%를 유

◦암젠 
－분자  세포 생물학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신장병, 암, 염증 질환 등의 치료제를 제

조ㆍ 매

－캘리포니아 사우 드 오크스에 본사를 두고 있음.

－2005 회계연도 매출은 년 비 17.8% 증가한 124억 3천만 달러이며, 순수익은 36억 

7,400만 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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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아이덱
－세계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젠과 IDEC제약이 합병하면서 생긴 기업으로 종양학ㆍ신경
학ㆍ피부병학ㆍ류마티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의학기술을 상으로 한 제품 
 로그램을 보유

－2005 회계연도에 바이오젠은 년 비 10% 증가한 24억 2,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 으며, 순이익은 년 비 540% 증가한 1억 6,000만 달러임.

◦카이론
－생물의약품과 백신, 액검사 기기를 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암  종양 치료제

가 주력 제품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본사를 두고 있음.

－2005 회계연도에 년 비 11% 증가한 19억 2,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으며, 순

수익은 1억 8,700만 달러를 달성

◦아캄비스 PLC

－감염성 질병을 방,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바이오기업

－미국 메사추세스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은 국 캠 리지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음.

－2005 회계연도에 년 비 57% 감소한 7,0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으며 4,47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순  기업명 매 출 순 기업명 매 출

1 Amgen 14,268 6 Serono(Merk KGaA) 2,586

2 Genetech(Roche)  9,284 7 Biogen Idec 2,683

3 Novo Nordisk  6,858 8 Chiron 1,723

4 Genzyme  3,187 9 MedImmine(AstraZeneca) 1,277

5 Gilead  3,026 10 Millennium   487

자료：삼성경제연구소(2009),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R&D'

  주： 호는 모회사, Serono  Chiron은 2005년 매출

<표 2-3> 바이오 제약 기업 순 (2006년)
(단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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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바이오산업 황

◦국내 바이오산업은 생산 규모, 수출 규모  수입액, 종사자 수 등에서 꾸 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음.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4.5%와 14.0% 증가하 으며, 

2007년에는 년보다 17.5% 증가한 3조 7,138억 원을 기록

－생산규모가 3년간 연평균 15.4%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꾸 히 성장하고 있음.

◦바이오기업의 2007년 총 수출액은 년 비 8.9% 성장한 1조 4,715억 원, 수입액은 9.1% 

증가한 1조 209억 원을 기록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망 바이오산업으로 분류되는 바이오 신약ㆍ장기ㆍ칩 산업의 
경우 2005년 1.4%의 세계시장 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7%로 성장할 망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생산규모

세 계 72,060 164,214 371,438 517,946

한 국 1,040 2,965 7,816 13,968

비 (%) 1.4 1.8 2.1 2.7

자료：최윤희 (2007)

<표 2-4> 유망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유율
(단 ：백만달러)

1) 시장 황 

◦ 2007년 지식경제부의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증가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꾸 히 성장하고 있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수 요
내 수 23,315 19.0 27,448 17.7 32,632 18.9

수 출 12,311  8.5 13,502  9.6 14,715  9.0

계 35,626 15.1 40,949 14.9 47,347 15.6

공 
생 산 27,714 14.5 31,595 14.0 37,138 17.5

수 입 7,912 17.5 9,354 18.2 10,209  9.1

자료：지식경제부 (2008a)

<표 2-5> 국내 바이오산업 수  추이
(단 ：억원, 년 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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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생산 규모를 살펴보면
－바이오의약 (44.1%)과 바이오식품 (34.4%)이 체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화학 (6.1%), 바이오환경 (5.2%)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바이오의약의 비 은 2006년 39%에서 2007년 45%로 증가하고, 바이오식품은 43%에서 

35%로 감소하여, 보다 기술집약 인 바이오의약 분야의 생산비 이 증가

   
(단 ：억원)

<그림 2-3> 바이오 분야별 생산규모 추이(2005~2007년)

       

<그림 2-4> 바이오 분야별 생산규모 유율(2007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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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망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망 바이오산업의 국내시장은 2005년 10억 달러에서 2020년 

139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18.9%의 성장을 이룰 망

－특히, 국내 바이오 신약ㆍ장기ㆍ칩 산업 등 유망 분야는 생산기 으로 연평균 19%씩 성

장하여 2020년에 139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  유망 바이오산업이 본격 으로 산업화되는 시기는 선진국의 경우 2015년 이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로 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경우 국내 바이오산업은 2000년 9,000억 원에서 2015년 21.4조 

원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2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망

－동일 기간 세계 바이오산업은 12.3% 성장할 것으로 측

－국내 바이오산업의 세계 시장 유율도 차 높아져 2015년에는 세계 시장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망

분석기 시장규모 2000 2005 2010 2015 2020

산업연구원
(2007)

시장 규모 - 1,040 2,965 7,816 13,968

세계시장 유율 - 1.4 1.8 2.1 2.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시장 규모 900 2,332 7,055 21,369 -

세계시장 유율 1.66 2.56 4.6 6.9

자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a)

주 1) 산업연구원：유망 바이오산업 (바이오신약, 장기, 칩 분야) 시장만을 포함

   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국내 바이오산업 체 포함

<표 2-6> 기 별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황  망(2000~2020년)
(단 ：백만달러, %)

제2  바이오산업의 메가트 드 

1. 산업 주체 간 네트워크의 요성 확  

◦바이오산업은 지식과 정보를 창출ㆍ확산ㆍ활용하는 조직 간의 계가 매우 복잡하며, 사업

화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의 개발 과정이 필요한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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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igh Risk, Long Term Investment의 부담을 완화하기 한 산업 행 자들 간

의 력  네트워크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상

되는 바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하여 정부 차원 혹은 공공 부문(Public 

Sector)의 일부가 산업의 주체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호주  후발 주자

로서 가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 싱가포르, 인도 등 부분의 국가는 바이오산

업의 육성을 하여 클러스터를 조성, 운 ㆍ지원하고 있음.

－  클러스터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제휴  네트워킹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음.

◦클러스터의 경우, 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부문의 주체와 산업 주체가 함께 네트워킹을 형

성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부의 연계기구를 통하여 연구－임상－제조  매의 단계를 

연결하고 자 지원, 기술  기타 정보의 제공ㆍ공유, 특허  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등과 같이 바이오산업의 형성  성장이 오래된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기존 연구 

기 을 주축으로 한 자연발생  클러스터－ 표 인 로 샌디에고 클러스터－를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유럽이나 아시아와 같은 후발 국가의 경우 정부에 의해 형성ㆍ운 되

는 클러스터가 다수 존재

◦기업 차원의 제휴  네트워킹 역시 다수 찾아 볼 수 있는데, 산업 기에 가치 사슬 동일 

단계 내에서의 네트워킹이 다수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가치 사슬 둘 이상의 여러 단

계에 걸친 네트워킹이나 가치 사슬 체를 포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찾아 볼 수 있음.

－산업 기 공공  학 연구기 과 민간 혹은 기업 내 연구기 의 제휴가 다수 던 

반면, 최근에는 연구 기 과 생산  매 기업, 거  제약 기업과 바이오 소  벤처 

기업의 제휴가 두드러짐.

－산업연구원의 2008년 연구보고서(이상규ㆍ노 진, 2008)에서는 거  바이오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휴  네트워킹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함.

∙유형 1：다른 단독 연구자를 입하여 연구개발  제품화

∙유형 2：타 기업  학 연구자와 공동 연구 후 해당 기업 인수 합병  제품화

∙유형 3：타 기업에 자  지원 등으로 특허 권리를 확보한 후 해당 기업 인수  제품화

∙유형 4：타 기업  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화



제2장 바이오산업의 황  21

(특허의 소유권은 타 기업에 있으며, 실시권(licensing)만 보유)

∙유형 5：타 기업  학 특허와 단순 조합에 의해 제품화

2. 아시아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 Ernst & Young의 ｢Global Biotechnology Report(2003~2007)｣에 따르면, 캐나다와 아시아

ㆍ태평양 지역의 경우 시장 유율이 3% 로 낮지만, 성장률은 비교  높음.

－특히, 2004년을 기 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시장이 캐나다를 앞지르는 등 아태 지
역의 바이오산업 성장이 두드러짐.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2007년 국의 제약 시장 규

모는 약 700억 달러로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룰 것으로 망

－ 국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한 매우 높은 편으로, 2007년 발표한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Bio-industry Eleven-Five Development Program)｣에서 2010년까지 바이오

산업을 695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

－ 국 제약 기업의 로벌 비즈니스도 활발하여 국이라는 거  시장 진입에의 이 을 

극 활용하여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분야의 다국 기업 임상시험 유치

활동이 활발

－베이징, 상하이, 장춘, 우 등의 지역에 바이오기업을 입지시키고 클러스터를 구축

∙ ‘상하이 장장 하이테크단지’의 경우 국내외 유명 바이오의약 기업 유치

∙ ‘선 ’의 경우 의료 설비, 의약, 진단시약 분야의 5  산업 클러스터 형성 

∙ ‘ 우 과학성’에는 115개 바이오기업과 국가 바이오연구기 이 입지해 산학연 력 

모드 조성

◦인도는 최근 4년간 연간 35%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7년 280여 개의 바이오기

업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음.

－2007년 인도의 바이오산업 수출은 약 12억 달러로 체 매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으

며, 체 수출  바이오의약이 74%, 바이오서비스가 21%를 차지하고 있음.

－2007년 인도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략계획(National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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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6억 달러를 바이오산업 육성을 해 투

자할 계획이며, 재의 트 드에 따르면 2010년경 산업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르며 400

개 이상의 바이오기업이 늘어날 망

－몇 개의 주에 테크놀로지단지를 설립하여 세제혜택, 우수 연구센터나 인큐베이터센터 설

립을 통해 바이오테크놀로지 개발을 장려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인 클러스터는 Lucknow 바이오 클러스터, Pune 바이 

오 클러스터, Hyderabad 바이오 클러스터, Bangalore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있음.

◦미국과 유럽 바이오기업의 아시아 지역 내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 내 다국  바이오기업의 활동이 생산과 매에 주력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

나, 최근 조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의 경우, 연구개발 련 활동의 비 이 50%가 넘으며 특히 임상시험 비 이 25%를 

차지하고 있음.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 매  마

인 도 28 25 17 30

 국 42 9 11 39

일 본 15 5 4 76

0% 20% 40% 60% 80% 100%

자료：Ernst & Young

<그림 2-5> 미국과 유럽 바이오기업들의 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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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제약기업의 한국 투자  연구 활동 활성화

－화이자(Pfizer)의 경우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

를 체결

∙핵심임상연구기  선정, 화이자－국가임상시험사업단 R&D 심포지엄 개최, 임상시험 

교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

－노바티스 펀드의 경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향후 5년간 2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이며, 이미 네오믹스ㆍ 멥신 등 2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

3. Green Bio의 요성 확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과 환경문제에 한 해결의 필요성 증가
－기하 수 인 인구의 증가, 이들의 부양을 한 농경  경작지, 그리고 산업 개발의 확

, 그로 인해 발생된 기후변화 등의 상으로 인류는 이 과 다른 식량, 생ㆍ보건 등
과 련된 새로운 요소에 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식량, 기후, 환경, 생ㆍ보건 등과 같은 문제들은 모두 서로 연 된 총체 인 지구 환경 

문제

∙단순히 각각의 문제가 아니며 개발국가만의 문제도 아님.

◦단순히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행되고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 효과가 단

히 제한 일 수밖에 없음.

－생산량을 늘리기 한 신품종 종자개량 혹은 유 자변형 등과 같은 신기술의 발 으로 

고성능 화학 비료와 농약 같은 이 부터 해온 방식과 비슷한 생산 방법과 수단에 한 

투자 증 의 효과는 매우 한계가 있음.

－기후변화로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엘니뇨, 라니냐 상이라고 일컫는 각종 홍수, 한발, 

그리고 기상이변 등은 해마다 식량 생산량의 손실을 가져오며, 이는 인류의 기술 인 노

력으로 증가시키는 생산량을 상당부분 감쇄

－생산량을 으로 늘리기 한 산림벌채, 해안매립 등과 같이 자연생태계를 인간을 

한 경작지로 바꾸던 재래방식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

◦따라서 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인 책마련에 한 요구

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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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연구하여 발 시키고 있는 태양 , 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 지 활용기술을 비롯해 에 지 약  장기술 등 녹색 에 지기술(Green 

Technology)과 친환경기술로 변되는 녹색경제(Green Economy) 시 에 맞는 창의 인 

정책이나 안이 필요할 때임.

◦앞으로의 식량 문제는 먹거리 자체뿐만 아니라 에 지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이에 

한 해결책으로 농업 분야에서 두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농업’

－‘바이오농업’이란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친환경, 

친에 지 방식으로 식품과 원료를 생산하는 것임.

－바이오농업은 유 체(genome) 정보와 형질 환 기술(Transgenec Technology)을 이용한 

분자육종(Molecular Breeding)으로 개발된 유 자 변형 농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을 재배하는 것임.

◦자연 생태계와 환경의 희생을 가로 발 해 온 재래 농경 방식을 탈피하여 바이오농업의 

새로운 안으로 아 트형 농장이 부상하고 있음.

－녹색경제 시 의 새로운 농경 패러다임인 아 트형 농장은 기존의 2차원  평면 농경방

식이 아닌 3차원  수직 입체 농경방식으로 도심에서도 용 가능한 새로운 바이오농 

업 안

◦아 트형 농장은 새로운 개념의 실내 농경시설

－1999년 미국 컬럼비아 학 환경학과 교수인 Dickson Despommier에 의해 처음 주창된 

미래 첨단 농경 시스템

－도심 한 가운데에 수십 층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지은 후 각 층에서 수경 재배 방식으로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물론 축ㆍ수산물 등도 기르는 새로운 개념의 실내 농경
지  양식장을 말함.

－Despommier 교수가 제시한 아 트형 농장(Vertical Farm, VF)의 이

∙연  작물 생산으로 VF 1㎡에서의 생산성은 노지 농경의 4~6배 이상

∙한발, 홍수, 병충해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작물 피해가 없음.

∙ VF 내 모든 작물은 농약이나 비료 없이 순수 유기농으로 재배됨.

∙하수의 재활용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하수가 없음.

∙ VF는 기존 농경지를 신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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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증발 수증기 포집 시스템으로 음용수를 생산할 수 있음.

∙기존 농경법에 필요한 트랙터, 트럭 등 각종 농기계  장비가 필요 없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식물 꺼기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에 지로 활용

∙도시 지역 내 슬럼화된 부지나 시설을 식량생산시설로 재활용
◦아 트형 농장은 ‘식량 확보’, ‘친환경’, ‘지속가능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아 트형 농장에서는 동일면 의 노지에서보다 최  10~15배 가

량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상

∙가령 1,000㎡의 공간에 30층짜리 빌딩을 건설해 VF으로 조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

 35만㎡의 야외농지에서 거둬들인 양과 동일한 수확을 올릴 수 있음.

－이 아 트 농장에서 필요한 에 지는 태양 , 풍력, 메탄가스 등 신재생에 지를 이용해 

자체 공

－수경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재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강으로 버려지는 정
화수를 끌어들여 재활용

－아 트형 농장은 거의 부분 소비자가 몰려있는 도시권 내에 건설함으로써 폭 인 

운송비 감이 가능하고 생산단가와 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음.

－토양에 의존하지 않는 수경재배는 세월이 흘러도 지력의 하락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 없
이 안정 ㆍ반 구 으로 농작물 생산이 가능

◦아 트형 농장은 미래 도시 재생 로젝트의 새로운 모델

－아 트형 농장은 도심 내 공장 이 지나 슬럼화된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도입하여 

새로운 생산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노후화된 빌딩들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등 

도시계획과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신규 빌딩의 건설 는 기존 빌딩의 리모델링을 해 지 않은 기 투자비가 필요하
지만 장기  에서 인류가 얻게 될 환경 , 경제 , 사회  혜택을 고려하면 충분한 

타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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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산업 내 주체들의 재편

◦바이오산업의 주체들이 재편되면서 기업 간 략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바이오의약 산업 내 주요 제약기업들의 경우 매출의 30~60%를 불러오는 특허가 향후 5

년 내에 만료되어 기업 간 M&A  략  제휴가 핵심 이슈로 부각

－  최근 제약 산업의 R&D 생산성 하락이 심각한 수

∙미국 제약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약 승인건수는 1996

년 이후 히 하락(Datamonitor, 2004)

－이에 따라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네트워크 간 총체  경쟁 양상이 나타남.

∙기술개발  사업 개에 있어서 개별 기술  기업의 통합ㆍ활용 역량이 요

－지분 인수, 마일스톤 방식의 R&D 자  지원, 신약 개발 성공 시 공동 마 , 매 수

익의 배분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간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성장의 핵심 략으로 M&A를 활용

－기업 성장 방법으로 M&A가 일반화되면서, 바이오 제약 분야의 연간 M&A 액이 300

억 달러에 육박

－요소 기술  유망 신약후보물질에 한 리미엄도 큰 폭으로 증가

∙바이오기업의 M&A 가치( 리미엄)가 2005년의 경우 일반 바이오기술 분야 96억 달 

러, 제약 분야 158억 달러로 연간 총 254억 달러를 기록하 으며, 2006년에는 각 분

야의 증가로 총 299억 달러를 기록

－2005년 이후 로벌 제약사의 바이오제약 기업 인수가 증한 가운데 미국 기업의 99%, 

유럽 기업의 87%가 2년 내 M&A 는 략  제휴를 고려(E&Y 2007 Biotech CEO 

Survey)

◦ 략  제휴의 한 형태인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체제 가속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외
부로 내보내기도 하는 체제

－이에 따라 제약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기업에서 연구부터 매까지 수행하는 

FIPCO(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모형에서 학ㆍ바이오기업ㆍ제약 
기업 등이 가상 으로 통합된 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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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격하게 변할 것으로 보임.

  

자료：Burrill & Co.

<그림 2-6> FIPCO와 VIPCO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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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국내 바이오산업에 한 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 앙정부 차원에서 기 기술 개발을 한 R&D 지원 등과 같은 가치사슬 기 단계에 한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복 투자를 이고 효율 인 지원을 하여 기  연구개발보다 사업

화(상업화) 분야에 비 을 높여야 함.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본 결과,

－ 부분의 국가에서 활성화된 네트워크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내부에는 이를 한 선도 기

( 학, 연구기 , 기업 등)이 존재

－세계 유수 기업의 사업 역이 세계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극  유치가 매우 요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공공부문의 참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공기업 등

과 같은 형태로 산업 내 하나의 행 자로 활동

제1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1. 앙정부 차원 

1) 기본 계획

◦ 1983년 ‘생명과학 육성법’ 제정

 ◦ 1994년 ‘제1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Biotech 2000) 수립

－연차별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 수립ㆍ시행(’95~’06년)

◦ 2006년 ‘제2차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수립

－과학기술부의 주 으로 8개 부처(교육인 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가 공동으로 수립하 으며,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8개 부처의 21개 련 계획을 포 하는 생명공학 분야

의 상  계획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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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  로벌화, 법/제도 정비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4단계 핵심 략을 채택

◦ ‘2008년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 수립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동법 시행령을 법  근거로 수립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생명공학 련 부처가 기존 8개에서 6개로 조정

     

<그림 3-1> 정부 조직개편 이후 조직  사업 변화

 

2) 주요 유  부처

◦ 앙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총 

6곳

◦출연 기
－한국 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등 총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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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 신본부 내부자료 재가공

<그림 3-2> 과학기술행정체계 출범에 따른 생명 분야 부처 간 역할

3) 정부 기 별 정책 내용 

(1)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①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개발 지원 체제

◦법ㆍ제도  기반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1) 설치ㆍ운
, 8개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 시책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 공학 육성법’을 

1983년 제정하 으며, 1995년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개정

－1998년 뇌 연구의 효율  육성  개발기술의 산업화 진을 하여 ‘뇌 연구 진법’을 

제정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1994년 제1차 Biotech 2000('94~'06년), 제2차 Bio-Vision 2016('07~'16년)을 수립ㆍ시행

1) 과학기술부장  소속하 8개 부처 차   민간 문 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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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명공학, 보건의료, 농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

ㆍ해양, 바이오융합의 연구개발, 공공 R&D 인 라를 한 시설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

을 지원

나. 기 과학 진흥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한 기 연구  지원, 학문후속세  양성 지원, 신진교수 연구 지

원, 기 연구과제 지원, 우수학자 지원 등으로 우수 기 연구에 한 지원 사업을 시행

◦  연구소 지원 사업, 학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학부설연구소의 문화  특성화를 

한 지원, 국제  수 의 학술회의 개최나 학술지 발행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이 외에 남북학술교류지원 사업 등과 같은 특정 목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등을 수행

다. 인력 양성 

◦제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지방 학 신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 략 분

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

② 지식경제부

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시책

◦산업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의 선
－정부 주도의 바이오산업 선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해  지원이 필요한 생명공학 분

야 기술군을 선정하여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략  개발을 추진하려는 계획

－바이오 스타를 창출하기 한 연구개발 로젝트, 친환경 화석 연료 체 기술인 산업 

바이오 발  시책 등을 추진

◦선진국 수 의 인 라 구축

－생물산업기술실용화 센터 건립  운 , 선진국 모델 기반을 구축하기 한 표 화 추진 

등을 통하여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인 라를 구축

－지역 특성화 사업과 연계된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

∙산업정책 차원의 9개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BVC)와 지역균형발  차원의 19개 바

이오지역특화센터가 경쟁 으로 설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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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구심  역할을 하는 코리아 바이오 허 (Korea Bio-Hub)를 구축하여 국 28개 

바이오센터 네트워킹을 강화

지역 성격 품목 종료 지역 성격 품목 종료

강원
춘천

BVC 의약 2002년
남

화순 지역센터 백신 2008년

지역센터 바이오 2007년 장성/곡성 지역센터 생물 2008년

강릉 지역센터 해양 2007년

경북

상주 BVC 식품 2005년

충북

동 BVC 식품 2005년 울진 지역센터 해양 2007년

오창 지역센터 보건의료 2007년 안동 지역센터 건강산업 2007년

제천 지역센터 통의약 2007년
구

1 지역센터 식품 2008년

충남 논산 지역센터 동물자원 2007년 2 지역센터 한방 2008년

1 BVC 의약 2003년
경남

진주 BVC 화학소재 2008년

2 지역센터 바이오 2007년 진주 지역센터 화학소재 2008년

북
주 BVC 식품 2003년

부산
1 BVC 해양 2003년

주 지역센터 식품 2007년 2 지역센터 해양 2008년

남

나주 BVC 생물 2003년
제주

1 BVC 식품 2005년

나주 지역센터 식품 2007년 2 지역센터 향장 2007년

화순 지역센터 농업 2007년 경기 교 BVC 의약 2010년

자료：2007생명공학백서

<표 3-1> 28개 지역 바이오센터 구축 황

◦ 로벌 네트워크 강화 

－의료 산업 해외 마  센터 이용, KOTRA, 지자체 등이 참여한 TF 구성 등을 통하여 

극  해외마  략 수립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생물무기 지 약’, ‘바이오안 성의정서’ 등을 효과 으로 이행하기 한 체계 구축

 

나. IT 융합기술 서비스 

◦ 략 분야 선정

－생물정보분석 SW, 바이오센서, 생체이미징, 바이오칩, 유해유기물센서, 생체신호인터페

이스, 바이오데이터보호, 생체정보보호 등 8개 분야 선정

－ , 도출된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한 략 서비스 분야로 건강

환경도우미(Pervasive Lifecare Company)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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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산업화
－건강상태 모니터링, 질병 스크리닝, 유해환경 감시 등 맞춤형 라이 어 서비스를 구

하기 하여 단계 으로 개발 추진

③ 농림수산식품부

가. 농림기술 개발사업

◦바이오 신소재, 분자마커, DNA Kit, 고부가가치 동식물 신품종개발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

로 산학연 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실용화 진이 목표

나. 수의과학기술 개발사업

◦가축질병 방역기술 개발, 해외악성 염병 ㆍ특수 염병  신종 유해 화학 물질 등에 한 

검역ㆍ방역 기술 개발, 독성평가 등을 추진

다. 바이오그린 21사업

◦ 2001~2010년까지 약 3,3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

－농업생물자원다양성연구단, 동물유 체개발연구단, 분자육종연구단, 기능성 

④ 보건복지가족부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기반으로 1995~2006년까지 12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자 을 지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기존 7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재편

－차세  성장 동력 사업：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분야 육성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사업：보건산업기술의 핵심 략산업화 추진

－미래보건 기술개발사업：BT, NT 등을 활용한 미래보건 의료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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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1998년부터 ‘2020 로젝트’를 추진하 으며, 기 연구단계(’98~’02년), 연구심화단계(’03~’07

년), 실용화단계(’08~’12년) 등의 3단계 목표 수립

－한방바이오퓨  연구사업, 골   뇌질환 분야 등 특정질환센터 지원

다. 질병 리 연구사업

◦국내 발생 염병  만성질환에 한 방, 진단  치료기술 개발 연구와 질환과 련된 

유 체의 분석으로 질병을 측하는 유 체 사업 등을 담당

⑤ 환경부

◦환경생명공학기술(Enviro Biotechnology, EBT)

－환경기술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한 환경 피해 유발 요 인을 
억제ㆍ제거하며, 환경 오염을 사 에 방ㆍ 감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   리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

－EBT는 환경 오염을 감ㆍ 감ㆍ복원시키기 하여 생물과 생물학  처리 공정을 이용

하는 BT를 ET에 목하거나 융합하는 기술로 BT의 기본  핵심 기술2)  생물공정기

술, 미생물 이용 기술이 주로 활용

◦차세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ET21 사업) 추진(’01~’10년)

－유 자 변형 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향 평가  안  리 사업, 제3차 국 

자연 환경조사 사업 등을 시행

－ET21 사업 가운데 생명공학 련 사업 산은 총 산의 약 20%

2) 유 자 변형 기술(유  공학), 세포 융합 기술(세포공학), 세포 량 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생물공정기술(효소공

학), 미생물 이용기술(미생물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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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해양부 

가. 추진 황

◦기본 계획  사업 시행
－1996년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년 ‘해양 한국(Ocean Korea) 21 계획’, 2004년 ‘해양과

학기술(Marine Technology, MT) 개발 계획’ 등을 수립

－마린바이오 21 사업, 수산생명공학기술 개발, 유 자변형 수산물의 안 성 평가 연구 등

을 시행

나. 마린바이오 21 사업

구 분 목 표 내 용 

1단계
(’04~’06년)

원천기술 개발 해양생물의 기능ㆍ구조분석기술 개발 

2단계
(’07~’09년)

응용기술 개발 해양생물 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3단계
(’10~’13년)

산업화기술 개발 해양 유래 소재, 물질 상품화기술 개발 

<표 3-2> 마린바이오 21 사업의 단계별 목표

 

◦주요  과제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 체 연구, 해양바이오 로세스 연구, 해양 천연물 신약연구

－기존의 극지유용생물자원연구,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개발 사업, 해양 생물 이용 유용 

신물질 개발 사업,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등을 편입

(2) 정부 출연 기 의 정책 

◦한국식품연구원 
－바이오식품소재기반기술에 한 연구개발

◦한국생명연구원
－연구개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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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연구 성과물 등록사업, 바이오융합연구사업, 생물 정보 연구 성과물 등록 사

업, 유 체 정보생산 연구사업, 생명공학 안 성 평가기술 개발 사업, 바이오산업 지원 

사업, 국가 장류센터 운 사업, 국가생물자원 정보 리센터 구축사업 등

－시설  기반 구축

∙바이오신약 연구센터 건설
◦한국화학연구원

－ 로벌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한 연구개발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 형장비를 이용한 막단백질 분석기술 개발, Bio-NMR 첨단 기술 개발  응용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hemoinformatics 연구, 복합기술을 이용한 뇌기능 연구, Metabolomics 응용기술 연구, 

근골격계 조직재생기술 개발, 도핑콘트롤에 한 연구, 표 지향형 신규항암제 후보물질 

개발, 실시간 분자 성 Smart Sensor기술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의 과학화  표 화를 한 기반 연구

◦한국표 과학연구원

－의료ㆍ복지 측정표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유래 항암소재  유용효소개발 연구사업, 해양으로부터 생체 소재 뱅크 구축  생

명 소재 개발

◦한국 자통신연구원

－유비쿼터스 건강 리 모듈/시스템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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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 투입 황

(1) 생명공학 분야 총  황 

① 정부부문 생명공학 투자현황 

     
 ＊자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자료 가공

 ＊’06~’07년의 투자에는 출연기 의 투자(710억원, 932억원)이 포함됨.

 ＊’94~’07년 기간의 정부투자는 총 5조 2,452억원(연증가율 24%)

<그림 3-3> 정부부문의 생명공학 투자(’94~’07년)

② 부처별 생명공학 투자현황

구 분
제1차 기본계획
1단계(’94~’97년)

제1차 기본계획
2단계(’98~’01년)

제1차 기본계획
3단계(’02~’06년)

제2차 기본계획
1차년도(’07년)

총계

과학기술부 2,150 4,418 10,745 2,470 19,783

교육인 자원부 197 823 1,657 800 3,477

농림부 723 887 3,677 842 6,129

산업자원부 167 1,299 6,049 1,674 9,189

보건복지부 448 886 6,080 267 7,681

환경부 93 196 1,027 1,300 2,616

해양수산부 78 149 350 390 967

정보통신부 - - 523 118 641

출연기 - - 710 932 1,642

총계 3,856 8,658 30,818 8,793 52,125

*자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자료 가공

*’06~’07년 투자실 에는 출연기과의 투자실 (710억원, 932억원)이 포함됨.

*해당 출연기 (총7곳)：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자통신연구원, 해양연구원, 한의학

연구원, 화학연구원

<표 3-3> 부처별 생명공학 투자(’94~’07년)
(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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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8년 생명공학기 통계 자료 가공

<그림 3-4> 체 생명공학 투자액 비 부처별 유율 (2007년)

(2) 생명공학  연구개발 분야3) 투자 황 

① 미래 유망 기술(6T)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단위：억)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49,036 59,847 72,218 80,393 87,704

6T 23,578 32,980 40,560 49,380 55,727

정보기술 10,375 13,673 14,748 16,260 19,079

생명공학기술 5,356 7,717 10,967 13,019 15,063

나노기술 2,004 3,041 3,191 3,432 4,186

환경기술 3,485 5,468 6,842 9,440 10,817

우주항공기술 1,916 2,550 4,270 6,745 5,960

문화기술 442 531 541 483 623

기타 25,458 26,867 31,658 31,013 91,977

<표 3-4> 미래 유망 기술(6T)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03~’07년)

3) 정부부문의 생명공학 산업은 분야별로 연구개발, 시설  기반구축, 인력양성 분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

(R&D) 분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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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가공

<그림 3-5> 미래 유망 기술(6T)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03~’07년)

②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비

구 분 R&D 사업비
BT분야 R&D

사업비 비 유율
정부 체 R&D

사업비 비 유율

교육과학기술부 315,997 40.2 2.91

농림수산식품부 90,691 11.5 0.84

지식경제부 77,582 9.9 0.71

보건복지가족부 167,979 21.4 1.55

환 경 부 28,330 3.6 0.26

국토해양부 18,635 2.4 0.17

출연기 87,100 11 0.8

총 계 786,584 100 7.3

*자료：2008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과학기술부, 국회,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자료 재가공

*  주：정부 체 R&D 사업비는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자료에서 추출

체액 10,842,300 백만원 

<표 3-5>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비(’07~’08년)
(단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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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차원

1) 기본 방향

◦서울시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은 제1차 서울지역 신발  5개년 계획 상에서 바
이오산업을 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방향을 제시함. 이 계획의 요지는 서울지역 략 산

업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하여 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신 체계 구축에 을 둠.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하여 바이오산업을 차세  신성장 동력 10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서울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하여 2004년 <서울바이오 산업 장기 사업계획(안)>

을 수립

◦ 재 서울시의 생명공학 분야에 한 지원 방향은 크게 <R&D 사업 육성 략>과 시정 5  

핵심 로젝트 15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첨단산업 단지 조성> 사업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2) 서울시 바이오사업 육성 계획

◦ 2004년 당시 기 의과학 지원을 하여 ‘서울  종양면역의과학연구사업’에 시비 약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실태와 여건을 분석하고 지원 시책을 개발

하기 하여 육성 방안 학술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음.

◦ 기  측면에서, 학ㆍ연구기 ㆍ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한 서울 바이오산업 발
 원회의 설치, 창업  경 ㆍ 매ㆍ행정 등 애로사항에 한 One-stop 서비스 지원을 

한 서울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 설치, 기술연구의 상업화 과정상 자  련 애로사항을 

이기 한 바이오 펀드 조성, 바이오 문 창업 보육 센터 설립 등을 계획

◦  장기  측면에서, 사업화 단계에 있는 창업보육업체에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 공장  

문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입지 공간을 제공하기 하여 바이오 생산 문 

맞춤형아 트형 공장  바이오 테크노 비즈니스 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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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R&D 사업 지원 황

(1) 기본 체계

① 전략산업별

◦기술기반 구축사업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  한 분야 

－과거 ‘서울시 5  략 산업’으로 지칭되던 여러 사업들이 통합ㆍ운 되고 있음.

－‘ 략산업 신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과 ‘서울형 미래도시산업 육성지원사업’ 역시 

2007년부터 통합ㆍ운 되고 있음.

－이 가운데 ‘ 략산업 신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BT분야 지원

－지원 상： 략산업별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사업화로 연계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학, 연구소, 기업 등의 컨소시엄

－지원 기간：약 3~4년(서울시 지정과제의 경우 2년)

－지원 산：2008년의 경우 60억원

－지원 규모：과제당 연 3억원 이내(과제 내용에 따라 5억원까지 가능)

기술기반 구축사업
선정 근거

업종명 세부업종명

디지털 콘텐츠
상/애니메이션 산업, 

게임산업

∙풍부한 자본,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수요 존재
∙DMC(Digital Media City) 건설
∙디자인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확

정보통신
정보통신서비스업
정보통신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 존재
∙사업 련 지식의 풍부한 집

바이오/ 나
생물산업

바이오 신약/ 의료
∙다수의 바이오벤처 입지
∙산업 련 지  인 라  다양한 기반 시설 존재

융  사업
서비스

융ㆍ보험
사업서비스업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핵심분야로 부상
∙고도의 지식집약  산업
∙도심, 여의도, 강남권을 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의류ㆍ패션
의류ㆍ패션 산업

디자인 산업
∙한류열풍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의 확
∙많은 패션 교육기 , 숙련 패션인력 존재

자료：과학기술부ㆍ서울특별시(2005), ‘서울지역 과학기술 신 로드맵 수립’

  주：2007년 ET분야 포함, 상기의 산업발 을 한 인력양성 사업이 포함

<표 3-6> 서울의 기술기반 구축사업 업종  선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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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산업 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서울시 략산업  IT, BT, NT, ET 등 잠재력은 있으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첨단기

술 주의 R&D 지원

② 기술단계별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략산업에 해 학주도의 원천/기 기술 R&D  지원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략산업에 해 기업주도의 응용/생산 기술 R&D  지원

(2) 산 지원 황 

① 주요 사업별 지원 규모

주요 사업명
지원 기간

(연)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 산
590.9억원

소요 산
670.8억원

소요 산
647.0억원

략산업 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5 298.1 409.8
479.8

(70억원△)

서울형 미래도시 산업 육성 지원사업 5 48.9 84.7
107.1

(22.4억원△)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1 114.00 0
20.0

(20억원△)

특허 등록 지원사업 1 0.7 4.8
-

(4.8억원▽)

산학 력단 활성화 지원 1 21.3 25.0
-

(25억원▽)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38.8 59.8
4.1

(55.7억원▽)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2 16.9 27.9
21.0

(6.9억원▽)

ㆍ고등학교 과학 연구지원사업 1 1.2 1.3
-

(1.3억원▽)

정부 지원 서울시 응투자사업 3~7 28.6 35.0
-

(35억원▽)

소기업 맞춤형 장기술 인력양성사업 2 22.5 22.5
15.0

(7.5억원▽)

자료：시정연(2007), 서울시 R&D 육성 략 연구

<표 3-7> 서울시 R&D지원의 주요사업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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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분야별 지원 규모

략 산업

기술기반 구축사업

합계(2005/2006년)략산업 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사업(2006년)

과제
건수

비
(%)

시
지원 액

비
(%)

과제
건수

비
(%)

시
지원 액

비
(%)

IT(정보통신) 4 12.9 68.1 16.6 14 8.0 109.1 15.2

BT(바이오)/ NT(나노) 5 16.1 185.2 45.2 39 22.4 347.4 48.3

ET(환경ㆍ신재생에 지) 13 41.9 23.2 5.7 53 30.5 34.5 4.8

디지털 콘텐츠 1 3.2 68.4 16.7 1 0.6 79.5 11.0

융  사업서비스 2 6.5 4.5 1.1 6 3.4 4.5 0.6

의류/패션 3 9.7 12.4 3.0 13 7.5 15.4 2.1

기타(인력양성 등) 3 9.7 48.0 11.7 48 27.6 129.3 18.0

합계 31 100 409.8 100 174 100 719.8 100

자료：시정연(2006),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 2007년 사업계획’

<표 3-8> 서울시 기술기반 구축사업 지원 분야  규모
(단 ：억원)

◦ 2006년 BT  NT 분야에 185.2억 원(45.2%),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68.4억 원(16.7%), IT

분야에 68.1억 원(16.6%)을 투자

◦미래 략기술인 BT/NT 분야에 한 지원은 합산을 하더라도 체의 45% 수 에 불과

(2) 지원 조직

◦산학연지원과 련된 사업기획 기능은 서울시가 보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가 사업 공모 이후 단계부터의 기능을 보유

－과거에는 기술수요와 공 에 한 정보가 집 된 서울시가 산업계 동향 검과 로그

램 제안을 담당

－ 재는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학ㆍ연구기 의 기술 공 가능성에 한 정보가 산학연

지원센터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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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1) 사업 개요

◦시정 5  핵심 로젝트 15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크게 상암 DMC(Digital Media City)와 마곡 MRC(마곡 R&D City)로 나 어짐.

◦이 가운데 마곡 MRC의 경우 마곡지구에 IT, BT, NT의 첨단 융합기술 R&D 센터  국

제업무단지를 조성함으로써 BT분야에 한 지원이 상됨.

(2) 단계별 개발 계획

◦ 1단계(’07~’15년)

－국제업무단지  IT, BT, NT 련 첨단사업과 R&D 센터, 국제교류지원센터, 공공지원 

시설, 업무지원을 한 상업기능, 배후 주거단지 등을 개발

◦ 2단계(’16~’23년)

－장래 첨단산업 수요에 응

－군부  이 을 감안한 주거지 개발

◦ 3단계(’24~’30년)

－1, 2단계 개발 이후 추가 인 첨단산업 지원시설과 연구개발센터를 조성

제2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

1. 해외의 사례

1) 미국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1) 클러스터  네트워킹 형성 과정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는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 에 의해 자연발생 으로 형성되었으

며, 클러스터로 발 하게 된 결정  계기는 미국에서 가장 선구 인 바이텍 기업의 하나인 

Hybritech사의 설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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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tech은 로이스톤, 번도르  등 창조  연구자에 의해 바이오기술의 개발과 상품화

에 성공한 샌디에고 최 의 바이오 기업

－이러한 Hybritech 설립은 이미 바이오산업의 지  토양을 일구어온 선구  연구기 이 

존재하 기 때문에 가능

◦바이오연구 클러스터(Bio Research Cluster)로서의 본격  출발은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와 ‘ 크연구소(Salk Institute)'의 설립이 계기가 됨.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는 비 리 ‘스크립스 클리닉 연구 재

단’에서 출발하 으며, 세계  바이오 연구 과학자들을 빙하여 샌디에고를 세계  수

의 인 자원 거주 지역으로 변화시킴.

－특히 1964년 캘리포니아 학 샌디에고(UCSD)의 설립은 연구 학과 인  자원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  계기로 작용

－이후 UCSD를 정 으로 비 리 연구기 과 특수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과학과 기술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 이 지리 으로 집 함에 따라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

되기 시작

◦ Hybritech사의 단일 세포 항체(monoclonal antibody) 생산기술의 상용화는 짧은 기간에 

상치 않은 경제  성공을 거두게 함으로써, 샌디에고 지역을 경제 으로 활성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옴.

－이와 같은 성공은 외부 자본의 유치, 스핀 오 (Spin-Off, 분사)4)를 발하 으며 2003

년 Hybritech에서 생된 신규 기업은 총 53개에 이름(Milken Institute, 2004).

◦ 1985년 설립된 UCSD CONNECT 로그램은 신규 기업 창출에 결정  역할

－신규기업에 한 법률 자문, 특허권 보호, 투자유치 자문 등 연구자와 기업, 벤처 자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

◦ Hybritech사와 많은 신규 기업의 경제  성공과 세계 첨단 수 의 연구기  집 은 로

벌 제약 기업을 샌디에고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화이자, 존슨앤존슨, 릴리, 머크, 노바티스 등의 세계  제약 회사를 유치

－이에 따라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는 기 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에 진입(이종선, 

2004)

4) 모회사에서 분리독립한 자회사들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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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조직의 역할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의 표 인 네트워크 조직으로는 UCSD CONNET와 BIOCOM

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지방정부 연합체인 SANDAG, 연방 재정으로 설립된 방  컨소

시엄, 주정부 재정으로 설립된 ‘지역 테크놀로지 연합’, 연구 공동체에 기 한 과학기술 원

회 등이 있음.

① UCSD CONNET

◦주요 목   역할 

－학문 연구자들과 기업가, 벤처 사업가와 사업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주요 목 으로 함.

－기업 회원들(2003년 1천여개)이 내는 회비  서비스 수수료에 의해 운

◦주요 사업 로그램
－기업가  연구자 모임 주선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 연구자와 신기술을 찾고 있는 기업가를 연결
∙실제로 두 그룹에서 수백 명의 계자가 참여하여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재정포럼(Financial Forum)

∙자본 제공자들을 지역 내로 유인하고 이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가와 사업 

지원 서비스(법률, 회계, 마 , 다른 서비스 제공자 등)를 연결

∙샌디에고 테크놀로지 재정포럼
：HighTechnology 분야에서 사 에 스크린된 기업들이 국의 벤처 자본가에게 사업

제안을 발표하는 기회 제공

∙샌디에고 바이오테크놀로지ㆍ바이오메디컬 기업 트 십 포럼

：BioTechnology 기업가들이 신  신규기업에 심을 갖고 있는 로벌 기업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기회 제공

－스 링보드 로그램(Springboard Program)

∙매년 유망한 50개 신규기업의 Technology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고 이들에게 효과 인 

젠테이션 기술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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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Milken Institute(2004)

  주：Relative Growth 1997~2002(Index US=100)

<그림 3-6> 미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고용집 ㆍ성장ㆍ규모

② 샌디에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위원회 BIOCOM

◦정책 이슈에 한 의견 조율, 사업기회 연결활동, 실무자 교류기회 제공, 그룹 보험 정책과 

같은 선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개

◦제약회사의 지역 내 유인  벤처 자본의 유치, 노동력 창출을 한 커리큘럼ㆍ훈련 로
그램 등을 학기 과 공동 모색

(3)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제  성과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의 성장은 지역 경제의 산업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1990년  까지 지역경제를 이끌던 방산제조 부문의 일자리가 1990년 4만 5,000여명

에서 2000년 1만 8,100명으로 크게 감소

－바이오테크, 바이오메디컬 산업, 텔 커뮤니 이션 산업의 고용은 1990년 1만 8,700여명

과 1만 3,300여명에서 2000년 2만 9,300여명과 2만 4,800여명으로 크게 증가

－2002년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의 총 고용규모는 바이오테크 1만 4,542명, 바이오메디

컬 2만 243명, 여기에다 메디컬 디바이스와 생명과학 분야까지 합칠 경우 총 6만 1,472

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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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바이오테크 산업의 고용 집 과 성장 역시 다른 경쟁 클러스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2002년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의 지리  집 도(Location Quotient, US=1)는 5.45로 

산호세의 4.65,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  지역의 4.3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2) 호주 퀸스랜드의 임상실험 네트워크(QCTN)

(1) 퀸스랜드 바이오테크 산업

◦퀸스랜드 주정부는 ‘Smart Industry Policy’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하

여 극 인 정책을 펴고 있음.

－여러 기업이 여러 이유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퀸스랜드 주에 입지하거나 투자를 결정

하지만, 공통된 정책  요인으로 주정부의 강력한 투자지원 체계를 들고 있음.

◦퀸스랜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은 1,017명 이상이 근무하는 70여 개의 주요 바이오테크

놀로지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1억 5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입을 올리고 있음.

－퀸스랜드에 본사를 둔 약 11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호주 주식 시장에 상장되

어 있고, 39개사는 벤처 자본 기 , 기업 부문 지원, 혹은 연합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로

부터 자 을 지원받고 있음.

◦퀸스랜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의 60%는 학들의 스핀 오 (Spin-Off, 분사)임.

－2003년 10개를 비롯하여 퀸스랜드에 설립된 신생 기업들은 호주 역 신생 회사들의 

23%를 차지하여 호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개발비는 국가 공공부문 연구 자 의 22% 이상을 차지하며 공공 부

문 연구기 은 체 기 수의 56% 이상을 이루고 있음.

(2) 호주 퀸스랜드 임상실험 네트워크(QCTN)

◦주정부가 설립한 출연기 이자 해당 지역 임상실험기 들과 병원들을 망라하는 회 기구

로, 재 산하에 55개 종합병원, 임상실험센터, 의학연구센터,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기업, 규제컨설  회사 등을 회원으로 확보

－임상실험 수요자와 연구자를 연결시켜 주고, 임상실험에 한 의과학  윤리  검토 보

고서를 제공하는 등 임상실험의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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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 보조 이나 펀드 제공 기 , CRO, 임상실험과 련된 바이오의약 련 기

들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

◦ QCTN의 역할 

－임상실험 측면

∙ QCTN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인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IBC)에 한 

근을 도움.

∙ IBC는 유 자변형(GM)제품과 같은 유 학  연구를 실행하는 기업  기 이 기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  기 임상 실험을 재검토하고, 바이오 의약 

련 기업들이 제품을 상업 으로 매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

∙ SOS(Staff on Site)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산업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QCTN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인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HREC)에 

한 근을 도움. HREC는 의과학 연구의 윤리  측면을 검토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데, 공인된 윤리 기 에 연구가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

－기업의 산업 진흥을 해 제공하는 서비스

∙회원사의 홍보활동 진행, 퀸스랜드의 임상실험 문가들이 지식을 교류하고 계를 맺

을 수 있는 이벤트 마련, 회원사들을 한 시장 조사  2008 QCTN Member 

Directory와 같은 편찬물 간행, 퀸스랜드 임상실험 기 과 스폰서와의 연계를 통해 

임상실험의 배치를 도움.

3) 말 이시아의 정부 산하기  ‘바이오텍’사(Biotechcorp)

◦말 이시아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음.

－2009년 산안에도 의약품 공 의 확 , 의료분야 바이오기술을 강화하기 한 연구 개

발  활동 등에 약 37억 달러를 할당

∙특히, 의료 분야에서 바이오 첨단 기술 보유업체에 한해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바이오

넥서스’ 지 를 부여받은 30여 기업을 집  육성할 방침

－말 이시아는 2018년까지 주요 바이오기술의 허 가 되기 해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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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텍사
－말 이시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부 산하기

－이 기 은 투자승인 규모가 12억 8000만 링깃에 달하는 71개사에 바이오넥서스 지 를 

부여했고, 총 112개의 바이오넥서스 기업을 2008년 말까지 지정, 육성할 방침

－71개 바이오넥서스 기업  19개가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 승인 

규모는 5억 3170만 링깃에 달함.

국 가 외국기업 수 산업 분야

 국 2  Industrial

미 국 2 Healthcare

독 일  1  Agriculture

루네이  1  Industrial

일 본  1  Industrial

 만  2 Agriculture, industrial

싱가포르  4  Healthcare

인 도  6  Healthcare(5), agriculture(1)

총 계  19

자료：biotechcorp

<표 3-9> 바이오넥서스 외국기업 참여 황

◦ 2009년 외국 바이오기업의 투자  활동 황 

－의료분야의 바이오기술과 련된 주요 로젝트로 미국의 Trusgen사가 OEM 제조시설

(Contract manufacturing facility)을 개발하고 있으며, Actis Biologics사가 말라카 바이

오 시티, 인도기업인 Vivo Bio Tech사가 통합 바이오 시설을 개발 임.

－바이오텍사 주도 주요 로젝트로 랑스의 Abcar Asia & Abcar사가 액상 추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기업인 Success Nexus & Merioni Progetti사가 바이

오연료 생산기술 개발에 투자 임.  한국 기업인 인섹트바이오텍(www.insectbiotech. 

co.kr)사가 말 이시아에서 산업용 효소를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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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사례

1)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반  황 

◦정부 주도로 조성된 국 바이오 센터  클러스터는 약 38개소

－바이오 센터 31개소와 의료 클러스터 7개소(계획  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정부 부처별

로는 지식경제부 주  31개소, 보건복지가족부 주  2개소, 교육과학기술부 주  1개소, 

지자체 주  4개소가 있음.

－총 사업비는 3조 1천 5백 억원으로 이  국비는 체의 77.1%인 2조 4천 3백 억원에 

달함.

◦그러나 정부부처의 제 각각 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 부족  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여 이
를 조율하기 해 990억원(정부 520억원)을 들여 별도의 ‘바이오 허 센터’를 구축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추가 조성될 정이며, 특히 바이오산업

과 연계  허  구축을 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정

∙ KDI 비타당성 조사결과, 2014년까지 약 1조5천 억원의 비용이 발생

구 분
지식경제부 주도 복지ㆍ교과부 등

총 계
지역 략산업 조성 지역 신센터 조성 클러스터 조성(추진)

지 역 20개소 11개소 7개소 38개소

산
총 사업비 512,624 130,892 2,506,600 3,150,116

국 비 256,824 72,118 2,105,900 24,348,742

자료：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08.10 임두성 의원실 재정리

<표 3-10> 바이오ㆍ의료 련 센터  클러스터 조성 황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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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의료 클러스터 황 

클러스터명
(주 부처)

면 (만m
2
)/

분야
기업

주요
연구기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

오송생명 과학단지
(복지부)

468/
제조

제약, 기기,
식품 등
(23개)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6개 국책기  이주

1997~
2010년

8,059
4,283
(53.1)

덕연구 개발특구
(교과부, 덕특구)

7,934/
R&D

벤처
(713개)

출연, 민간, 투자 등
70개

2005년~ 1,465
1,465
(100)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강원도)

40/
제조

소기업
창업보육

기타
(110개)

첨단 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벤처센터

1998~
2014년

542 314(57.9)

인천바이오
메디컬허 (인천시)

248/
서비스

국제 융
비즈니스 센터,
바이오 벤처 등

바이오벤처
기업연구소

30여개
계획 

포항 의료산업
클러스터(경상북도)

291/
R&D

벤처
(50여개)

생명과학
연구센터 등 126개

계획 

제주헬스 어타운
(제주도)

99/
서비스

-
첨단과학 기술연구

단지 조성 
계획 

첨단의료 복합단지
(복지부)

100 -
학, 연구소,
병원 등

2008~
2014년

15,000 장소 미정

자료：의료산업선진화 원회 활동 백서, 2007.12 임두성의원실 재정리

  주：첨단의료복합단지의 총사업비는 2007 KDI 비타당성 조사결과 자료

<표 3-11> 국내 유사 바이오 련 클러스터 단지 조성 황 

3) 정부부처별 클러스터 융지원 황 

(1) 지식 경제부

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차기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 Post 4+9 ] 추진 계획에 따라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의 기술

개발 사업 분야를 지원

－지원 분야

∙지역별 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선도 기술 개
발사업’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략 

기획기술 개발사업’

∙지역의 기업지원기 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기술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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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혁신센터(RIC5))

◦정부 지원이 종료된 RIC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미 구축한 인 라 활용을 진하기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축된 인 라를 활용하여 장비  시설의 활용지원, 교육훈련, 

창업지원, 기술지도, 마 , 네트워크 등으로 기업을 지원

－센터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정부지원 의 50%를 민간(주 기   지자체 등)이 부담

－지식경제부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세

부시행  사업 리를 담당

(2) 보건복지가족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연구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한 국세  지방세, 융지원

◦국세지원
－ 도시 외 지역으로 이 한 공장에 한 법인세 과세 특례：당해 공장의 지와 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수도권 과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 한 법인 본사에 한 법인세 과세특례：당해 공 
장의 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수도권 과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 한 소기업에 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법인세 는 소득세의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 한 법인의 공장  본사에 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이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함.  공장

ㆍ본사의 양도차익에 하여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창업(벤처) 소기업：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

5) Regional Innovation Center：종 의 지역기술 신센터(TIC)와 지역 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이며, TIC  RRC의 

명칭을 각각 RIC(T)와 RIC(R)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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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연구  생산시설 신ㆍ증축 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기업부설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ㆍ등록세ㆍ재산세, 법인  공장의 지방 이  시 취득세ㆍ등록세, 창업 후 2년 이내 취

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 취득세  등록세, 창업 후 5년간 사업용 재산에 한 재산세 

등 감면

◦ 융 지원

－충청북도를 통하여 소기업 창업  경쟁력 강화 자 (13억), 벤처ㆍ기술 우수 소기
업 특별 지원 자 (3억), 경 안정자 (2억) 등을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산업단지활성화 자 (20억), 지역사회발  사업 자 (20억) 

등을 지원하며,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수도권 과  억제권6) 내 공장 부지를 단지 내로 

이 할 경우 종  부지와 이  부지를 상계처리하고 장기 분할납부 등 편의를 제공하며, 

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  육성자 (20억), 운 자 (5억원), 벤처/기

술 우수 소기업 특별지원 자 (3억원) 등을 지원

(3) 교육과학기술부  덕특구

◦ 덕 연구 개발 특구 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연구  기업 활동을 지원

① 전문클러스터 사업 

◦공공 연구기 의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기술 개발  산학연 클러스터링 형성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  우수 보유 기술에 한 조기 산업화  시장 검증을 하고자 함.

◦사업 내용  지원 유형
－사 기획

∙ 덕 특구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

립하고 클러스터링 확 를 한 기획을 약 6개월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6) 과 억제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 제1항)

：서울시, 인천 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시, 부천시, 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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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신규과제)

∙특구 내 첨단기술 분야의 클러스터를 진하며 제품생산ㆍ 매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보유기술 사업화 활동  시장검증을 지원하며, NT, BT, 융복

합(New IT 산업, 그린에 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약 5개 분야에 하여 2년간 20

억 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화(계속과제)

∙기존에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는 3개 과제에 하여 다음연도 사업화  시장 검증을 
지원하며 2년간 약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

② 특구사업화 기술개발 사업

◦특구가 보유한 유망 사업화 상 기술을 발굴하여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기술의 사업화를 진

◦특구 내 출연 연구 기   학 등의 사업화 주체가 보유한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기 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 ㆍ인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양산 기술 개발, 연구개발 서비

스 아웃 소싱 등 상용화 제품 개발 분야를 지원

－목표 고객 수요별 커스터마이징  성능테스트, 기술가치 평가  거래소요비용,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등 기술  제품의 마  분야를 지원

◦정부출연 의 경우 총 지원규모는 35억원 정도이며, 사업 기간은 최  12개월 이내로 과제

당 최  2억원 이내에서 지원

③ 우수기술 발굴 및 이전 사업

◦특구 내 공공 연구기  TLO7)와 민간 사업화 문회사가 공동으로 연구 장에서의 우수

기술 발굴부터 기술마 까지  주기  사업화 활동을 직  수행함으로써 공공 기술의 

이   사업화를 진할 수 있도록 지원

◦특구 내 출연 연구기   학의 TLO와 민간 사업화 문 회사 간 컨소시엄, 공공 연구

7) Technology Licens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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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LO는 기술이   거래, 사업화 략 수립, 기술 마  활동의 질  향상을 해 

략  제휴를 맺은 민간 사업화 문회사 이외의 제3의 민간회사, 공공 기  TLO당 3개 

이내의 민간 사업화 문 회사 간 략  제휴기  등을 상으로 지원

◦총 지원규모는 21억원 이내이며 인건비, 직 비, 탁비  간 비 등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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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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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 바이오산업 황 

▫앞서 살펴본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  해외 사례, 산업의 메가트 드 등에서 시사 을 도출

ㆍ 용하기 하여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구체  황 악이 요구됨. 이에 따라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하 으며,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계  연구 분야의 문가들에게
서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한 반 인 인식  망 도출

▫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바이오의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한 분야가 아닌 두 분야 이상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

－ , 기업 활동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생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단

계에 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바이오의약 분야가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 생산  거주 환경, 연  산업 등은 발달하 으나 

－특화된 발  략이 부재하고 기술 수 이나 마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1  서울 바이오산업 실태

◦ 국을 상으로 2006년 기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에 입지

한 171개 기업을 추출하여 서울시 바이오산업 실태를 분석

◦서울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바이오산업활동과 생명공학기술 이용 황, 기업 

일반 황, 바이오산업 인력 황, 바이오산업 투자 황, 바이오산업 매출 황 등 크게 5

개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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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산업 활동 황 

◦서울시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한 조사에서 응답기
업의 21.05%가 바이오산업의 8개 분야  2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

바이오산업 분야 응답 기업수 1개 선택 2개 선택 3개 선택 4개 선택 5개 선택

기업 수 171 135 26 7 1 2

<표 4-1> 바이오산업 활동 분야
(단 ：개)

◦가장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의약 산업으로 응답기업의 40.35%가 여기

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바이오화학 산업, 바이오공정  기기산업 등의 순서로 나타남.

바이오 산업분야
응답

기업수
활동

기업수
연구개발 

단계
임상/ 필드

테스트 단계
조정/

인허가 단계
승인, 제조,

매단계

체 171 171 147 16 16 113

바이오의약 산업 171 69 54 10 11 42

바이오화학 산업 171 37 29 1 0 21

바이오식품 산업 171 23 22 1 1 14

바이오환경 산업 171 17 17 0 0 10

바이오 자 산업 171 12 10 0 0 4

바이오공정  기기 산업 171 32 25 2 2 23

바이오에 지  자원 산업 171 5 5 0 0 2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171 27 27 3 3 17

* 복 응답 허용

* 모든 활동 분야에 해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이하 자료는 기업 당 한 가지 주력업종을 기 으로 정리함.

<표 4-2> 서울시 바이오산업 활동 분포
(단  ：개)

◦연구개발 인 분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체 응답기업의 85.96%에 해당되며, 그 다음

으로 승인ㆍ제조ㆍ 매 단계인 기업이 66.08%, 임상/필드테스트 단계와 조정/인허가 단계

인 기업은 각각 9.36%로 나타남.

－서울시 바이오기업의 활동은 가치사슬 단계  연구단계뿐만 아니라 제조  매 단계
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약 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연구개

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상품화 부분에 해서도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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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일반 황

1) 바이오산업체의 주 업종 분포

◦조사 상 주 업종은 한국표  산업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에서 ‘기타 문, 과학  기

술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의약품 제조업’과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식품 제조업’이 각각 30.99%, 17.54%, 

11.11%로 높게 나타남.

한국 산업 표  분류 응답 기업수(개) 비율(%)

  체 170 100.00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9 11.18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 0.59 

242 의약품 제조업 53 31.18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3 7.65 

289 기타 조립 속 제품 제조  속처리업 1 0.59 

293 기타 특수 목 용 기계 제조업 6 3.53 

321 반도체  기타 자부품 제조업 1 0.59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9 5.29 

332 측정, 시험, 항해  기타 정 기기 제조업 3 1.76 

333 안경, 사진기  기타 학기기 제조업 1 0.59 

369 기타 제품 제조업 2 1.18 

46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5 2.94 

513 음·식료품  담배 도매업 1 0.59 

517 기타 사업용 간재  재생재료 도매업 1 0.59 

518 기계장비  련용품 도매업 1 0.59 

519 기타 도매업 2 1.18 

523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소매업 11 6.47 

526 기타상품 문 소매업 3 1.76 

7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30 17.65 

744 과학  기술 서비스업 2 1.18 

749 기타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5 2.94 

<표 4-3> 바이오업체의 주 업종 분포(한국표 산업 분류 기 )

2) 지역 분포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32.9%), 서울(21.5%), (8.9%) 

순으로 나타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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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서울 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구에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0%), 그 다음으로 천구(10.30%), 서 구(8.48%) 등의 순서

－강남구의 경우 바이오의약(13개)과 바이오 공정  기기(9개) 기업이 집  분포

        

20%

2%

2%

5%

2%6%

10%
1%

1%1%2%

4%
5%

8%

7%

4%

4%
1% 3%

2% 7%
3%

1%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그림 4-1> 서울시 바이오기업 분포 지역 비

3) 매출 발생  발  동향

◦응답한 바이오업체의 33.33%가 2006년 말 기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하

으며, 46.2%는 개발한 제품을 매하여 매출이 발생하 고, 나머지 20.47%는 수입 제품만

을 매하여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힘.

바이오비즈니스 추진 유형 1 2 3 4 5 6 7 8 총합계 비 (%)

매출발생 이 19 4 11 5 5 8 　- 5 57 33.33 

매출발생 이후
국산제품만 매 20 6 7 8 2 3 - 14 60 35.09 

수입 매 병행 5 4 3 - 1 3 1 2 19 11.11 

수입품만 문 매 17 4 - - - 13 - 1 35 20.47 

총 합계 61 18 21 13 8 27 1 22 171 100.00 

<표 4-4> 서울 바이오산업체의 바이오비즈니스 추진 유형 분포 
(단  ：개)

1. 바이오의약 5. 바이오 자

2. 바이오화학 6. 바이오 공정  기기

3. 바이오식품 7. 바이오에 지  자원

4. 바이오 8. 바이오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8) 한국바이오산업 회, 2007,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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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산업 주력업종별 창립연도  총 종사자 규모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창업한 기업이 45.61%로 90년  후반에 창업한 기업이 많음. 바이

오의약 분야 역시 90년  후반 창업이 가장 많고, 2000년 반 창업이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됨.

구  분
1950

~1980년
1981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총합계

바이오의약 11 5 5 28 12 61

바이오화학 - 4 2 9 3 18

바이오식품 3 3 2 8 5 21

바이오환경 1 2 2 8 - 13

바이오 자 　- 1 3 4 8

바이오공정/기기 3 7 7 9 1 27

바이오에 지/자원 　- 1 - - 1

바이오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1 - - 13 8 22

총합계 19 21 20 78 33 171

비 (%) 11.11 12.28 11.70 45.61 19.30 100.00 

<표 4-5> 바이오산업체의 주력업종별 창립연도 분포 
(단  ：개)

－바이오산업 체 으로 볼 때, 총 종사자가 50명 이하인 기업이 69.59%로 소규모 업체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의약 기업의 경우 51~500명인 기업이 25개로 

업체의 규모가 비교  큰 편으로 나타남.

구 분 1~10명 11~50명 51~500명 501명~ 총합계

바이오의약 9 25 25 2 61

바이오화학 4 11 3 - 18

바이오식품 4 9 6 2 21

바이오환경 1 9 3 - 13

바이오 자 3 5 - - 8

바이오공정  기기 2 17 8 - 27

바이오에 지  자원 　- 1 - - 1

바이오검정,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3 16 3 - 22

총합계 26 93 48 4 171

비 (%) 15.20 54.39 28.07 2.34 100.00 

<표 4-6> 바이오산업체의 주력 업종별 총 종사자 규모 분포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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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 인증기업

◦벤처기업 지정이나 INNO-BIZ 인증을 통해 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응답기업의 52.63%

으며, 바이오 자,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의 신성을 인증받은 기업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체 신 인증 기업 비 (%)

바이오의약 61 27 44.26 

바이오화학 18 12 66.67 

바이오식품 21 12 57.14 

바이오환경 13 9 69.23 

바이오 자 8 7 87.50 

바이오공정  기기 27 5 18.52 

바이오에 지  자원 1 1 100.00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22 17 77.27 

총 합계 171 90 52.63 

<표 4-7> 신 인증 기업 황 
(단  ：개)

6) 연구수행 형태

◦응답 업체의 88% 이상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기 한 연구 담부서나 연구

소를 두고 있으며, 연구기 의 형태는 주로 연구소로 나타남.

구 분 체
연구기  존재 비 (%) 연구소

연구
담당부서

바이오의약 61 48 78.69 42 5

바이오화학 18 16 88.89 15 1

바이오식품 21 21 100.00 18 3

바이오환경 13 13 100.00 10 3

바이오 자 8 8 100.00 7 1

바이오공정/기기 27 23 85.19 22 1

바이오에 지/자원 1 1 100.00 1 -

바이오검정/정보서비스/연구개발 22 22 100.00 21 1

총 합계 171 152 88.89 136 15

<표 4-8> 생명공학기술 개발  이용을 한 연구 수행 형태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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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  규모

◦ 2006년 서울시 바이오산업체 자본  규모는 평균 48억 원9)

－주력 업종별로는 바이오공정  기기 산업이 74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바이오의

약 산업이 65억 원, 바이오식품 산업이 61억 원 등의 순서

구 분 응답 기업수(개) 자본 (백만 원) 평균 자본 (백만 원)

바이오의약 43 281,244 6,541

바이오화학 12 19,313 1,609

바이오식품 11 67,649 6,150

바이오환경 8 15,681 1,960

바이오 자 6 8,522 1,420

바이오공정/기기 16 118,675 7,417

바이오에 지/자원 - - -

바이오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18 36,905 2,050

체 114 547,989 4,807

<표 4-9> 주력 업종별 자본  규모

3. 바이오산업 인력 황

1) 인력 황과 구조

◦응답 기업이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투입한 인력은 2006년 총 2,924명으로, 이  연구직은 

55.2%, 생산직은 44.8%를 차지

구 분 바이오산업 투입 인력 연구직 생산직

바이오의약 1,096 540 556

바이오화학 250 173 77

바이오식품 497 243 254

바이오환경 210 111 99

바이오 자 168 95 73

바이오공정  기기 393 218 175

바이오에 지  자원 20 12 8

바이오 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290 222 68

총 합계 2,924 1,614 1,310

비 (%) 100.00 55.20 44.80 

<표 4-10> 바이오산업 인력 황
(단  ：명)

9) 한국바이오산업 회, 2007,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p.24. 융감독원 등 공시된 기업 정보를 정리한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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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구조

◦서울시 바이오산업 종사인력  학사 이상 인력의 최종 학  분포는 박사학  소지자 

11.66%, 석사학  소지자 46.45%, 학사 학  소지자 41.09%로 구성되어 일반 주력기간산

업10)과 차별화되고 고학력 주의 인력구조인 것을 알 수 있음.

－연구직의 경우 박사：석사：학사 비율이 1：3.39：1.79이고, 생산직의 경우 1：9.58：
20.42임.

구 분
연구직 생산직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바이오의약 85 272 152 31 13 102 219 222

바이오화학 26 87 56 4 1 18 40 18

바이오식품 36 126 61 20 4 43 92 115

바이오환경 15 58 30 8 2 18 47 32

바이오 자 13 54 21 7 3 17 25 28

바이오공정/기기 30 109 65 14 3 41 77 54

바이오에 지/자원 2 5 4 1 0 2 3 3

바이오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36 112 47 27 0 8 28 32

총 합계 243 823 436 112 26 249 531 504

<표 4-11> 바이오산업 인력의 학력구조
(단  ：명)

4. 바이오산업 투자 황

1) 자  조달

◦ 2006년 바이오산업 활동을 해 외부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은 50개로 응답 기업의 

37.59%에 해당

－자  조달의 주된 방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출연 을 통한 조달이 체의 74%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남.

10)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2005 산업기술인력 수 동향 실태조사보고서(p.36, http://www.itl.or.kr)'에 따르면 

주력기간산업의 학사 이상 최종학  소지자 분포는 박사학  소지자 2.3%, 석사학  소지자 14.4%, 학사학  소지

자 83.2%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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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 

기업수
외부재정 

지원받은 기업수
공공부문 
출연

엔젤자  
유상증자

벤처
캐피탈 

유상증자

융기  
자 차입

정책자  
차입

기타11)

의약 46 17 14 4 6 2 3 2

화학 14 5 3 2 2 1 - 0

식품 14 9 7 3 1 3 1 2

환경 11 1 - - - 1 1 0

자 7 4 3 - - 1 - 1

공정/기기 23 6 4 - - 2 - 1

에 지/자원 1 0 - - - - - 0

검정/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17 8 6 2 2 - 3 1

총합계 133 50 37 11 11 10 8 7

비 (%) - 100.00 74.00 22.00 22.00 20.00 16.00 14.00 

* 복 응답 허용

<표 4-12> 서울시 바이오산업 자  조달 황 
(단  ：개)

 

2) 투자 황

◦ 2006년 서울시 바이오산업 총 투자액은 1,046억 원으로, 이  연구개발 투자가 662억 원

(63.23%), 시설 투자가 385억 원(36.77%)으로 구성

구 분 투자비 합계 연구개발 투자비 시설 투자비

바이오의약 55,908 31,584 24,324

바이오화학 5,396 4,700 696

바이오식품 12,926 8,817 4,109

바이오환경 4,970 3,880 1,090

바이오 자 4,613 2,300 2,313

바이오공정/기기 8,430 6,515 1,915

바이오에 지/자원 150 100 50

바이오 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12,233 8,259 3,974

총합계 104,626 66,155 38,471

비  (%) 100.00 63.23 36.77 

<표 4-13> 서울시 바이오산업 투자 황 
(단  ：백만 원)

11) 기타에는 상장등록, 환사채 발행, 국내기업의 모회사 기 , 외국기업의 모회사 기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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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산업 매출액 황

1) 2005, 2006년 매출액 황

◦ 2006년 조사된 146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00억 원으로, 2005년에 비하여 10.3% 정도 

성장

－분야별로 ‘바이오환경산업’(16.25%)의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바이오 자산

업’(15.72%), ‘바이오의약산업’(14.0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구 분
2005년 매출액 응답 

기업 수(개)
2005년 평균 

매출액
2006년 매출액 응답 

기업 수(개)
2006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바이오의약 51 36,648 55 41,784 14.02 

바이오화학 14 7,606 14 7,567 -0.52 

바이오식품 14 33,196 14 32,853 -1.03 

바이오환경 12 4,429 12 5,149 16.25 

바이오 자 7 1,435 7 1,660 15.72 

바이오공정/ 기기 23 52,867 23 57,791 9.31 

바이오에 지/ 자원 1 0 1 2,650 -

바이오검정/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18 5,144 20 5,791 12.58 

체 140 27,228 146 30,035 10.31 

<표 4-14> 2005, 2006년 바이오산업 평균 매출액 황
(단 ：백만 원)

구 분 응답 기업수(개) 상품수(개) 생산액 합계 평균 생산액 국내 매액 수출액

의약 22 36 80,291 3,650 74,808 5,483

화학  8  9 29,276 3,660 17,063 12,213

식품 10 14 32,744 3,274 31,300 1,444

환경  8  9 20,863 2,608 20,433 430

자  3  3 900 300 900 -

공정  7  8 27,936 3,991 24,294 3,642

에 지  1  1 1,797 1,797 1,612 185

연구 16 19 45,312 2,832 41,532 3,780

총합계 75 99 239,119 3,188 211,942 27,177

<표 4-15> 서울시 바이오산업 생산액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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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과 서울의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비교

1. 바이오산업 활동 황

1) 바이오산업 활동 황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한 조사에서 바이오산업 8개 분
야  2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국이 평균 21.3%, 서울이 21.5%로 비

슷하게 나타남.

구 분  국 서 울

바이오산업 활동 분야 8개  2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비율(%) 21.3 21.05 

<표 4-16> 2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비

－ 국과 비교하여 서울에서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활동 기업수의 비 이 높게 나타난 분

야는 ‘바이오의약’, ‘바이오공정  기기’,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임. 활동기

업수를 기 으로 할 때 서울지역에서 이들 분야의 활동이 비교  활발히 이 지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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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식품 7. 바이오에 지  자원 4. 바이오환경 8.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그림 4-2> 바이오산업 분야별 활동 기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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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서 울

활동 기업수(개) 비 (%) 활동 기업수(개) 비 (%)

체 788 100.00 171 100.00 

바이오의약 292 37.06 69 40.35 

바이오화학 167 21.19 37 21.64 

바이오식품 217 27.54 23 13.45 

바이오환경 126 15.99 17 9.94 

바이오 자 35 4.44 12 7.02 

바이오공정  기기 66 8.38 32 18.71 

바이오에 지  자원 55 6.98 5 2.92 

바이오검정,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업 64 8.12 27 15.79 

<표 4-17> 바이오산업 분야별 활동 기업수  비

2) 바이오산업 활동 단계

◦활동단계별로 종사하고 있는 기업 비 을 살펴보면, 국 추세에 비해 서울이 단계별로 활

동이 다소 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임.

구 분  체 연구개발 단계 임상/필드 테스트 단계 조정/인허가 단계 승인, 제조, 매 단계

국(%) 100.00 92.64 10.91 9.52 67.64 

서울(%) 100.00 85.96 9.36 9.36 66.08 

<표 4-18> 활동 단계별 기업 비

2. 기업 일반 황

1) 바이오산업체의 주 업종 분포

◦한국표 분류에 따라 바이오산업체의 주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국 상  5개 주요 업종

으로 의약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특수 목 용 기계 제조업 등의 순서로 분포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업종 역시 의약품 제조업임. 그 다음으로 자연 과

학 연구개발업,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

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소매업이 5 로 순 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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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서 울

업 종 비 (%) 업 종 비 (%)

1 의약품 제조업 29.7 의약품 제조업 31.18 

2 기타 식품 제조업 19.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7.65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2.9 기타 식품 제조업 11.18 

4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8.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65 

5 기타 특수 목 용 기계 제조업 4.2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소매업 6.47 

<표 4-19> 상  5개 주요 업종 

2) 바이오비즈니스 추진 유형

◦바이오비즈니스 추진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은 ‘매출발생 이 ’  ‘매출 발생－수입품 
매 업체 제외’ 비 의 경우 국 추세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반면 ‘수입품 문 매’의 비

은 높게 나타나, 서울 지역에서 수입품 매를 통 한 바이오비즈니스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체
매출발생

이

매출 발생 수입품
문 매수입품 매 업체 제외 수입품 매 병행

국
기업 수(개) 793 299 377 65 52

비 (%) 100.00 37.70 47.54 8.20 6.56 

서울
기업 수(개) 171 57 60 19 35

비 (%) 100.00 33.33 35.09 11.11 20.47 

<표 4-20> 바이오비즈니스 추진 유형

3) 바이오기업의 신성 인증

◦벤처기업 는 INNO-BIZ 지정을 통해 신성을 공식 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 비

은 국(51.5%)에 비하여 서울(52.63%)이 높게 나타남.

구 분 국 서울

신성 인증 비 (%) 51.5 52.63 

<표 4-21> 신성 인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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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별로 신성 인증 비 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이오에 지  자원산업’을 제

외하고 ‘바이오 자산업’임. 체 으로 서울의 바이오산업 분야들의 신성 비 이 높은 

편이며, 특히 바이오의약 산업과 바이오화학 산업, 바이오식품 산업은 신성 비 이 높

게 나타남.

구 분

 국 서 울

응답
기업수(개)

벤처기업 
인증(개)

비 (%)
응답

기업수(개)
벤처기업 
인증(개)

비 (%)

체 739 408 51.45 171 90 52.63 

의약 251 91 36.25 61 27 44.26 

화학 101 60 59.41 18 12 66.67 

식품 186 103 55.38 21 12 57.14 

환경 109 70 64.22 13 9 69.23 

자 20 17 85.00 8 7 87.50 

공정  기기 59 19 32.20 27 5 18.52 

에 지  자원 25 15 60.00 1 1 100.00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42 33 78.57 22 17 77.27 

<표 4-22> 바이오분야별 신성 인증

4) 자본  규모

◦기업당 자본 을 나타내는 평균 자본 은 국과 서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체 으로 

국 평균 자본 이 서울 평균 자본 보다 2배 이상 많고, 바이오 자 산업과 바이오식품 

산업은 평균 자본 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구 분 국 평균 자본 (A) 서울 평균 자본 (B) 평균 자본  차(A－B)

체 12,002 4,807  7,195

의약 15,599 6,541  9,058

화학 12,667 1,609 11,058

식품 11,074 6,150  4,924

환경 14,625 1,960 12,665

자  1,332 1,420    -88

공정  기기  2,403 7,417 -5,014

에 지  자원 11,675 - -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1,655 2,050   -395

<표 4-23> 자본  분포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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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산업 인력 황

◦기업당 평균 투입 인력은 국(22명)보다 서울(17명)이 은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환경 산

업과 바이오 자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평균 투입 인력이 더 으며, 

특히 바이오화학 산업과 바이오의약 산업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구 분
국 바이오산업 

평균 투입 인력 수(A)
서울시 바이오산업 

평균 투입 인력 수(B)
평균 투입 

인력 차(A－B)

체 22 17 5

의약 26 18 8

화학 21 14 7

식품 25 24 1

환경 14 16 -2

자 13 21 -8

공정  기기 17 15 2

에 지  자원 22 20 2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16 13 3

<표 4-24> 바이오산업 평균 투입 인력 수
(단 ：명)

4. 바이오산업 투자 황

1) 자  조달

◦외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비 은 국(40.24%)에 비해 서울(37.59%)이 낮음. 바이오

산업 분야별로도 체로 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지만, 바이오식품은 외부에서 재정지원

을 받는 비 이 높음.

구 분

 국 서 울

응답
기업수

외부 재정지원 받는 
기업 수

비 (%)
응답

기업수
외부 재정지원 받는 

기업 수
비
(%)

체 594 239 40.2 133 50 37.5 

의약 193 81 41.9 46 17 36.9

화학 78 31 39.7 14 5 35.7

식품 123 54 43.9 14 9 64.2 

환경 84 22 26.1 11 1 9.0

자 12 9 75.0 7 4 57.1 

공정  기기 50 13 26.0 23 6 26. 

에 지  자원 22 12 54.5 1 0 0.0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32 17 53.1 17 8 47.0 

<표 4-25> 외부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분포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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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규모

◦연구개발과 시설에 한 투자비율은 63  37 정도로 국과 서울이 비슷한 추세임. 기업당 

투자비는 국(9억6천만 원)이 서울(5억6천만 원)보다 많으며, 국과 서울의 평균 연구개

발비의 차이가 평균 시설투자비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남.

◦바이오환경 산업과 바이오 자 산업의 경우 서울이 국보다 평균 투자비가 많으며, 이외

의 바이오산업 분야는 국이 서울보다 평균 투자가 많이 이 짐.

구 분

 국 서 울

평균 투자비 
합계

평균 연구
개발비

평균 시설
투자비

평균 투자비 
합계

평균 연구
개발비

평균 시설
투자비

의약 1,864 1,138 726 917 518 399 

화학 786 514 272 300 261 39 

식품 919 626 293 616 420 196 

환경 344 274 70 382 298 84 

자 273 228 45 577 288 289 

공정  기기 518 263 255 312 241 71 

에 지  자원 834 556 278 150 100 50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964 525 439 556 375 181 

체 1,076 681 395 612 387 225 

비 100.00 63.29 36.71 100.00 63.21 36.76 

<표 4-26>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 
(단 ：백만 원)

5. 바이오산업 매출액 황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06년 기 으로 국이 서울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큼.

－바이오에 지  자원 산업을 포함하여 바이오화학 산업과 바이오환경 산업의 평균 매

출액이 차이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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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서 울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체 130,046 132,914 27,228 30,035

의약 259,829 261,063 36,648 41,784

화학 70,941 79,261 7,606 7,567

식품 104,268 112,358 33,196 32,853

환경 58,393 57,378 4,429 5,149

자 1,373 2,177 1,435 1,660

공정  기기 10,918 11,463 52,867 57,791

에 지  자원 89,279 91,623 0 2,650

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업 1,746 1,681 5,144 5,791

<표 4-27> 2005, 2006년 바이오산업 평균 매출액 황 
(단 ：백만 원)

제3  바이오산업 지원 인 라 

1. 특허  법률 서비스 지원

◦특허권을 비롯한 지 재산권의 보호를 한 서울 소재 지원기 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기술이 센터가 운 되고 있으며, 개별

으로는 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연구센터는 국가  기업의 외 지식재산권 략  정책을 수립
－지식재산권 련 국내외 분쟁에 한 효율 인 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의 동향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련 문제를 조사ㆍ연구ㆍ분석함.

◦보건산업기술센터의 ‘특허경비지원사업’은 보건산업 련 우수기술에 한 특허 비용을 지원

－연구 성과의 특허화와 기술이 을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화를 진하는 역할을 수행

◦한편 변리사의 경우 한변리사회에 등록한 총 833명  91.7%인 764명이 서울에 있음.

－분야별로는 일반 법률서비스 36.6%, 기ㆍ 자ㆍ통신 19.8%, 기계ㆍ토건 15.5%이며, 

바이오기술과 련된 화공ㆍ화학ㆍ약학은 21.7%(181명)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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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 을 지원하는 기 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의 보건산업기술이 센터와 한국발

명진흥회의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등이 있음.

◦보건산업기술이 센터는 해외기술 이 과 국제기술 이  트 링 등의 사업으로 보유기술

의 국내 마   해외이 , 해외기술의 국내도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기

술의 평가도 수행하고 있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발명 련 자  지원, 기술이 거래 지원, 특허분석 사업을 통해

서 발명사업을 진흥하고 있으며, 발명의 평가를 지원하고 소기업의 특허 기술상품의 거

래를 지원하는 온라인상의 특허상품 문쇼핑몰도 운 하고 있음.

3. 자  지원 

◦일반기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창업에 필요한 자 은 주로 신기술 융회사, 신용보

증기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서 조달

－기술사업자에 한 투자와 융자가 목 인 신기술 융회사는 6개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용보증기  등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자 을 지원하고 있음.

－ 한 서울지역 내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2008년 기  93개로 국의 53% 정도가 

입지하고 있음.

구 분 설립목 주요업무 설립 황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창업자 는 벤처 기업에 한 투자

∙벤처기업 투자
∙창업투자조합결성  업무의 진행
∙해외기술의 알선ㆍ보   해외 투자
∙사업타당성 검토, 경   기술 용역사업

국 175개  
93개

서울입지

신기술
융 회사

신기술 사업자에 한 투ㆍ융자  
경  기술 지도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의 사업  공정 
개선을 한 투ㆍ융자

∙ 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6개
모두 서울

입지

신용
보증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신용 보증

∙신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하는 기
업에 한 지원

신용 
보증기

<표 4-28> 서울시 자 련 지원시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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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지원기 －창업  입지지원

◦ 2008년 재 서울시의 생산  창업을 한 입지지원시설은 산업단지, 벤처집 시설, 아

트형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구성됨. 일반산업단지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서울 온

수 지방 산업단지가 있고, 벤처집 시설로는 아주 빌딩 등 13개가 지정되어 있고 33개 지

원센터가 서울에 치함.

◦ 한 지식기반분야의 소규모 바이오기업이 입주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아 트형 공장

은 천구(52개)와 구로구(33개)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평균 면 은 35,202㎡ 정도로, 구

로구, 천구, 등포구에 치한 아 트형 공장의 면 이 큰 것으로 나타남.

5. 임상 행기

◦바이오의약 산업의 최종 수요자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군병원을 합친 서울시 병원 수는 2008년 재 278개임. 이는 국 2,060개 병원의 13%에 

해당됨. 이  종합병원은 국 306개  62개가 서울에 치하여, 그 비 은 21% 정도임. 

이처럼 종합병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 고：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는 병원은 ‘병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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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해 가치사슬 상 임상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식약청 지정 임상 시험 실시기
인 113개 병원  41개(36%)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19개), 부산(9개) 등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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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 대전 인천 전남 광주 경북 충남 충북 제주 전북 경남 울산

자료 ：식품의약안 청, 2007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재정리

<그림 4-3> 국 시도별 임상 시험 실시 기  수(단 ：개)

◦치과 제제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제제류 의약품을 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총 35

개 기 이 서울에 치

－이  임상 제1상 단계의 시험이 가능한 병원은 11개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제2상이 

가능한 병원이 25개, 제3상이 가능한 병원이 35개로 나타남.

제4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특징 

◦앞에서 살펴본 서울시 바이오산업 련 기업들의 실태 악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반 인 

바이오산업 황과 서울시가 재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한 성장가능 성을 악하

기 하여 조사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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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여 기업ㆍ연구소ㆍ 학 등 서울시 바이오산업과 련한 문가를 상으로 설

문 조사를 수행

◦설문조사는 바이오산업  세부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 산업화를 해 필요한 요소, 산업

기반과 정책 등 산업 환경에 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 인 개요는 <표 4-29>와 같음.

구 분 내      용

조사 상
산업ㆍ학계  연구기  등에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반  황에 하여 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

조사 표본 수 총 63명의 문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개인 면  조사

조사 기간 2009년 3월 17일 ~ 2009년 3월 24일 

<표 4-29> ‘서울시 바이오산업 황에 한 문가 설문조사’의 개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값12)을 측정한 결과, 응답 체의 

경우 0.93(표 화된 값13))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조사의 문항 간 신뢰도인 ‘내  일 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함.

－주요 항목들의 신뢰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측정항목
산업 비  

 환경
지식

집 기반
정책 환경

인   
기업 지원

네트워크  
트 십

신뢰계수(α) 0.74 0.88 0.88 0.88 0.91

<표 4-30> 주요 측정 항목의 신뢰 계수

12) Cronbach's α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측정결과의 일 성을 확보하

여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다른 항목들과의 일 성이 없는 항목, 즉 신뢰성을 해하는 항목을 배제시키는 방법

임(채서일, 2003). 일반 으로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조달호ㆍ

김세훈, 2007).

13) 설문지의 구성  응답보기가  문항에 걸쳐 동일한 경우 표 화되지 않은 값을, 응답보기가 문항별로 다른 경우 

표 화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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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의 결과

1) 경쟁력 강화 분야 악

◦서울시 바이오산업 분야  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
야를 악하기 하여 ‘ 재 특화되었거나 경쟁력 있는 분야’, ‘5년 이내 특화가 가능한 분

야’, ‘10년 이상 장기 으로 특화가 가능한 분야’에 하여 질문한 결과

－ 재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약 59%의 응답자가 바이오의약 분야를 선정하 으며, 바

이오검정  정보서비스/연구개발 분야와 바이오환경 분야가 그 뒤를 차지함.

－ , 5년 이내 특화가 가능한 분야로는 바이오의약, 바이오환경, 바이오 식품 등이 높은 

순 를 차지하 으며,

－10년 이상 장기 으로 특화가 가능한 분야로는 바이오의약, 바이오환 경,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연구개발 분야 등이 높은 응답률을 차지함.

1 순 2 순 3 순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의약 37 58.73 의약 13 21.67 식품 11 21.15

검정/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9 14.29
검정/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10 16.67 환경 11 21.15

환경 7 11.11 식품 10 16.67 공정  기기 9 17.31

<표 4-31> 재 특화되었거나 경쟁력 있는 분야(3순 까지 복수 응답)

   

<그림 4-4> 재 특화되었거나 경쟁력 있는 분야－1순  내 분야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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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2 순 3 순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의약 33 52.38 화학 11 18.03 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12 23.53

환경 8 12.70 의약 10 16.39 의약 9 17.65

식품 7 11.11 환경 10 16.39 식품 9 17.65

<표 4-32> 5년 이내 특화가 가능한 분야(3순 까지 복수 응답)

            

<그림 4-5> 5년 이내 특화가 가능한 분야－1순  내 분야별 비율

1 순 2 순 3 순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분야 빈도 비율(%)

의약 41 66.13 식품 13 21.67 환경 13 23.21

환경 8 12.90 환경 11 18.33
검정/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11 19.64

검정/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4 6.45 의약 10 16.67 식품 9 16.07

<표 4-33> 10년 이상 장기 으로 특화가 가능한 분야(3순 까지 복수 응답)

<그림 4-6> 10년 이상 장기 으로 특화가 가능한 분야－1순  내 분야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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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은 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서울시 바이오산업  바이오의약 분야가 향후

에도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단됨.

－이 외에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연구개발 분야와 환경  식품 분야 등의 성장 가능

성도 높게 평가됨에 따라 이들에 한 체계 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여 지원되어야 할 분야

◦ 재 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바이오산업 지원 황에 하여 설문한 결과, 부분의 

응답에서 보통  보통 이하의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순번 내 용 정 보통 부정 계

1 정부 차원 지원 여부 16.67 55.56 27.78 100

2 시 차원 지원 여부 22.22 38.89 38.89 100

3 시 차원 재정지원 여부 11.11 44.44 44.44 100

4 시 차원 인력 지원 여부 5.56 55.56 38.89 100

5 시 차원 네트워크 확충 여부 11.11 50.00 38.89 100

<표 4-34> 바이오산업 지원의 반  황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지원되어야 할 산업화 요소에 하여 설문한 결과 응

답자의 75% 이상이 ‘원천  제품 기술’을 꼽음.

－이는 서울시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향후 서울시 바이오산업 기술의 성장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해 재 서울시 바이오산업 기술이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순 번 부 문 비 율 (%)

1 원천 기술 52.94

2 인력 등 인 라 23.53

3 제품 기술 23.53

계 100

<표 4-35>  지원되어야 할 산업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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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원되어야 할 산업화 요소 

◦산업의 가치사슬  발 을 하여 가장 요한 단계에 하여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기술개발을 한 연구 분야로 답함.

－이는 응답자의 부분이 연구개발과 련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며,

－ 신 인 라나 생산  인증 단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은 요도가 낮다기보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인 라  생산시설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구 분 단 계 비율(%)

1 기 연구개발 58.73

2 응용연구개발 35.00

3 신인 라 10.00

4 생산  인증 5.00

5 마 0.

<표 4-36> 가치사슬 단계의 요도 우선순 (복수 응답)

3) 우선순  산업 분야를 특화하기 해 가장 필요한 부문

◦앞서 조사된 서울시 바이오산업 분야  재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하
여 더욱 특화시키려고 할 경우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인지에 하여 설문한 결과는 아래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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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과 같이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네트워크로 악됨.

순 번 부 문 비 율 (%)

1 네트워크  트 십 35.00

2 인   기업 지원 21.67

3 지식집 기반 확보 16.67

4 정책 환경 15.00

5 산업의 비  설정  산업 환경 11.67

계 100

<표 4-37> 우선순  산업 분야 특화를 해 가장 필요한 부문

◦이들 각 부문의 세부  황에 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산업 비   환경

◦이는 재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반  환경에 한 질문으로 

－ 부분의 응답자가 바이오산업의 내수  해외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서울시가 다른 지

역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큰 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부분의 응답자가 이를 지원하기 한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이 수

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

내  용 정 보통 부정

특화된 비 , 발 략 수립 여부 25.71 42.86 31.43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85.71 11.43 2.86

내수시장 존재 여부 80.00 14.29 5.71

해외시장 존재 여부 80.00 17.14 2.86

다른 지역 비 경쟁 우  여부 82.35 14.71 2.94

향후 5년간 경쟁 우  강화 여부 91.18 8.82 0.

지명도 수 이 높은지 여부 64.71 32.35 2.94

향후 5년간 지명도 수 의 상승 여부 91.18 8.82 0.

<표 4-38> 산업비   환경에 한 세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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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집  기반 확보

◦이는 특허  법률 서비스, 회계  재정서비스, 유 기   클러스터 조성 등 바이오산업

의 활성화를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집  기반의 조성 황에 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다수가 서울의 지식 집  기반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답하 으며, 특히 

련 회나 기  등 네트워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IT 등의 연  산업이 발달된 것

으로 평가

내    용 정 보통 부정

지 재산권(특허 등) 존재 여부 73.53 23.53 2.94

기 연구 개발시설  환경 조성 여부 73.53 23.53 2.94

임상시험 시설 조성 여부 60.61 33.33 6.06

인근 지역 내 연  산업(IT, 제조업 등) 발달 여부 73.53 26.47 0.

사업지원 서비스(특허, 법률, 회계, 컨설  등) 기반 조성 여부 62.86 37.14 0.

벤처기업에 한 자  조달기 (벤처 캐피탈 등) 존재 여부 51.43 37.14 11.43

련 유  회  기  조성 여부 80.00 20.00 0.

거주 환경(교육, 문화, 시설 등) 조성 여부 68.57 25.71 5.71

<표 4-39> 지식 집  기반 확보에 한 설문

(3) 정책 환경

◦산업 육성을 한 정책 환경의 황에 하여 설문한 결과,

－연구개발과 특허  지 재산권 보호를 한 지원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국내외 우수 기업의 유치나 인재 빙이 제도 으로 어렵고, 특히 수출 분야에 한 지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외국과의 교류  네트워킹 형성, 로벌 기업의 해외 

유치 등을 한 정책  보완  지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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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정 보통 부정

지 재산권 보호를 한 제도  장치 존재 여부 73.53 23.53 2.94

학ㆍ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55.88 41.18 2.94

기술 상용화 연구  기술 이 을 진하기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55.88 32.25 11.76

수출 마  진을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17.65 58.82 23.53

벤처기업 창업을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17.65 61.76 20.59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11.76 61.76 26.47

벤처기업에 한 지원 제도(세제혜택, 자 조달 등) 존재 여부 14.71 67.65 17.65

회, 유 기  활동 진을 한 지원제도 조성 여부 14.71 64.71 20.59

인재 육성을 한 체계  지원제도 존재 여부 11.76 50.00 38.23

국내외 우수 인재 빙 활성화를 한 제도 존재 여부 11.76 44.12 44.12

<표 4-40> 정책 환경에 한 설문 

(4) 인   기업 지원

◦바이오산업의 인   기업 황, 지원 환경 등에 하여 설문한 결과, 연구  생산 인력의 

역량은 매우 우수하지만 기업  마  능력, 정책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우수인재의 빙 황에 해서는 정 인 응답과 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업의 서울 이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남. 이는 국내 다른 지역  해외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내     용 정 보통 부정

기업 경  능력 우수성 32.35 55.88 11.76

연구 인력 개발역량 우수성 73.53 17.65 8.82

생산 인력 역량 우수성 55.88 29.41 14.71

마  역량 우수성 20.59 50.00 29.41

련 문 인력 충원 여부 26.47 52.94 20.59

정책담당자의 정책 수립  수행 능력 우수성 23.53 52.94 23.53

국내외 우수인재의 빙 여부 52.94 32.35 14.71

서울지역 클러스터 내 선도 기업 존재 여부 29.41 44.12 26.47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20.59 67.65 11.76

국내외 기업의 서울로의 이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17.65 64.71 17.65

<표 4-41> 인   기업 지원에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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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트 십

◦바이오산업과 련한 서울시의 네트워크 황에 하여 설문한 결과, 네트워크와 련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  응답이 나타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지식  정보의 교류, 기술 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와의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바이오산업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나 트 십과 같은 업체계가 형성되어야 리스크를 

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이에 한 보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단됨.

내    용 정 보통 부정

민  트 십 구축 여부 20.00 60.00 20.00

산학연 동 연구 여부 25.71 62.86 11.43

산학 간 기술 이  여부 20.00 62.86 17.14

기업간 력 활동(R&D, 구매, 조달 등) 여부 17.14 54.29 28.57

정보교류  공동학습 모임 여부 42.86 48.57 8.57

이업종 간 력 활동 여부 11.43 68.57 20.00

국내 다른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정보교류, 제휴 등) 여부 25.71 57.14 17.14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여부 14.29 65.71 20.00

회 활동의 활발성 여부 37.14 51.43 11.43

국제회의, 세미나 등 조성 여부 37.14 51.43 11.43

<표 4-42> 네트워크  트 십에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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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력  시설 등의 인 라는 일정 수  이상 구축되어 있으나,

－기업, 연구기 , 정책 기  등의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 부재

▫이에 따라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 방향으로
－특화된 장기 발  략 수립

－기존 인 라를 고려한 거 별 집 화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자 함.

제1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앞 장에서 살펴본 바이오산업의 메가트 드와 산업의 육성에 한 해외 사례  앙 정부

와 서울시의 정책,  서울시가 재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역량  이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각 장에서 도출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환경  황을 토 로 SWOT 분석을 수행하 으

며, 이를 바탕으로 발  략의 방향을 제시

1. 서울 바이오산업에 한 SWOT 분석

◦서울시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하여 내부 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류하여 강

(Strength)과 약 (Weakness) 요인으로, 환경  요소들을 분류하여 기회(Opportunity)와 

(Threat) 요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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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Strength) 약 (Weakness)

① 다수의 학병원, 연구소 존재 (I)
② 우수 인력 공   확보 용이 (I)
③ IT 등 연  산업 발달 (E)
④ 거주 환경(교육 여건, 문화 등) 우수 (E)
⑤ 업(네트워크 형성) 가능한 우수 개체 존재 (P)

① 비   장기 발  략 부재 (E)
② 핵심/기본 연구개발 기술 능력 취약 (P)
③ 제조생산 시설 조성의 한계 (I)
④ 마  역량 부족 (P)
⑤ 네트워크  트 십 구축 부진 (P)
⑥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부족 (E)

기회(Opportunity) (Threat)

① 바이오산업의 성장성 (E)
② 가치사슬 역할 세분화에 따른 참여 기회 증가 (E)
③ M&A 시장 활성화 (E)
④ 네트워크  트 십 형성의 요성 (P)
⑤ 로벌 기업의 서울에 한 심 고조 

(R&D센터, 설비투자 증가) (I)

① 다른 지역(경기, 충북 등)의 기회 선  (E)
② 경쟁국의 규모 클러스터 조성 (I)
③ 국, 인도 등 신흥 시장 부상 (E)

주：‘I’는 Input, ‘P’는 Process, ‘E’는 Externality 요소 의미

<표 5-1> SWOT 분석

◦ 의 <표 5-1>에서와 같이, 바이오산업 육성과 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 으로는 

학병원  연구소, 인력 등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

워킹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음.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과 연 성이 높은 IT 산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거주환경이 우수하

여 다양한 인력이나 기 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도 들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인 발  략이나 비 이 부재하며, 바이오산업이 발달된 

다른 국가나 도시에 비하여 핵심 기술의 발달 수 이 아직 미약하다는 약 이 있음.

－  서울의 경우 이미 부분의 지역이 공간 으로 포화 상태이고 상당 수  발달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제조시설 등의 조성에 한계가 있으며

－마  역량이나 네트워킹 구축이 부족하고

－서울시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한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는 서울시의 지원이나 투자가 바이오산업 자체의 육성이나 발 을 한 것이라기 

보다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서울시의 환경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바이오산업이 세계 으로 성장성이 높은 미래지향

인 산업이라는 과 가치사슬 단계별 역할 세분화에 따른 여러 주체들의 참여기회 증가 

 바이오기업의 M&A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주체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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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을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부분의 바이오 발달 지역에서 주체 간 네트워킹 여부가 산업의 성패를 좌우

∙서울시가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트워킹이 실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을 고려할 때 향후 이를 통한 산업의 성장 효과를 기 할 수 있음.

－최근 로벌 바이오기업의 국내 시장 투자에 한 심 증가 경향 역시 서울의 기회 요 
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경기나 충북 등 다수의 지역에서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바이오산업
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국ㆍ인도ㆍ일본 등의 경쟁국가도 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등은  요인으로 작용

2.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SWOT 분석을 토 로 각각의 요소들을 투입(Input), 로세스(Process), 

환경(외부성, Externality) 요인으로 재편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ㆍ단기  발  략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강 기 회 약   

투입
(Input)

S① 학병원, 연구소
S②우수 인력

O⑤ 로벌 기업의 
 심 고조

W③제조시설 조성 한계
T②경쟁국 클러스터 조성 

로세스
(Process)

S⑤N/W 형성가능성 O④N/W 형성 요성
W②개발능력 취약
W④마  역량 부족
W⑤N/W구축 부진

환경요인
(Externality)

S③연  산업 발달
S④거주환경 우수

O①산업의 성장성
O②참여기회 증가
O③M&A시장 활성화

W①장기 발 략 부재
W⑥산업육성의지 부족
T①다른 지역의 기회 선
T③신흥시장 부상

<표 5-2>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재편

◦ <표 5-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SWOT 분석의 각 요소들은 ‘투입, 로세스, 외부성(환경)’

의 기 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해서는 각각의 강 과 기회 요인을 

고려하되 약    요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  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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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의 경우, 산업 육성을 하여 가장 기본 으로 필요한 인력, 시설, 주체 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서울은 ‘투입’ 련 요소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제조 시설 등의 설립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렵다는 이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기존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력, 행

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략의 활용이 요구됨.

◦ ‘ 로세스’  ‘외부성(환경)’의 경우, 서울시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한 ‘지원자’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역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거나 네트워킹 내부에서 시차원의 특화된 발  

략을 수립함으로써 약    요인을 보완하여 나갈 수 있음.

1) 장기  발  략  비  수립

◦앞 장의 문가 상 설문 조사 결과에서 서울시는 시차원의 특화된 발  략이나 비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바이오산업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하여 시차원의 장기 이면서 실질 인 발

략 수립이 요구됨.

－서울시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산 시설의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 달성을 추

구하기에 어려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 연구소, 바이오기업, 병원 등의 주체들을 활용한 네트워킹 효

과 등을 추구

∙서울시가 조정자로서 이들을 연결해주어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발  

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막연하게 바이오산업 자체의 육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환

경에 알맞은 특정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우, 바이오산업에 한 국가  차원의 략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한 수단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활용되고 있어 지역 간 

복이 우려되는 상황

－거시  차원에서 경쟁국가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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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타’ 없는 바이오 코리아

ㅇ모두 힘을 합쳐 ‘바이오 코리아’를 알리기에도 역부족인 마당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들은(외국인 

입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자기네 지역이 ‘한국 최고의 바이오 단지’라며 투자 유치 경쟁을 벌

이고 있음.

ㅇ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2008’ 컨벤션센터 행사장의 한

국 바이오산업의 실상

－경북  ‘Pride Gyeongbuk( 라이드 경북)’ 맞은편에 자리 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문 

이니셜인 ‘IFEZ’를 간 으로 내걸었고, 충북 은 ‘OSONG Technopolis(오송 생명과학단지)’를 

헤드라인으로 제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들일 뿐

ㅇ‘선택과 집 ’보다는 ‘지역별 나눠주기’에 치 한 정부 정책이 지자체들의 ‘넘치는 의욕’과 맞물

리면서 국내에는 이미 30개가 넘는 ‘자칭’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생긴 상태

－이  상당수는 지자체의 폭 인 지원 아래 바이오의 A부터 Z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클러

스터를 꿈꾸고 있음.

－클러스터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A기업이 오송을 택하면 다른 클러스터의 힘은 상
으로 약해질 것임.

ㅇ샌디에고 장에서 만난 한 제약사 직원의 푸념
－“한국 최  제약사인 동아제약의 지난해 매출(6359억원)이 미국 화이자(약 50조원)의 80분의 

1 수 , 바이오 기업  제일 잘 나간다는 셀트리온(635억 원)도 미국 암젠(15조원)의 200분

의 1에도 못 미침”

－“한국 바이오산업의 상이 이런데도 동네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

까. 그나마도 미약한 '바이오 코리아'의 힘만 분산시킬 뿐”

주：한국경제신문 2008. 6. 23 기사를 인용하여 재구성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역량 수 과 문가들의 산업 성장 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장

이 이미 크게 조성되어 있는 바이오의약 부문이나 다수의 연구 인 라를 활용하면서 바이

오산업의 트 드인 Green Bio 련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바이오농업 분야 등의  지

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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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 별 집 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미 다수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연구기 , 기업 등을 보

유하고 있음.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수의 학 기 이 존재하고 있어, 연구 인력  시설, 이

를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등이 존재하며 실제로 악구 등에는 학 연구 시설을 심

으로 다수의 바이오벤처기업이 존재

◦이에 따라 국내 다른 지역과 같이 규모의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여 많은 시설을 유치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몇 개의 학을 심으로 기업이나 기술이  기  등이 많은 

2~3개의 인  구 등을 묶어 거 별 집  효과를 꾀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소규모 클러스터는 큰 자본을 들여 건설해야 하는 규모 클러스터와 달리 기 
자본 비용 등이 들지 않고, 험 부담도 으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장 이 있음.

－소규모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 다른 지역과 같이 1 도시 내 1 클러스터가 아니라 서 

울시 내에 다양한 특색을 가진 3~4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 클러스터 간의 가상 계층(Virtual Hierarchy)을 형성하여 계층 형성 시의 이 을 

활용할 수 있음.

∙ 를 들어 가장 상층부에 있는 클러스터는 해외 유수의 바이오 도시와 연계하는 사 

업을 추진하고, 층부의 클러스터는 국내 다른 지역이나 로벌 기업과 연계한 수  

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하단의 클러스터는 기술 개발  제조 등을 수행

3) 네트워크의 활성화

◦바이오산업은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의 특징을 가지므로 기술

을 개발하여 이를 제품으로 생산ㆍ상용화하는 과정에서 Risk를 분산하기 하여 각 단계의 

주체들간의 업이 필수 으로 요구됨.

◦서울시의 경우 바이오산업과 련한 다양한 행 자들이 존재하나, 이들 간의 업이나 네

트워크의 구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시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해서는 이들 간의 업이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조성ㆍ
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 임.

◦이러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앞서 언 한 시차원의 장기  발  략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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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를 원활하게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기구가 반

드시 필요함.

－조정기구는 말 이시아의 '바이오텍'과 같이 정부출자에 의한 공기업 형태로 운 되거나 

회와 같은 민간조직의 형태로 운 될 수 있음.

◦  각 산업 주체나 조정기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운 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거래기 이나 평

가기 , 벤처캐피탈, 특허  법률서비스 기구 등의 설립ㆍ운 을 한 기반 마련도 요구됨.

제2  서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이 에서는 앞 에서 도출된 발  략의 기본 방향을 기 로 서울시의  상황에 알맞

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크게 단기ㆍ 기ㆍ장기 정책(안)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추진  그 효과 발 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분류한 것임.

   

<그림 5-1> 발  략별 세부 육성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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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발  략 수립

◦서울시만의 특화된 장기 발  략 수립이 필수 으로 요구됨.

－바이오산업은 미래지향 이며 향후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

에 앙 정부 차원의 략과 구분되는 서울시만의 특화된 발  략 수립이 요구됨.

－서울시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수의 시설  기업 등이 이미 존재하며, 신규 인 라

의 건설  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구체 인 황 악을 통하여 서울만의 경쟁 우  요소를 악ㆍ활용해 나가야 함.

1) 단기 정책：서울시 바이오산업의 황 악

◦서울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  가장 먼  수행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한 역량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임.

－ 재 바이오산업의 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자체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움.

－ 국단  황 조사의 경우에도 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 황, 정부의 지원 규모  

황, 수출ㆍ입 황 등 반  사항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도 취약한 상황

∙이는 발표 기 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 벤처기업 황 등 일부 부문의 황 

악만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조사기 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황 악 시 이용한 기   방법이 달라 이를 반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그 범 가 매우 넓고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황 

악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바이오산업과 련된 기업 황 조사의 경우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의 구분이 없거나 모 

호하게 악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바이오산업 황은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내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의 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황 악이 요구되며,

－바이오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에 한 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 종사 기업  바
이오산업 분야에 진출하 거나 융합기술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황 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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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

－이는 바이오기업에 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 상의 특성별 유형화를 통하여 
각 유형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기 함임.

<참고>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 

￭삼성

－삼성헬스 어그룹의 출범

∙별도로 운 되어 오던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성균 의 , 삼성생명과학

연구소, 인성의과학 연구재단 등 6개 기 을 흡수ㆍ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체제
∙삼성의 미래 신수종사업 6  분야에 바이오  헬스 어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삼성의 의료바

이오사업의 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망

－삼성 기의 ‘세포벤치연구센터’

∙개인별 맞춤형 항암제  임상 용 기술개발 연구 수행

∙ KAIST와 서울삼성병원의 공동 개발로 연구소－임상센터－칩 제작 기술의 목을 통한 시
지 기  

￭SK 그룹

－SK(주)

∙ 1996년 국내 최 로 우울증 치료제 ‘YKP10A'에 하여 미국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생명과학 사업에 진출

∙이후 재까지 7개의 의약품에 한 임상시험 승인을 FDA에서 받는 등 로벌 신약개발에 

집

－SK 미칼

∙ 1999년 국산 신약 1호인 항암제 ‘선 라’를 내놓은 표  신약개발 기업

자료：권재 (2008)에서 발췌ㆍ인용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보유한 바이오산업에 한 반  황을 악하고 이

를 토 로 서울시의 ‘Bio Map’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서울시 자치구별 바이오기업  연구시설, 학  연구기 , 기술거래기 , 재정  법

률 서비스 기  등에 한 분포  수를 표기

－서울시내에 바이오산업과 련한 주체들이 어느 지역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 으로 확인하게 해 으로써 거 별 집 화의 토 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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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과 융합 가능한 IT나 BT 시설과의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울과 근 한 경기권역 일 에 한 지리  정보도 제공

◦이외의 다양한 정보에 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문 연구기 을 통한 과제 수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 기 정책：바이오산업 련 서울시 출자기  설립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 후발 국가들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하여 

극 인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 극 인 주체로서 활동하기 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표 인 

것으로는 공기업 형태와 같은 정부 투자  출자기업의 활용이 있음.

－ 표 인 해외 사례로 말 이시아의 ‘바이오텍’기업을 들 수 있음.

∙이 기업은 말 이시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부기업으로, 해외 로벌 기업의 

말 이시아 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제도  이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 를 부여함.

∙  바이오기업에 한 다양한 형태의 자 을 지원(funding)

◦정부 투자  출자기업을 활용할 경우, 서울시의 다양한 바이오산업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이를 운   조정하는 핵심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하여 정보  기술이 , 특허  법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수행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안정기에 어들 경우 민 화하여 향후 서울시

의 역할을 산업 주체에서 지원자로 조정하며 부담을 여나갈 수 있음.

3) 장기 정책 1：특화 가능 부문 악  역량 집

◦바이오산업  분야가 아닌 서울시만의 강 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부문에 하여 역량을 

집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집 으로 육성할 사업 분야에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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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성 

High

【Ⅱ그룹】 【Ⅰ그룹】

▫바이오에 지  자원
▫바이오환경
▫바이오 자

▫바이오의약
▫바이오검정  연구개발

Low

【Ⅲ그룹】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공정  기기

Low High 역량

<그림 5-2> 바이오산업에 한 서울시의 역량  성장성

◦ <그림 5-2>에서 바이오산업의 세부분야별 역량  성장성은 앞장에서 소개된 문가 집단

에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특히 서울의 내부 ‘역량’의 경우 상 인 평가 결과이며, 바이오산업 선도 국가에 비하

여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반 인  수 은 낮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의 바이오산업은 그 역량  성장성에 따라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Ⅰ그룹：우선 으로 역량을 집 하여 육성해야 할 분야로 특히 바이오의약 산업을 꼽을 

수 있음.

－Ⅱ그룹：상 인 역량은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음. 환경ㆍ자원 등과 련한 녹색산업
으로 표되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장기 으로 육성해야 할 그룹으로 바이오 

농업 분야 등이 있음.

－Ⅲ그룹：상 인 역량은 높으나 성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오의약 등 Ⅰ그룹과의 
연계를 통하여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그룹으로 바이오공정  기기 분야 등이 있음.

◦서울시가 특성화하여 집  투자하여야 할 분야로 바이오의약 산업과 바이오농업 분야 등이 

있으며, 이에 하여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바이오의약 분야

◦바이오의약 분야는 문 업체의 역량을 종합하여 신약을 개발ㆍ 매하는 시스템 통합 사업

－모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비효율 이므로, 분야별로 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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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용’의 리가 매우 요한 분야

∙신약 개발 비용의 50%가 시간 비용으로, R&D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  환  혜택이 

있어 실제 투자비는 더 작음.

∙ 10여 년간의 장기 투자 후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특허

로 보호해야 함.

－장기 인 자본조달 능력과 범 한 제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이므로 우량 바이오기

업을 선별하여 장기 으로 육성하는 략을 고려해야 함.

<그림 5-3> 바이오의약 산업의 가치사슬

◦바이오벤처기업  연구기 은 기술 로열티, 제약기업은 의약품 매, CRO는 임상 행 

수수료, CMO는 생산 행 수수료를 통하여 가치 창출

◦주요 제약기업 매출의 30~60%에 해당하는 제약제품이 향후 5년 내에 특허가 만료됨에 따

라(고유상, 2008), 이들 기업의 략  제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Biosimilar14) 

시장이 확 될 망

◦바이오산업과 련한 문가 설문 조사  인터뷰에서 재 서울시 바이오산업 분야  가
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바이오의약을 선정

14) 오리지  합성의약품과 동일하게 만든 제품을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리지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하게 만든 

것을 바이오제네릭이라고 불러왔음. 그러나, 합성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제네릭은 오리지 과 세포주, 설비, 제조방

법이 동일하더라도 오리지 과 물리화학 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수 없어, 제네릭이라는 개념을 바이오의약품

에 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FOB(Follw-on Biologics), 유럽에서는 Biosimilar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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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역량 즉, 련 기업  연구 기 의 수, 논문  특허 수, 인력 수 등이 다른 분

야에 비하여 가장 높으며, 내수  해외 시장도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음.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망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진단키트, 항암제, 호르

몬제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복 응답 허용)

1 순 2 순 3 순

분 류 비율(%) 분 류 비율(%) 분 류 비율(%)

진단키트 25.00 신개념치료제 30.00 항암제 21.05

항암제 20.00 항암제 20.00 백신 15.79

호르몬제 20.00 액제제/진단 키트 15.00 면역제제 15.79

<표 5-3> 성장가능성 높은 바이오의약품( 복응답 허용)

◦ <그림 5-4>는 바이오의약 산업과 련된 기   임상시험 기 의 지역  분포를 나타내

고 있음. 부분 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과 함께 있어 병원 분포와 흡사한 모습을 보임.

◦여타 시설에 비하여 부분의 구에 평균 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 문－종
로－용산 지역과 등포, 강남 지역에 집  분포해 있고 이들 지역의 경우 제1~3상이 고르

게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4> 서울 소재 임상시험 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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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상시험 기관의 의미와 역할 

￭임상 제1상

－신약이 될 만한 약물 후보물질이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거친 후 그 자료를 토 로 처음으

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시험단계임. 일반 으로 건강한 성인남성 20~80명을 상으로 하며 

부작용을 막고 안 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기 한 목 으로 시행함.

￭임상 제2상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 성을 증명하기 한 임상시험 단계임. 약리효과 확인, 정 용량  

용법을 결정하며 자세하게 찰할 수 있는 해당 질환 환자 100~200명 내외에서 행해짐.

￭임상 제3상

－시험약이 치료 으로 유효성이 확립된 이후 그것을 최종 으로 확증하기 한 임상시험 단

계임. 해당 질환 환자 300~3,000명을 상으로 행해짐. 병원 혹은 임상 시험센터 등 여러 기

에서 2~3년의 장시간을 두고 찰한 후 자료 수집을 하며 일반 으로 1/1,000의 부작용 

확률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음. 개 제3상 임상시험을 성공 으로 마치면 신약에 한 시  

허가를 받게 됨.

￭임상 제4상

－신약이 매 허가를 받은 이후 제3상까지 확인하지 못한 희귀 질환의 특수환자, 장기간의 

규모 추 연구, 장기간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새로운 약물효과 등을 시험하는 단계임. 

부분의 경우 허가 심사 없이 진행되며 제4상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 사용의 최 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이들 기 은 바이오기업 분포와 유사하게 모든 구에 걸쳐 있으므로, 바이오기업과 같이 강

북권과 강남－서 －송   구로－ 등포 등의 지역을 거 으로 삼기에 용이함.

◦특히 연구 분야와 련한 거 을 특별히 육성할 경우, 서 문－종로－성북 등의 학  

공공 연구기 과 함께 특성화하기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단됨.

(2) 바이오농업 분야

◦미래의 농업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라 BT, IT, NT 등 다른 분야와 융합된 기술로 단순 

생산만이 아닌 지구환경 보 에 기여하는 도시 첨단산업 분야로의 발 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첨단기술 융합농업은 바로 아 트형 농장(vertical farm)의 형태로 실 이 가능함.

－이는 기존 도시 외곽이나 농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 변두리나 주거, 상업 환경으

로 치 않은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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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 트형 농장 도입의 의의

－아 트형 농장은 비닐하우스 같은 단순한 농작물 생산시설이 아니라 첨단 기ㆍ 자 

기술부터 BT, IT, NT, 그리고 신재생에 지 활용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기

술이 융합된 도시 내 첨단 기술  산업 복합시설

－아 트형 농장은 서울의 새로운 R&D 복합시설로 등장

∙공공부문의 연구기 들은 이미 지방이 이 정되어 있는바, 주로 민간부문의 련 연

구소와 수많은 련 기술자 혹은 연구자, 응용 벤처기업, 학 등과의 클러스터화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입지 안  사업주체
－서울시내에 아 트형 농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

∙일차 으로 시내 도처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가락동, 양재동, 노량진동 등)을 복합

시설로 재건축

∙다음으로는 마곡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도입
∙그 외에 여건이 맞는다면  공업지역의 공장이  부지 활용

－아 트형 농장은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련 R&D, 유통, 매 등 복합기능도 가능하

므로 이와 련한 연구기   벤처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할 수 있음.

∙ R&D：바이오농업 련 식물의학, 바이오신소재, 식품생명공학, 식품가공, 식용ㆍ약용
ㆍ 상용 식물연구 등 연구기능

∙유통：바이오농업 특작물 유통  매, 바이오농업 기술  지 재산 거래, 농업ㆍ식
품 련 물류체계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등 유통기능

∙ LOHAS ：교육 , 바이오농업 활용 테라피, 자연의학  요법 등 의료  교육

 기능

◦이를 한 정책  지원

－아 트형 농장을 서울시에 건설하기 해서는 련 행정기 에서 학습이 필요하고, 각종 

법규에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시설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특히 아 트형 농장을 생산과 유통, 매 그리고 R&D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

한 시설로 도심에 건설하려면 그에 맞는 도시계획상의 시설에 한 법  용어가 정립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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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 허용 행   시설을 정의함에 있어 아 트형 농장이 입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  설정이 필요

－민자 유치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는 그에 맞는 정책  지원과 참여 혹

은 입주할 민간 업체나 연구기 들에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도모하여야 함.

<참고> 아파트형 농장(Vertical Farm)의 계획 사례

￭미국 라스베가스 Vertical Farm

－30층 규모의 세계 최  VF 로젝트

－계획기간：2008~2010년

－비용：2억 달러(건축비) + 연 600만 달러(연간 시설 운 비)

편익：연 2,500만 달러(생산매출액) + 연 1,500만 달러( 수입) 

－ 로젝트 완료 시 72,000명 분량의 농산물 공  가능 

￭캐나다 토론토 도심의 스카이팜(Sky Farm)

－13,200㎡ 넓이의 부지에 구상 인 58층짜리 ‘스카이 팜(Sky Farm)’의 경작 가능한 면 은 

74만㎡임.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약 3만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상됨. 기존 

농경방식으로 이 정도 생산량을 얻으려면 농지 420만㎡가 필요함.

4) 장기 정책 2：사업화에 한 지원 집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단계  모든 단계가 아닌 특정 단계에 한 지원을 통한 특화가 

필요

◦특히 앙정부가 기  연구 분야에 하여 집  지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 인 정책 실행을 하여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한 지원에 집 할 필요가 

있음.

◦기   응용기술이 사업화되기 해서는 기술의 이 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상업화하

기 하여 기업에 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함.

◦기술 이 의 원활화

－ 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 지주 회사(기술 이  문회사) 설립을 지원

∙ 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   R&D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

술 지주 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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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 보유 기술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자본 출자로 수익을 창출

∙ 문 경 인이 CEO를 맡아 철 하게 비즈니스의 에서 운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해외의 기술 이전 사례

￭미국의 ‘NineSigma’－기술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2000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설립한 기술 개회사

－  세계의 기술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기업에게 신 인 아이디어, 기술, 제품  서비

스 등을 제공 

－ 범 한 역의 기술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원활하게 연

결할 수 있는 강 이 있음.

－듀 , P&G, gsk(GlaxoSmithKline)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

 * NineSigma Home Page(www.ninesigma.com)에서 인용

￭ 국의 ‘BTG(British Technology Group)’

－1981년 통산성(DTI) 산하의 공기업으로 출발

∙ NRDC(National R&D Council)와 NEB(National Enterprise Board)를 인수

－1992년 민 화된 이후 1995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

－ 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특허 출원 의 기술에 한 독 권을 확보한 후 특허출원, 추가 개

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기업에 기술을 이

∙기술발굴의 원천은 학  연구소가 40%, 기업이 60%

－  세계를 4개의 권역( 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나 어 사업을 개하고 있으며, 2007

년 75.0백만 운드의 매출을 기록 

∙미국 52%, 아시아 30%, 국 15%, 유럽 2%

 * BTG Home Page(www.btgplc.com)에서 인용

◦  기술 이 이 원활하기 이루어지기 하여 기술이  개기 의 형화가 필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해서는 다수의 학과 기업의 참여가 필수

∙미국 학의 경우 1백만 달러 이상의 기술 이  수입을 올리는 기술은 400개  1개 

정도

∙한국 학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KAIST가 연간 200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기술 이  개기 의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학, 기업 등 다수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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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 사장되어 있는 휴면 특허의 활용이 진되어야 함.

－기업 내 휴면 특허는 해당 기업의 략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체에게는 충분한 사업가치가 있을 수 있음.

∙한국 기업의 보유 특허  60% 이상이 휴면 상태(특허청, 지식재산백서)

－기업 내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여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휴면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마련
∙사내 휴면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포럼 개최 등

◦원활한 사업화를 하여 이의 기반이 되는 제도의 마련도 요
－바이오산업과 련한 기   응용 기술을 한 기술 융을 활성화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  유망 로그램과 련한 펀드의 조성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간 비용을 리해 주는 특허  법률 서비스의 제공

－미국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UCSD 사례에서와 같이 클러스터나 네트워크의 조성 

 운 이 원활화되고 이를 한 조정기구가 활성화될 경우 이와 같은 제반 서비스의 

공 을 조정기구에서 담당할 수 있음.

2. 거 별 집 화

◦서울시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주체들을 활용하여 체계 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해서는 이들의 지리  근 성을 살려 효율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거 별로 

집 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해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바이오산업과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종 인 라의 정확한 황과 역량에 한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에 한 지리  정

보를 Bio Map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함.

1) 단기 정책： 련 시설, 인 라 등을 감안한 거  발굴

◦서울시내에 자연발생 으로 집 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련 시설  인 라에 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리  집 도를 먼  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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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는 앞 장에서 살펴본 서울시 바이오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 로 작성된 바

이오기업의 분포도임. 이 실태조사 결과는 설문조사에 응한 바이오기업에 한 정보를 토

로 작성되었으므로, 서울시내의 바이오기업에 한 수조사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아래

의 바이오기업체 수 역시 모든 기업을 포함한 것으로 단하기는 어려움.

    

*총합계：165개 기업

<그림 5-5> 서울시 바이오기업 지역 분포

 

◦ 의 그림에서 바이오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구이며, 은평  강북구

를 제외한 서울시의 모든 구에 1개 이상의 바이오기업이 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바이오기업의 분포만을 고려해 볼 때, 강남－서 －송  지역과 구로－ 천－ 악 지역 등

이 집 도가 높아 거  형성의 가능성이 있음.  강북의 경우, 종로－서 문－마포 지역이
나 종로－성북－성동 등의 지역을 거 으로 묶어볼 수 있음.

◦ <그림 5-6>은 바이오산업과 련한 연구기 의 분포도로 바이오기업 분포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공공 연구기 은 부분 성북구나 은평구 등에 치해 있으며, 연구 리 지원 기 은 은평 

 동작구 등에만 분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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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연구기 이 학 부설의 형태로 학의 치와 한 련이 있음. 이에 따라 

연구기 은 다수의 학이 치해 있는 서 문－종로－성북－동 문 등의 지역에 집해 

있으며, 이들 지역은 공공연구기 과의 지리  근 성이 높아 기   응용 연구기술 개발

과 련한 거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5-6> 서울 바이오산업 련 연구기  분포

◦ <그림 5-7>은 기술 거래 기 과 기술에 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 평가 기 의 분포도임.

◦다수의 기 이 마포, 등포, 강남 지역에 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분포도 

역시 강북 거 과 강남－서 －송  지역, 천－ 악－구로－ 등포 등을 잇는 지역을 거

으로 삼을 경우 거  내에 서비스 기 이 함께 분포하여 활용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의 몇 개 지역을 연결할 경우 이들을 거 으로 집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음.

◦먼  마포－서 문－종로－성북 지역의 경우, 우수 학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 연구기   공공 연구 기 이 집 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지역은 다수의 형 병원과 함께 임상 기 이 집 해 있어 바이오의약 산업의 연

구 거 으로 삼을 경우 지리  집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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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서울 소재 기술거래 련 기  분포

◦  서 －강남－송  지역과 천－ 등포－구로－ 악 등의 지역의 경우 바이오기업과 기

술 서비스 기 , 연구  임상 기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집 해 있으므로 이들 지

역을 거 으로 삼아 특정 분야를 특화할 경우 거 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기 정책：선도 기업(Anchor Company)의 유치  육성

◦거 별 집 화를 추구할 경우 각 거  내에서 지역을 선도할 기업이나 기 의 역할이 필수

임.

◦이에 따라 거 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하여 거 별 특성에 알맞은 기업을 그 지역에 유

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 을 선도하는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할 경우 스핀 

오 (Spin-Off, 분사) 효과를 가져와 거 을 더욱 견고하게 발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연구 거 에 해외 유수의 연구소나 로벌 기업의 연구 투자를 유치할 경우 이들이 

선도 기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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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의 활성화

◦바이오산업은 그 특성상 새로운 지식  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매우 요하므로, 지식의 

확보  개발에 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

－개별 기업들의 독자  운 보다 기업의 사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운 과 

기술 확보 략이 기업 발 의 주요 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기업 차원의 네트워크는 
－첨단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선도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며

－비용 감을 가능하게 하고

－특허와 련하여 우 를 선 할 수 있게 하며

－외부 문가  자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제로 성공 인 바이오기업에 한 분석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연구가 독자 인 

연구보다 연구 성과의 효율과 기업 운 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있으며, 기업 간의 네트워크 략에 주력한 선도 기업이 독자 인 기술개발에 치 한 선도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 다고 분석한 연구도 존재(노 진ㆍ이상규, 2009)

1) 단기 정책：기술 코디네이터 발굴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하여 운  과정상 개자 역할을 담당할 기술 코디네

이터가 필요함.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간 이해 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음.

∙네트워크가 제 로 작동하기 해 모임을 주도 으로 이끌어나갈 구심 이 있어야 함.

－기술과 경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  는 네트워크 문가를 기술 코디네

이터로 발굴

－기술 코디네이터의 역할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에 한 역할 분담, 기업에 한 이익 분배

∙정부 는 서울시에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한 방향설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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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술 코디네이터 활용 사례

▫ 일본 오타구(大田區) 부품 소재 집 지의 시노자끼 제작소 

－오타구는 고도 기술과 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도쿄도의 표 인 소기업 

집 지

－이곳에서 시노자끼 알리앙스(Alliance)라는 연구ㆍ생산 네트워크를 운 하고 있는 시노자끼 

제작소가 기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10 여개의 이  문 가공 업체와 기타 력이 가능한 30여개 기업이 생산 네트워크를 유

지하고 있음.

－신제품 개발 시 설계부터 생산단계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수하는 기술 코디네이터 역할도 

병행

▫ 일본 Future Vision의 탄생을 주도하면서 기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 오미 타다히로(大
見忠弘) 교수

－Future Vision은 일본의 차세  디스 이 개발을 해 국가 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

발 회사

－오미 타다히로(大見忠弘) 교수는 2002년 4월 Future Vision의 태동에서부터 활성화에 이르

기까지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 

 

2) 기 정책：주변지역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주변 지역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역시 강화되어야 함.

－거 별 집 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지역과의 거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상됨.

∙서울의 인근에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수도권 지역 내 거 으로는 첨단 의

료 복합 단지가 조성되는 고양 메디클러스터와 임상시험 센터가 치해 있는 안산 지

역 등 경기남부 권역이 있음.

∙  인천 송도 지역의 경우 MD 앤더슨 병원과 연세 가 공동으로 임상 센터를 설립하

며 국제화 복합단지가 이르면 2010년 개원할 정이므로 이들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지리 으로 근 해 있으면서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 등과의 력 방안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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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언 §

￭ ‘ 로세스(Process)’ 부문에 한 연구 필요

－이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에 한 황 조사와 문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입력  환경 요인
에 한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네트워크  클러스터 운용방식, R&D 체계, 생산방식  마  등 로세스 요인과 련한 자

료 조사  연구는 부족한 상황

－앞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과 련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로세스 부문에 한 보다 심층 인 조

사ㆍ분석이 필요
 

￭서울시 바이오산업 내 역할 정체성 확보 필요

－서울시는 공공 부문으로 경제학  의미에서 산업의 주체(기업이나 개인)는 아님.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공공부

문이 주체로서 극 으로 활동하는 것이 최근의 상임.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산업 내에서 산업의 육성을 한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것

인지, 하나의 행 자(주체, Player)로서 활동할 것인지에 한 정체성 확보가 요구됨.

∙지원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경우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정책 목표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과 같
은 정책 목표에 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작용

∙행 자로서 산업 내에서 활동할 경우 바이오산업 자체의 육성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역할 정체성의 확보는 다양한 정책 안의 발굴  실행에 앞서 먼  결정되어야 할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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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별 기본 정책-세부 사업에 따른 구분(과제수 생략)부록1

연구 개발 시설  기반 구축 인력 양성

교육
과학

기술부

∙21C 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바이오기술 개발 사업
∙차세 성장동력(바이오 신약장기)사업
∙기 과학 육성 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로벌 연구실 사업)
∙기  연구 지원 사업

∙바이오 인 라 구축
∙국제공동연구사업(해외생물 소

재 확보 네트워크사업)
∙특성화장려 사업

∙2단계 연구 심 학 육성
(BK21) 사업

∙신진교수 지원 사업
∙지역 학 우수과학자 지원 사업
∙학문후속세  양성 지원 사업
∙여성 과학자 지원 사업

농림
수산

식품부

∙농림기술개발 정책연구
∙경쟁력제고(FTA기 )
∙수의과학(R&D)
∙바이오그린21
∙농업생명공학 연구
∙산림과학기술 개발
∙수산업생명공학 연구

∙산림정책 리(농특회계, 
지방임업 연구 기반조성)

∙산림정책 리(농특회계, 산림과
학 기  연구지원)

지식
경제부

∙Bio-Star 창출을 한 Total
 Solution 지원
∙ 기거 기술 개발
∙차세 신기술 개발
∙차세 성장동력 기술 개발
∙지역산업  기술 개발
∙청정생산기술 개발보  사업
∙ 체기술에 지 기술 개발
∙부품소재기술 개발
∙공통핵심기술 개발
∙신기술 실용화
∙IT 신성장동력 육성

∙생물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
∙바이오분야 국제 약이행
∙지역 략산업 진흥
∙생물산업 기술기반 구축 지원
∙산업기술 진흥
∙디지털 자산업 기반구축 지원
∙IT 산업기반 조성

보건
복지

가족부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질병 리본부 지원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환경부

∙차세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
∙생물자원보  종합 책 사업
∙생물자원 발굴, 분류연구
∙국가장기생태연구
∙유 자 변형 생물체의 자연 생태계 향 평

가  안  리 사업
∙제3차 국자연 환경조사 사업

국토
해양부

∙마린바이오21
∙LMO15) 평가ㆍ 응 기술개발
∙해양환경복원 기술개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조사 연구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 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  건립
∙해양바이오창업지원  해양생

물연구 센터 건립 지원

자료：2008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15)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 자 변형 유기(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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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기업 지역 분포부록2

지 역 1 2 3 4 5 6 7 8 총합계 비 (%)

강남구 13 2 2 1 　- 9 　- 6 33 20.00 

강동구 1 1 - 1 - 1 - - 4 2.42 

강서구 　- 1 - 1 - - - 1 3 1.82 

악구 6 1 - 1 - - - 1 9 5.45 

진구 2 - 1 - - - - - 3 1.82 

구로구 3 1 2 1 - 3 - - 10 6.06 

천구 4 2 2 2 1 1 - 5 17 10.30 

노원구 　- - - - - 1 - - 1 0.61 

도 구 　- - - 1 - - - - 1 0.61 

동 문구 　- - - - 1 - - - 1 0.61 

동작구 2 1 - - - 1 - - 4 2.42 

마포구 4 - 2 1 - - - - 7 4.24 

서 문구 2 - 3 - 1 - - 3 9 5.45 

서 구 6 1 2 - - 3 1 1 14 8.48 

성동구 5 2 - 1 1 1 - 1 11 6.67 

성북구 2 1 - 1 1 - - 1 6 3.64 

송 구 　- - 2 1 1 1 - 1 6 3.64 

양천구 　- - - - - 1 - - 1 0.61 

등포구 1 1 1 - 2 - - 5 3.03 

용산구 1 1 1 - - - - - 3 1.82 

종로구 3 3 1 - 1 1 - 2 11 6.67 

구 4 - - - - 1 - - 5 3.03 

랑구 　- - - - 1 - - - 1 0.61 

총합계 59 17 19 13 8 26 1 22 165 100.00 

(단 ：개)

1. 바이오의약 5. 바이오 자

2. 바이오화학 6. 바이오공정  기기

3. 바이오식품 7. 바이오에 지  자원

4. 바이오환경 8.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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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바이오 의약  

의료 련 학 연구소
연구센터 혹은 주요 기능

1 건국 의바이오과학학연구원 바이오칩 개발사업 진행, 질병진단  노인성뇌신경 질환 등을 연구

2

경희

경희동서약학연구소, 외 4
면역학, 약물, 침구경락, 임상침구, 신경과학, 노인의학,
신장학, 임상의학 등을 연구

3 경희동서약학연구소
신의약품의 개발을 한 합성  화학구조와 생리활성과의 상 성에 한 기

약학을 연구, 기 연구를 바탕으로 약학 제제를 개발하여 임상실험 진행

4 내분비연구소 내분비, 사질환의 병태생리 규명  질병 퇴치 방산업 연구

5 동서신장병연구소 양ㆍ한방 공동연구로 신장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한 연구

6 노인성  뇌질환연구소 노인성  뇌질환 련 기 연구  치료제 개발

7

고려

바이러스병연구소, 외 8곳
바이러스 항원성 연구,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구조,
감염질환  일부질병의 진단  연구

8
비뇨기 종양 유 자
치료센터

립선암, 신장암 등 비뇨기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양성종양 치료를 
한 유 자치료제와 유 자치료법에 한 연구개발과 임상환자에 한 유
자치료

9 소화기연구소
소화기질환의 병인과 병태생리  역학  계를 규명하는 제반연구와 진단
법  치료법 개선  개발

10 신장병연구소
신장병의 역학  연구와 병인, 그리고 임상향상을 규명하는 제반 연구와 치료 

 방법을 개선  개발

11 신종 염병연구소 신종 감염 질환의 발견, 확인, 치료  방에 한 연구를 수행

12 심장 연구소
심장 계 질환의 방  치료를 하여 련 학문 분야에 한 기 연구
와 임상연구를 수행

13 유 병연구소 유 병 해결을 한 기  연구와 임상 연구

14 인간유 체연구소 질환과 련된 인간유 체와 련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

15 정신건강연구소
정신질환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병인과 임상양상을 규명하는 제반연구와 
치료  방법을 개선, 개발, 발

16 덕성여 약학연구소
의약품의 합성과 신약개발에 한 연구,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한 연구

17 동덕여 종합약학연구소 －

18

서울

종합약학연구소, 외 8곳
기 약학연구, 의약품 개발연구, 약효  안 성 연구, 
환경연구

19 의학연구원 의용생체 공학연구소, 유 자이식연구소, 인간유 체연구소 등 20개 연구소

20 암연구소 암 연구의 기   임상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21 간연구소 간 연구의 기   임상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22 노화 고령 사회연구소 바이오과학 연구부, 의약학 연구부 등

23
사  염증질환 신약개발 

연구센터

‘생체 신호/활성 기반'  '생체 분자 구조 기반' 신약 타깃
발굴과 의약화학의 핵심 약학기술을 확립하여 궁극 으로
치료용 신신약을 창출

24 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 다양한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신약 개발

서울 소재 바이오의약 관련 대학연구소 세부내용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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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바이오 의약  

의료 련 학 연구소
연구센터 혹은 주요 기능

25 노화  세포사멸 연구센터
노화에 따른 세포, 조직과 인체의 기능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궁극 으로 노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로와 기반 기술을 도출

26 응용바이오약학사업단
약학 학의 우수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미래를 이끌
러 나갈 우수한 두뇌 양성, 제약산업계와의 유기 인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
이고 균형 인 지식을 갖춘 세계 인 신약개발의 허

27

성균

약학연구소, 외 2곳
신약개발을 한 약학의 기반학문과 기술력 제고, 약학연구자 양성과 연구 활
성화, 제제개발, 환경독성, 천연자원, 품질 리, 약효기  연구 등 진행

28
미래의약산업 핵심고
인력양성사업단

의약 개발분야 문교육  연구역량의 획기  강화, 의약 개발분야 련 학
문분야 간의 학제  시 지 구축, 제약 산업 육성 클러스터 심 역할

29
유 공학 핵심 인력양성 사
업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형질 환기술, 이러한 형질 환기술의 기반이 되는 
유 자 재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돌연변이기술, 형질 환체의 량 배양

30

숙명여

약학연구소, 외 2곳 신약 개발, 분석 연구, 달 제제 등 의약 개발 분야 연구

31 약학 학 핵심사업 바이오신약/맞춤형 약물 연구분야의 고  인재양성

32
바이오과학 여성 문 연구
리더 양성사업단

여성질환 련 연구 주도, 기 연구성과의 산업화 진,
학제 간 공동연구 확

33

연세

나노메디컬 국가핵심 연구
센터, 외 6곳

원자, 분자 수 의 조작  조 이 가능한 나노기술을 질병의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방에 응용하는 나노 메디칼 연구. 나노기술 분야와 의과학 분야 등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연구 진행

34 게놈 기능제어 연구단
인체에 필요한 유 자 발  원리 규명, 질병의 원인유 자 발 을 제어할 수 
있는 신약  치료법 개발

35 노화유 자기능연구센터
노화 유도  억제에 련된 새로운 표 유 자를 발굴하고 기능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노화의 발생과정을 분자수 에서 이해하여 질병의 방 치료법을 

한 기반지식  기술개발

36 로테옴 연구센터
다양한 량분리분석장비와 질량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단 바이오체 내 체
단백질에 한 분포  단백질 간의 계를 연구. 암  각종 질병 련 진단 

 치료표  단백질의 발굴

37 만성 사성질환연구센터 －

38 암 이 연구센터 －

39 생명공학산업화연구소
미생물자원연구센터, 식품안 성연구센터, 기능성식품연구센터, 바이오정보
연구센터 특히 바이오정보연구센터 내 생리활성물질개발부는 신약 분자설계
와 타깃 단백질 합성 등 연구

40

이화여

세포 신호 달계 바이오 
의약 연구센터, 외 6곳

바이오과학의 세포신호 달계 기 연구와 약학 분야의 응용연구를 포함한 
학제 간 교육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개발을 한 약물의 
target 단백질을 발굴하고, 작용기  규명과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target 
validation을 통하여 새로운 질병 target을 확보하여, 이를 조 할 수 있는 신
약 후보물질 개발을 한 연구를 수행

41 세포신호 달연구센터
다세포 동물에서 세포와 세포 간, 세포 내에서 유기 인 신호를 교환하고 외
부자극에 한 반응에 따라 세포의 사, 분비, 신경 달, 성장, 분화, 세포분
열, 노화, 죽음 등의 바이오 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42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
연구센터

새로운 의약 달 무기－유기 혼성소재의 설계  합성을 통하여 기존 약물
달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바이오신약을 선택 으로 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선도물질을 창출

43 분자바이오과학연구원

뇌질환 기술연구소와 활성산소 연구소 포함. 생체 내에서 질병의 조 에 요
한 역할을 하는 표  분자를 찾아, 이의 작용기 에 한 기  연구를 통하여 
이를 합성함으로써 질병의 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의 후보물질을 참조
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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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나노 구조 설계  물성연구, 생기능 나노분자 인식기술연구, 새로운 의약
달물질의 합성연구에 

45 약학연구소
의약품의 자원개발연구, 의약품의 제제개발  임상 용에 한 연구, 의약품
의 분석  약효  독성에 한 연구

46 통합 바이오 과학사업단
바이오/제약 련 산업발 에 심 역할을 할 세계  경쟁력이 있는 여성 바이
오과학 문인력을 양성

47
앙

분자조  신약개발 연구소, 
외 1곳

－

48 바이오의약연구원 －

49

한양

의바이오 과학 연구원, 
외 2곳

연구원 내 여러 연구 부문 에서도 의약품  식품 안 성 연구, 세포응용 
연구, 정신건강과 질병에 한 임상과 약물에 한 실험 연구 등 진행

50 류머티즘 연구소
류머티즘 질환에 한 임상의학, 류머티스 질환과 련된 기 연구와 병의 치
료와 방에 한 연구 실행

51 소화기병 연구소
소화기질환의 치료에 한 연구, 진단  분자 생물학  연구, 생화학  연구, 
역학조사  소화기 질환의 통계 등 소화기질환의 기 연구와 방 치료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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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바이오의약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현황부록4

기 주  기 명 연구 기 명 주소 기 능

공공
연구
개발
기

국제연합
(국제 연합 계발계획)

국제백신연구소 악구 백신개발 연구

식품의약품
안 청

국립독성과학원 은평구
식품, 의약품 등의 안 리를 한 독성
연구, 약리연구  해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에 사
용되는 실험동물을 생산·공

질병 리 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은평구 바이러스ㆍ세균ㆍ유 체를 통한 질병연구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생체
 과학
 연구
 본부

모인포매틱스
연구단

성북구

신개념 질병의 진단  치료제 개발. 일련의 신약개발 시
스템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 도출 연구

생체 사
연구센터

바이오 상의 기능과 분자 간 상호작용을 규명. 질환
방  질병의 조기진단과 맞춤치료제 약물의 개발에 
용할 수 있는 사 체학 연구

바이오소재
연구센터

각종 난치병 질환에 첨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기 해 용 가능한 이식용 재생조직  
장기, 생체 합성 고분자 소재, 표 지향형 항암제 등의 
개발 연구

의과학
연구센터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고  연구 인력의 양성, 첨단의료
기술의 산업화, 미래 원천기술 확립  의료산업의 진흥
책 모색

도핑 콘트롤
센터

약물 검사법의 개발  검사방법의 개선, 외국의 도핑센
터, 학병원, 스포츠의과학 분야 연구자와 력 연구 기
반을 구축

연구
리

지원
기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본원 동작구
과학기술 활동  과학기술과 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
제를 연구ㆍ분석,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은평구
보건 의료 정책 수립을 한 연구  국내외 문기 과
의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보건의료 장기 발 략 
수립, 의약품정책 개발 등을 수행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본원 동작구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하여 연구개발 지원과 
문인력 양성. 보건산업통계 분석  정책개발, 보건산

업체 기술  경  지원 역량 강화, 보건기술 련 R&D
리체계 확립

자료 ：각 연구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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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일반 의약제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황부록5

구분 의료기 명 임상 제1상 임상 제2상 임상 제3상 지역

1 강동성심병원 　 ● ● 강동구

2 경희 학교의과 학부속병원 　 ● ● 동 문구

3 경희 학교한의과 학부속한방병원 　 　 ● 동 문구

4 고려 학교의과 학부속구로병원 　 ● ● 구로구

5 고려 학교의과 학부속병원 ● ● ● 성북구

6 국립서울병원 　 　 ● 진구

7 국립의료원 　 　 ● 구

8 사회복지법인삼성바이오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 ● ● 강남구

9 서울 학교병원 ● ● ● 종로구

10 서울특별시시립보라매병원 　 　 ● 동작구

11 순천향 학교의과 학부속병원 ● ● ● 용산구

1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서울아산병원 ● ● ● 송 구

13 연세 학교의과 학 동세 란스병원 　 ● ● 강남구

14 연세 학교의과 학세 란스병원 ● ● ● 서 문구

15 연세 학교의과 학연세암센터 ● ● ● 서 문구

16 의료법인명경의료재단 꽃마을한방병원 　 　 ● 종로구

17 의료법인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 ● 종로구

18 의료법인삼성제일의료재단 삼성제일병원 　 ● ● 구

19 의료법인을지병원 　 ● ● 노원구

20 이화여자 학교의과 학목동병원 ● ● ● 양천구

21 이화여자 학교의과 학부속동 문병원 ● ● ● 종로구

22 인제 학교상계백병원 　 ● ● 노원구

23 인제 학교서울백병원 　 　 ● 구

24 앙 학교의과 학부속병원 　 　 ● 구

25 앙 학교의과 학부속용산병원 　 ● ● 용산구

26 지방공사 강남병원 　 　 ● 강남구

27 가톨릭 학교강남성모병원 ● ● ● 서 구

28 가톨릭 학교성모병원 ● ● ● 등포구

29 가톨릭 학교성바오로병원 　 ● ● 동 문구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 　 　 ● 강동구

31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병원 　 ● ● 노원구

32 한국 력공사부속한일병원 　 　 ● 도 구

33 한림 학교강남성심병원 　 ● ● 등포구

34 한림 학교한강성심병원 　 ● ● 등포구

35 한양 학교병원 　 ● ● 성동구

자료：식품의약안 청, 2007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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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업 업무 내용

보건사업
기술이 센터

(보건산업
진흥원)

해외기술 이 사업

∙해외기술 이 을 의뢰하는 국내 기업들에 해 착수   유지비용에 한 부
담없이 진흥원과 해외 유명기술 이 기  간의 기술 마  력을 통해 해외
기술 이 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술이  성사 시 별도의 성공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성공 수수료율은 별도 
의하여 계약을 체결

국제기술 이 트 링

∙국내 보건산업 기술의 해외기술 이 을 통한 사업화 유도  해외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국내 보건 산업체와 해외 보건 산업체의 기술과 자본 공유를 한 략  트
십 체결 기회 제공

∙2003년부터 연1회 Bio Research 분야 재미 연구자들의 교류 장인 SBR 
(Society of Biomedical Research)의 연례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국내 보건 산업
체의 미국 내 연구자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추후 유럽, 아시아 등으로 트 링 지역 확  정

Health Techomart

∙ 학, 연구원, 벤처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공 학, 식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련 우수기술들을 off-line으로 국내ㆍ외 련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보건산업 기술이 센터가 개별 마 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 , 
트 십 체결, 투자유치 등을 통한 사업화 추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용구,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시회  박람회 등
과 연계하여 진흥원에서 분야별 우수 기술을 발굴ㆍ선정하여 기술발표  시
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 마   상담 진행

특허 경비지원 사업
∙보건산업 련 우수기술에 한 특허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를 권리화하

고, 이를 기술이 하여 우수 기술의 산업계 이용  활용도를 높여 보건산업 발
에 이바지하고자 함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
(한국발명
진흥회)

자   
기타 지원

소기업
기술 신 
개발사업

∙기술개발비의 75% 범  내에서 1억 원까지 무상지원하며, 기술개발 성공
 시에는 지원 액의 30%를 5년간 분할상환

산업기술개발융자
사업

∙자본재 시제품 개발, 첨단기술제품 개발, 신기술 보 사업 등에 기업 당 최  
50억 원까지 융자지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해외출원비용보조
사업

∙국제특허 출원 후 기술성 평가를 거쳐 1건당 고도기술 700만원, 우수 기술 500
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ㆍ 소기업을 연간 5건까지 출원비용을 무상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원, 투자기  등에 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의 우선구매를 추천

우수발명시제품
제작지원

∙우수 특허 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
취하고 사업화  기술개발을 진시켜 국가사업 발 에 기여 

기술이 거
래지원

인터넷특허
기술장터

∙인터넷을 통해 이 희망 기술  사업화 지원정보가 제공되는 온라인상 특허기
술 이  자상거래 장터

특허기술 
상설장터

∙특허기술 거래시장을 상설 운 , 시공간  한계를 극복, On-line, Off-line 상의 
조화를 통해 기술이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특허기술 
이 박람회

∙ 학, 연구기   국가(국유특허)가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민간 기
업으로의 기술이 을 돕기 한 장을 마련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현황부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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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업 업무 내용

특허
분석

PM사업
∙국내 공통 핵심 과제의 특허  기술 정보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분석하여, 

기업  연구소의 R&D활동에 활용하거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입안을 한 기
자료 제공

발명의 평가지원 ∙발명(특허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발명(특허기술)의 기술가치 평가

특허상품 문쇼핑몰
∙국내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우수한 특허기술상품을 발굴하여 상품유통 을 지

원하는 사이버상의 특허기술상품 거래시장

자료：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136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한 정책방안 연구

분 류 기 명 소재지

정부지정
기술거래기

기술신용
보증기

가산기술평가센터 천구

강남기술평가센터 강남구

강서기술평가센터 강서구

구로기술평가센터 구로구

서울기술평가센터 등포구

서울 앙기술평가원 강남구

서 기술평가센터 서 구

송 기술평가센터 송 구

종로기술평가센터 종로구

자부품연구원 디지털융합본부 마포구

일기업평가원 등포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동 문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동작구

한국발명진흥회 강남구

한국산업은행 본 등포구

마크 로 등포구

피앤아이비 서 구

델타텍코리아 마포구

도원닷컴 강남구

웰쳐기술 강남구

테크란 강남구

기술과가치 등포구

정부지정
기술평가

기

기술신용
보증기

가산기술평가센터 천구

강남기술평가센터 강남구

강서기술평가센터 강서구

구로기술평가센터 구로구

서울기술평가센터 등포구

서울 앙기술평가원 강남구

서 기술평가센터 서 구

서울 소재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현황부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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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명 소재지

송 기술평가센터 송 구

종로기술평가센터 종로구

자부품연구원 디지털융합본부 마포구

한국발명진흥회 강남구

한국산업은행 본 등포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동 문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동작구

기술이
교류회

운 기

일기업평가원 마포구

서강 학교 기술이 센터 마포구

수도권공공기술이 컨소시엄 성북구

요업기술원 천구

한국기술거래사회 마포구

한국기술벤처재단 성북구

한국발명진흥회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원 동 문구

한양 학교 기술이 센터 성동구

학기술
이 센터

고려 학교 기술이 센터 성북구

서강 학교 기술이 센터 마포구

한양 학교 기술이 센터 성동구

기술이
컨소시엄

수도권공공기술이 컨소시엄 성북구

자료：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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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지정 시설 

일반 산업단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서울 온수 지방 산업단지

벤처 집 시설

◦아주빌딩 등 총 13개
TM벤처연구 개발단지/에이직 벤처센터/IT벤처타워/ 소기업성장지원센터/ 라다이스/성보빌딩/서울

벤처타워/소 트포럼 빌딩/KCC IT타워/ 자회 /DMC산학 력연구센터(구 벤처오피스빌딩)/ 소
기업 로벌지원센터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치

건국 벤처창업지원센터 진구

경희창업보육센터 동 문구

고려 창업보육센터 성북구

운 창업보육센터 노원구

동국 학교창업보육센터 구

동덕여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성북구

동양창업보육센터 －

배화여자 학창업보육센터 종로구

삼육 학교창업보육센터 노원구

서강 학교창업보육센터 마포구

서울 학교유 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악구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구로구

서울산업 창업보육센터 노원구

진공 목동 POST-BI 양천구

세라믹스 창업보육센터 천구

숭실 학교 벤처 소기업센터 동작구

연세 학교 창업센터 서 문구

인덕 학창업보육센터 노원구

이화여자 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서 문구

정수창업보육센터 용산구

앙 창업보육센터 동작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산업창업보육센터 동 문구

서울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국민 창업보육센터 성북구

서울시립 창업보육센터 동 문구

세종 학교창업보육센터 진구

환경벤처센터(ETBI) 은평구

성북구ㆍ한성 학교벤처 창업지원센터 성북구

한국농 경제연구원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동 문구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 동 문구

국방벤처센터 성북구

한양 학교 창업보육센터 성동구

홍익벤처창업보육센터 마포구

서울시 입지관련 지원시설 현황부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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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공장명 면

강북
강북 자공단 8,416

유니온빌딩( 제공단) 8,463

강서

가양 제1공단 9,079

우리벤처아 트형공장 18,575

가양 테크노타운 47,350

에이스테크노타운 17,901

구로

삼성IT벨리 46,638

에이스테크노타워(5) 40,419

륭포스트3차 51,039

이앤씨드럼타워5차 20,231

코오롱싸이언스밸리(1) 40,135

명지e-스페이스타워 38,115

승일아 트형공장 12,776

벽산디지털밸리(3) 38,567

에이스테크노타워(1) 34,233

에이스테크노타워(2) 25,214

동일테크노타운(2) 4,876

에이스테크노타워(1) 34,233

에이스테크노타워(2) 25,214

에이스테크노타워(3) 38,079

벽산디지털밸리(1) 34,12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43,043

한신IT타워 81,899

에이스트 테크타워(2) 41,049

이엔씨 드림타워2신축 47,376

이엔씨 드림타워3신축 31,774

코오롱디지털타워4차 39702

우림e-비지니스센터(1) 60,133

에이스트 테크타워(1) 41,723

륭포스트타워1차 92,605

륭포스트타워2차 77,523

동일테크노타운(2) 4,876

에이스테크노타워(1) 34,233

에이스테크노타워(2) 25,214

에이스테크노타워(3) 38,079

서울 소재 아파트형 공장 세부 내용부록9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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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공장명 면

벽산디지털밸리(1) 34,121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43,043

한신IT타워 81,899

에이스트 테크타워(2) 41,049

천

호서 벤처타워 54,983

에이스테크노타워9 66,898

동일 테크노타운 6,736

코오롱디지털타워에스톤 48,355

(주)동  인터네셔날 8,576

남성섬유아 트형공장 21,853

륭테크노타운 3차 63,671

에이스테크노타워10 43,457

마리오-3 태션타원 3,665

스타밸리 51,795

건우정공아 트형공장 3,349

SK투원테크타워 74,932

륭테크노타운 2차 27,373

새한 벤처월드 24,340

이앤씨드림타워7차 30,188

진도에 앤아 트형공장Ⅱ 46,983

륭테크노타운10차 87,273

진도에 앤아 트형공장Ⅱ 46,983

륭테크노타운10차 87,273

뉴티캐슬아 트형공장 48,882

륭테크노타운 3차 63,671

우림라이온스벨리2 63,951

우림라이온스밸리1 190,806

월드매르디앙벤처센터2 64,986

마리오 18,207

재능교육테크노 크 40,958

벽산디지털벨리5 60,562

KID벤처센터 59,868

진도에 앤아 트형공장 67,597

륭테크노타운13차 24,312

동 9,969

바로디지털 워 4,982

정풍 산폼(주) 1,705

(주)한섬임 아 트형공장 10,529

마리오 1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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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공장명 면

재능교육테크노 크 40,958

벽산디지털벨리5 60,562

SJ테크노빌 99,685

마리오패션타워2 27,899

한신IT타워2 30,488

드림타워 30,188

(주)한섬임 아 트형공장 10,529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 63,016

리더스타워 25,704

마리오 18,207

재능교육테크노 크 40,958

벽산디지털벨리5 60,562

마리오-3 태션타원 3,665

스타밸리 51,795

건우정공아 트형공장 3,349

SK투원테크타워 74,932

륭테크노타운 2차 27,373

노원

하계테크노타운 28,308

계아 트형공장 9,604

월계아 트형공장 9,172

마포 문 성 사 1,031

성동

삼환디지털벤처타워 25,013

우 테크노센터 17,640

센 리 라자 8,985

스타운 9,419

이 타운 8,648

제일인쇄정보사업조합 8,438

풍림테크-원 8,362

삼풍 10,728

군타운 6,406

지 라자 6,469

SK테크노빌딩 28,865

이투코리아 10,502

두앤캔하우스 3,762

남 8,310

동테크노타워 26,551

삼풍 10,728

군타운 6,406

지 라자 6,469

양천 신투리 테크노타운 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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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공장명 면

등포

이엔씨드림타워 7,926

메가벤처 16,411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96,644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29,869

빅토리테크노타워 3,593

센터 러스,인쇄출 49,613

우리벤처타운2 39,757

우림e-biz센터2 45,326

문래동에이스테크노타워 27,549

ACE 테크노타워 9,285

랑 신내테크노타운 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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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설 명 지정형태  치

1 TM벤처연구 개발단지 일부 진구 구의동

2 아주빌딩 일부 강남구 역삼동

3 에 이 직 벤처센터 일부 송 구 가락동

4 IT벤처타워 일부 송 구 가락동

5 소기업성장 지원센터 일부 양천구 목동

6 라다이스 일부 강남구 역삼동

7 성보빌딩 일부 서 구 방배동

8 서울  벤처타워 일부 악구 천동

9 소 트포럼 빌딩 체 강남구 도곡동

10 KCC IT타워 일부 용산구 갈월동

11 자회 체 마포구 상암동 DMC

12 DMC산학 력연구센터(구 벤처오피스빌딩) 일부 마포구 상암동 DMC

13 소기업 로벌지원센터 일부 마포구 상암동 DMC

벤처집적시설 관련 세부 내용부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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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록11

분 류 사 업 명 주  기
사업
기간

사업비

체 정부

9개지역
지역 략 산업

진흥사업
(11개)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 (재) 역시 첨단산업 진흥재단 02~07 53,127 26,066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오창) (재)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진흥재단 04~07 25,290 10,790

통의약품연구개발 지원센터(제천) (재)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진흥재단 03~07 23,207 9,797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논산) (재)충남 동물 자원센터 03~07 8,738 4,787

생물식품사업화 지원센터(나주) (재) 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02~07 44,105 30,405

생물농업산학연구개발 지원센터(화순) (재) 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02~07 25,080 17,380

바이오사이언스 크 조성(제주) (재)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 02~07 30,447 21,069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안동) (재)경북 바이오산업 연구원 02~07 22,918 13,748

해양생명환경 산업지원센터(울진) (재)경북TP 04~07 24,205 8,038

바이오타운조성(춘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2~07 50,540 17,240

해양수산자원산업화 지원센터(강릉) (재)강릉해양생물 산업진흥원 02~07 25,607 13,507

4개시도
2단계

지역 략 산업
진흥사업

(4개)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구) (재) 구TP 04~08 20,581 10,683

한방산업지원센터( 구) (재) 구TP 04~08 8,172 3,439

바이오벤처 라자(진주) (재)바이오21센터 04~08 25,971 7,326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부산) (재)부산TP 04~08 24,500 11,590

지역
신사업

기반구축
(5개)

바이오 크 인 라 구축( 주) (재) 북생물산업진흥원 05~07 13,860 9,283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화순) (재) 남생물산업진흥재단 05~07 19,083 12,833

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장성/곡성) (재) 남생물산업진흥재단 06~08 35,750 12,900

남지역특산자원산업화 기반 구축(장흥) (재) 남생물산업진흥재단 07~09 17,462 8,962

포항테크노(바이오)
정보지원센터(포항)

포항시 07~09 13,981 6,981

지역기반구축 합계(20개) 512,624 256,824

자료：지식경제부 내부자료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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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사업(RIC)부록12

사 업 명 주 기 사업기간
사업비

체 정부

생물의약 기술 신센터(TIC) 생명공학연구원 99~03 9,020 5,030

생물(의약－식품) 기술 신센터(TIC) 동 01~05 7,768 5,080

기능성 바이오 첨가제  농업해양 기술 신센터(TIC) 제주 01~05 8,178 5,370

생물농업  식품용 기능성 생물소재 기술 신센터(TIC) 상주 01~05 6,200 4,200

바이오 식의약 지역 신센터(RIC 환) 건국 03~12 15,149 6,142

식의약품 효능성 평가  기능성 소재개발 지역 신센터
(RIC 환)

한림 04~13 20,135 11,445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지역 신센터(RIC 신규선정) 순천향 06~15 11,500 7,000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 지역 신센터(RIC 신규선정) 서원 06~15 11,500 7,000

피부생명공학센터(RIC 신규선정) 경희 07~16 14,799 7,250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RIC 신규선정) 세명 07~16 13,440 7,250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센터(RIC 환) 구가톨릭 05~15 13,203 6,351

합 계 (11개) 130,892 72,118

자료：지식경제부 내부자료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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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기업의 생명공학 기술 이용 현황부록13

구 분
활동 

기업수
A B C D E F G H I J K L M

체 170 58 52 27 32 28 17 65 32 18 24 23 44 8

바이오의약 60 42 33 10 20 5 7 15 6 1 2 3 23 3

바이오화학 18 5 8 10 5 3 4 5 1 1 2 3 3 0

바이오식품 21 2 2 6 0 0 5 13 16 0 2 0 2 1

바이오환경 13 0 0 0 1 0 0 0 4 12 0 0 0 0

바이오 자 8 1 0 0 1 0 0 1 1 0 4 7 0 0

바이오공정  기기 27 0 4 1 1 3 0 25 1 2 5 4 0 0

바이오에 지  자원 1 0 0 0 0 0 0 0 0 1 0 0 0 0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22 8 5 0 4 17 1 6 3 1 9 6 16 4

* 복응답 허용

(단 ：개)

A. 유 공학기술 H. 생물자원 생산 이용기술

B. 단백질공학기술 I. 환경생명공학 바이오에 지기술

C. 기타거 분자공학기술 J. 나노바이오기술

D. 세포 조직공학기술 K. 생물 자공학기술

E. 시스탬생물학기술과생물정보학기술 L. 생물안 성 효능평가기술

F. 사공학기술 M. 기타 

G. 생물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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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기업의 생명공학기술 이용 방식부록14

구 분  체 바이오 의약 기타 분야

체 170 60 110

유 공학 기술 58 42 16

용한 원재료 이용 11 7 4

연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 56 40 16

제조 생산에 이용 24 15 9

단백질공학 기술 52 33 19

용한 원재료 이용 8 5 3

연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 49 31 18

제조 생산에 이용 21 14 7

생물안 성  효능평가 기술 44 23 21

용한 원재료 이용 9 4 5

연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 43 22 21

제조 생산에 이용 21 8 13

세포  조직공학 기술 32 20 12

용한 원재료 이용 5 3 2

연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 31 20 11

제조 생산에 이용 17 12 5

생물공정 기술 65 15 50

용한 원재료 이용 11 2 9

연구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 59 13 46

제조 생산에 이용 24 6 18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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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기업의 활동 수행 형태부록15

－  사의 모든 부서에서 바이오산업 련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18.71%이며, 

담 부서를 두고 수행하는 업체가 58.48%. 부서 내 에서 문 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12.28% 고, 부서나 이 없이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기업은 10.53%임.

구 분 모든 부서 담 부서 문 필요시 업무 분담 총 합계

바이오의약 14 32 3 12 61

바이오화학 2 9 5 2 18

바이오식품 4 16 1 - 21

바이오환경 1 8 3 1 13

바이오 자 2 4 2 - 8

바이오공정/기기 　- 18 6 3 27

바이오에 지/자원 　- 1 - - 1

바이오검정/정보 서비스/연구개발 9 12 1 - 22

총 합계 32 100 21 18 171

비 (%) 18.71 58.48 12.28 10.53 100

(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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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기업의 연평균 이직률 현황부록16

구 분
연구직 이직률 
응답기업 수(개)

연구직 
평균 이직률(%)

생산직 이직률 
응답기업 수(개)

생산직
평균 이직률(%)

바이오의약 51 11.89 50 9.97 

바이오화학 14 5.53 14 4.42 

바이오식품 13 11.23 13 10.47 

바이오환경 12 10.63 12 9.70 

바이오 자 7 18.39 7 10.09 

바이오공정/기기 23 15.37 23 7.26 

바이오에 지/자원 1 0.00 1 16.67 

바이오검정/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19 10.57 18 7.52 

 체 140 11.72 138 8.72 

전국과 서울시 바이오기업의 생명공학기술 이용 현황 비교부록17

구분
 국 서 울 

기술 분야 기업수(개) 비 (%) 기술 분야 기업수(개) 비 (%)

1 생물공정기술 346 43.85 생물공정기술 65 38.24 

2 생물자원  생산  이용기술 254 32.19 유 공학기술 58 34.12 

3 단백질공학기술 188 23.83 단백질공학기술 52 30.59 

4 유 공학기술 179 22.69 생물안 성  효능평가기술 44 25.88 

5 생물안 성  효능평가기술 159 20.15 세포  조직공학기술 32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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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자 정보부록18

구 분 빈 도 비 율 (%)

학 력 

박 사 60 95.24

석 사 3 4.76

소 계 63 100

종사기 의
 유형

정부  지자체, 출연기 6 9.52

련 기업 1 1.59

학  연구기 56 88.89

소 계 63 100

종사직무의
유형

연구  연구 련 61 96.83

정책 련 1 1.59

기타 1 1.59

소계 63 100

총 직업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1 1.59

5년 이상 ~ 10년 미만 7 11.11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 47.62

20년 이상 25 39.68

소계 63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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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Seoul’s Policy for Bio-industry Development

Bong Choi ․ Kiyoung Keum ․ Hyo Jung Kim ․ Won Sil Hwang

The economy of Seoul has been dull in 2000s. Since 2001,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Seoul's economy is 3.2%, which is less than 4.7% of national level. Considering good 
human and physical resource and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manufactures growth, one of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ull economy of Seoul can be a bio-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plan to nurture bio-industry in Seoul after 
reviewing the trend of bio-industry development, national bio-industry policies, and its current 
condition in Seoul. Specifically,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current Seoul bio-industry 
focusing business condition, capability, resource and positions the bio-industries to be focused 
in Seoul.    

The SWOT analysis, which is consisted of the internal strength and weakness and the 
external opportunity and threat, results in no long-term strategy for specialized bio-industry 
development in Seoul and the lack of links or network among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policy institutions, although the related infra including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is built 
well. 

Followings are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bio-industry in Seoul:

Firstly, the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Since the bio-industry is supposed to be a 
future-oriented and high value-added industry, Seoul's own specialized strategy is needed for its 
bio-industry development. To do this, Seoul bio-map can be made through investigating overall 
existing condition of bio-industry in Seoul. In addition, Seoul should concentrate its capability 
on specific bio-sectors with strength. For the bio-sectors to be specialized in Seoul, 
bio-pharmaceutical and bio-agricultural sectors are chosen. In these sectors, Seoul should focus 
its supports on the commercializing step of thos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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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clustering strategic points. It is proposed to cluster bio-industrial businesses into 
spatial points to efficiently link themselves. Especially, bio-businesses, research institutions, and 
related technology service institutions can be clustered through spatial linkage in Seoul. For 
example, regarding Mapo-Seodaemun-Jongro-Sungbuk regions, these regions already locate 
many college affiliated research institutions,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large hospitals 
with clinical research institutions. Clustering and linking those institutions would produce a 
benefit from geographical integration. In such geographical integration, the role of an anchor 
company or institution as a leading actor is indispensable.            

Finally, Vitalizing networks. Bio-industry is very competitive since it has its characteristic 
and importance in ensuring state-of-the-art knowledge and technology. Because of this fact, 
bio-industry should have its development strategy in operating R&D and ensuring technology 
through related social networks rather than individual development. To vitalize the networks, 
institutional mediator or network specialist are needed as a technology coordinator, and also 
regional and national networks should be  consolidated. For example, the regional linkage and 
integration can be expanded to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the network with 
newly rising markets, such as China nearb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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