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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
여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IT)과 나노기
술(NT) 등 첨단신기술과 더불어 향후 산업혁신을 주도해 나갈 생명공학기
술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차세
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은 고령화와 건강, 환경 등 21세기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이오산업의 국내 현황을 2003년 통계 기준으로 살
펴보고 세계적인 주요 동향에 대한 소개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위상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방향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바이오산업의 범위와 특성
(1) 바이오산업의 범위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1)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생산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의

1)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인 구조를
변형하여 어떠한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생명공학기술
을‘지식,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혹은 생물체의 일부, 제품 및 제품 관련 모델에 과학적인 논리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단일정의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한 나열식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OEC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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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에 의해 분류되는 기술기반
산업으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는 횡적 산업
군으로 구성된다.2) 따라서 국가에 따
라 생명공학기술의 산업 혁신 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에
서는 2000년 이후 회원국가를 중심으
로 관련 통계를 위한 자료조사 및 분
석 작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3)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수 통계사업과
분석을 위해 내부적인 분류체계를 제
시하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바이오산업을 8개 세부 산업군으로 분
류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5)

(2) 바이오산업의 특성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기술이
정 보 통 신 기 술 (IT)이 나 나 노 기 술
(NT) 등 첨단신기술과 더불어 향후
의 산업혁신에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
명공학기술을 활용하면 인체 적합성
이 강화된 의약품이나 기기를 개발할
수 있고 사용되는 원료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인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은 고령화와 보건,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
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21
세기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서는 첨단의 복합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주체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
는 특징을 갖는다. 즉, 기초연구를 담
당하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역
할이 필요하며, 도출된 연구성과를 제
품화 및 상업화하는 중소 벤처기업의

2) 바이오산업은 의약, 화학, 전자, 환경, 농업,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기존 산업부문
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창출되는 혁신산업이다.
3) OECD Biotechnology Statistics Working Group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
해 생명공학기술에 관련된 유용한 통계지표를 도출해왔다.
4) 미국의 경우, 미국 상무부에서는 의약품조제 제조업 등 6개 부문을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로 분
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산업을 ① 식품, ② 비 식품, ③ 농업(전통적 종자개량이나
번식방법 제외), ④ 축산 및 수산업(전통 사육방법에 의한 변종이나 산물 제외), ⑤ 의약·진단
시약·의료용품, ⑥ R&D 시료 및 시약, ⑦ 섬유 및 직물, ⑧ 합성화학물질, ⑨ 생물전자, ⑩ 환
경기계 및 장비, ⑪ 연구 및 제조용 기계와 장비, ⑫ 기타 산물, ⑬ 정보처리, ⑭ 서비스(기술지
원 포함)로 나누고 있다.
5)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생물기술 및 산업, 제품의 표준화기반 구
축’
사업을 통해 생명공학기술 및 생물산업의 분류체계가 구축되어 표준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
다. 8개 세부 산업군은‘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
전자,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검정/정보개발 서비스 및 연구개발’
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2002년 및 2003년 생물산업 통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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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
라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
업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즉,
바이오산업에는 연구능력과 함께 상
업화 능력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
관간의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시스템의 활성화와 위험에 도전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역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대부분 제품들이
인·허가가 요구되는 제품들로 장기
간의 개발기간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
로 한다.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바이
오의약의 경우 신약개발에 평균 14년,
총 8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성공 확률 역시 매우 낮다.
특히 전임상 이후 산업화 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6)
따라서 생명체를 직접 다루거나 생명
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는 바이오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
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경쟁력과
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2.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2003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7)
규모는 2조 791억원으로 2002년의 1
조 8,934억원 대비 9.8% 증가하였으
며, 총 공급8) 규모는 2조 5,923억원으
로 2002년의 2조 3,427억원과 비교 시
10.7%가 증가하였다. 2001~2002년간
바이오산업 성장률이 생산 기준 35.7%,
총 공급 기준 29%에 달했던 것에 비
교할 때 2003년 들어 국내 바이오산업
의 성장세는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2003년도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열악하
였던 점을 감안할 경우, 타 산업에 비
해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내 산업 환경을 산업지수9) 관점
에서 살펴보면, ‘전산업 생산자출하지
수’성장률과‘제조업 생산자출하지수’
성장률 모두 2001~2002년간 7.9%에
서 2002~2003년간 4.2%로 절반 가까
이 감소하였고 ‘내수 출하지수’는
2001~2002년 8.0%에서 2002~2003년
0.1%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음·식료
품의 2003년도 생산자출하지수 성장세
는 그 감소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 마이
너스 값을 보이는 반면, 의약품 제조업

6) The Price of Innovations; New Estimates of Drug Development Costs, Jounal of Health
Economics, 22(2003).
7) 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 매출 및 수출을 유발시키는 판매 기준 금액.
8) 총 공급은 생산 및 수입 규모의 총합.
9)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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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급규모
단위 : 억원, %
공급
금액

생산
비중

수요

수입
금액
비중

계

내수
금액
비중

수출
금액
비중

1997

5,879

80.9

1,385

19.1

7,264

4,246

58.5

3,018

41.5

1998

8,198

83.0

1,702

17.0

9,900

5,085

51.0

4,815

49.0

1999

9,130

81.2

2,114

18.8

11,244

6,701

59.6

4,543

40.4

2000

11,795

78.1

3,306

21.9

15,101

9,000

59.6

6,101

40.4

2001

13,950

76.9

4,196

23.1

18,146

11,783

64.9

6,363

35.1

2002

18,934

80.8

4,493

19.2

23,427

14,232

60.8

9,195

39.2

2003

20,791

80.2

5,132

19.8

25,923

15,985

61.7

9,938

38.3

자료 : 1997~2001년은 생물산업협회,「2001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2),
2002~2003년은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표 2>

산업지수 성장률
단위 : %
전산업

산업별 생산자출하지수

산업
생산자
내수
생산지수1) 출하지수2) 출하지수

수출
출하지수

제조업
전체

음·식료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의약품 제조업

2001

0.7

1.3

1.4

0.9

1.0

4.1

2.1

9.2

2002

8.0

7.9

8.0

7.7

7.9

2.2

6.1

7.6

2003

5.1

4.2

0.1

12.5

4.2

-0.8

3.1

7.1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주 : 1)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는 국내 생산활동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을 조사(통계청의 광공업동
태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기준시 고정산술평균
(Laspeyres) 산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며, 지수작성에 적용되는 기준물량 및 가중치는 5
년마다 개편된다. 현재는 2000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한
2000년 기준 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물경제동향분석, 국민총생산추계, 노동생산성측
정 등에 이용된다.
2) 생산자출하지수(Producers' shipment index)는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의 월간 판
매활동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지수의 계산식, 계산방법, 대표품목, 가중치체계, 작성 공표
계열 등이 산업생산지수와 동일하다.

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다(<표 2> 참조).
2003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
모의 92.7%는 2002년에 매출을 발생

시켰던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 매출액의 2002년 대비 2003년
증가율은 8.6%로 이 중 국내 판매액
증가율은 8.7%, 수출액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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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국
내 생산 규모의 92.3%를 2001년에
매출을 발생하였던 업체에서 기여하
였고 이들 업체 매출액의 2001년 대
비 2002년 증가율은 25.8%, 이 중 국
내 판매액 증가율은 11.2%, 수출액
증가율은 43.8%였던 점을 감안할 때
2003년의 수출액 증가율이 현저히 낮
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8개 세부 분야
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바이오식품
(45%)과 생물의약(4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환경(4%), 생
물검정, 정보/연구개발(2%), 생물공
정/기기(2%)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3> 및 <표 4> 참조).
2002년에도 바이오식품(47%)과
생물의약(34%)이 전체 생산 금액의
<표 3>

8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3년
들어 바이오식품의 비중이 다소 줄어
든 반면 생물의약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업
지수 성장률 추세와 함께 세부산업 별
로 시장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우선, 생물의약산업의
경우 제너릭 및 원료 의약품 부문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
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하였
다. 또한 바이오식품의 생산 비중 감
소는 주요 세부 품목 중의 하나인 식
품첨가물 중 핵산의 수출액이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핵산의 경우, 세계시장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 물량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
다. 2003년 국제시장에서 공급 과잉으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 국내 판매,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생산
대분류

수입

계

국내판매액
금액
비중

수출액
금액
비중

생물의약산업

653,635

76.0

206,320

24.0

859,955

생물화학산업

78,652

78.4

21,714

21.6

100,366

41,512

141,878

바이오식품산업

계

320,244 1,180,199

177,036

19.3

742,012

80.7

919,049

1,468

920,517

생물환경산업

91,057

98.8

1,077

1.2

92,134

210

92,344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12,959

96.4

481

3.6

13,440

2,137

15,577

5,712

78.0

1,610

22.0

7,322

414

7,736

생물공정 및 기기산업

31,759

73.6

11,376

26.4

43,135

146,785

189,920

생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34,412

78.8

9,258

21.2

43,670

456

44,126

47.8

2,079,070

생물전자산업

전체
1,085,222
52.2
993,848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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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26 2,592,296

<표 4>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별 비중
단위 : %
대분류

생산액

수입액

공급계

20.8

41.4

62.4

45.5

2.2

4.8

8.1

5.5

국내판매액

수출액

생물의약산업

60.2

생물화학산업

7.2

바이오식품산업

16.3

74.7

44.2

0.3

35.5

생물환경산업

8.4

0.1

4.4

0.0

3.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1.2

0.0

0.6

0.4

0.6

생물전자산업

0.5

0.2

0.4

0.1

0.3

생물공정 및 기기산업

2.9

1.1

2.1

28.6

7.3

생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3.2

0.9

2.1

0.1

1.7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그림 1>

국내 바이오산업체의 주력업종
(개)

200

150

100

50

0

생물
의약

생물
화학

바이오
식품

생물
환경

바이오
에너지/자원

생물
전자

생물공정/ 생물검정,정보/
기기
연구개발

생물산업분류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이 유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2003년 수출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액 중 바이오식품 비

중이 큰 이유는 세부품목 아미노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아미노산의 세
계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03
년에는 국제 곡물 가격 급등10) 등 관

10) 라이신의 경우, 주로 대두박 대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연도의 대두박 작황에 따
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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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 <그림 2>
국내 바이오산업의 비즈니스 추진 유형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
수입품만 판매
미노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연구개발추진 중
7%
매출발생-수입품 판매
29%
병행업소 10%
부가가치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
의 주력업종 분포를 살펴
보면 생물의약과 바이오식
매출발생-수입품 판매
품 업종에 종사하는 바이
업체 제외 54%
오기업 비중이 가장 크게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업체를 제외)는 평균 8억 4,400만원
2003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발
으로, 2002년 같은 유형의 투자 규모
생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산업 605
인 8억 2,400만원에 비해 2.37% 증가
개 기업 중 64.0%(387개사)가 매출을
하였다. 이처럼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
발생시켰으며, 28.6%(173개사)는 매출
업당 절대 투자 규모는 미국 등 선진
발생 이전의 연구개발 추진단계로 나타
국에 비해 매우 작지만 1997년 이후
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2003년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체의
하는 추세이다(<그림 3> 참조).
바이오 부문 투자 규모(수입품 판매
2003년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역
<그림 3>

바이오산업 투자비 추이
(억원)

3,500
3,000
연구개발비

2,500
2,000
1,500
1,000

시설투자비

5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자료 : 1997~2001년은 생물산업협회,「2001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2),
2002~2003년은 산업연구원,「2002년도 및 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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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이오산업체의 지역 분포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 바
이오산업체의 활동이 가장
인천 2
광주 1
울산 1
대구 2
활발한 지역은 경기(31%),
전남 0
부산 2
전북
2
서울(23%), 대전(12%)의
경남 3
순이다. 2002년에 비해 수
경기 31
제주 3
도권 밀집도가 미미하게나
강원 4
마 낮아지기는 했으나 수
경북 5
단위: %
도권과 대전에의 밀집도가
충남 5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그림 4> 참조).11)
충북 6
국내 바이오산업 활동은
대전 10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
서울 23
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년).
년도 현재 주력업종별 총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표 5>
종사자 규모와 창립연도를 살펴보면
참조).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특히 생
총종사자 규모 50인 이하 기업이 전
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체의 66%, 1996년 이후 창업기업이
<표 5>

바이오산업체의 주력업종별 창립연도 분포
주력업종

1950년 1951년~ 1981년~ 1991년~
이전
1980년 1990년 1995년

1996년
이후

무응답

계

생물의약산업

11

50

18

12

91

12

194

생물화학산업

1

12

10

8

47

0

78

바이오식품산업

4

25

14

19

84

1

147

생물환경산업

0

9

8

11

46

0

74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0

6

0

3

7

0

16

생물전자산업

0

0

0

1

6

0

7

생물공정 및 기기산업

0

5

14

11

26

3

59

생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0

1

0

1

28

0

30

전체

계

16

108

64

66

335

16

60

비율(%)

2.6

17.9

10.6

10.9

55.4

2.6

100.0

자료 : 산업연구원,「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11) 2002년의 경우 경기(33%), 서울(24%), 대전(12%)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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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바이오산업 연구인력 추이
단위 : 명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1997

305

933

1998

305

945

440

211

1,889

474

258

1,982

1999

464

2000

619

1,307

572

353

2,696

1,624

791

337

3,371

2001

851

2,216

972

406

4,445

2002

994

2,429

1,206

453

5,082

2003

1,001

2,264

1,593

560

5,808

자료 : 1997~2001년은 생물산업협회,「2001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2),
2002~2003년은 산업연구원,「2002년도 및 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표 7>

연도별 바이오산업 생산인력 추이
단위 : 명

1997

박사

석사

8

111

학사

기타

합계

259

1,033

1,411

1998

12

129

240

991

1,372

1999

11

109

343

1,252

1,715

2000

10

91

362

1,352

1,815

2001

14

234

630

1,784

2,662

2002

19

344

1,088

2,174

3,625

2003

35

363

1,405

3,402

5,205

자료 : 1997~2001년은 생물산업협회,「2001년도 국내 생물산업 현황」
(2002),
2002~2003년은 산업연구원,「2002년도 및 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

업종에서 소규모 신생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부문에
투입된 인력은 총 1만 1,013명으로,
2002년의 8,707명 대비 26.5%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연구직 인
력은 총 5,808명, 연구소 이외에 근무
하는 생산직 인력은 총 5,205명으로
2002년 대비 각각 14.3%, 43.6% 증
가하였다(<표 6> 및 <표 7> 참조).

생산직 인력의 급증은 바이오식품 분
야의 영향이 크다. 바이오식품 분야에
서 생산직 인력이 2002년 대비
80.6%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
의 공장 증설 등 생산 확대에 기인하
였다. 생물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및
연구개발업과 생물전자산업의 경우는
타 업종에 비해 매출발생 기업 비중
이 탁월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직 인력 비중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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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동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매출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출을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체에서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산업에서는 매출단계의
기업 역시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 부
문 종사인력의 학위분포는 박사:석
사:학사 비율 1:3:3으로 주력기간산
업의 1:8:50에 비해 고학력자 위주의
인력 구조를 보이고 있다.12)

3. 바이오산업의 주요 동향
바이오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제품들이
상업화되면서 시작되었다 13).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서14)
포스트-지놈시대가 시작되었고 생명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개발
된 바이오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
작하였다.
포스트-지놈시대 바이오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생명공학기술과 IT,
NT 등 첨단기술 간의 기술융합 제품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현재 바이오칩15), 바
이오센서16), 나노바이오기술17), 생물정보
학18) 등 새로운 기술 제품들이 산업 차
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SNP19), 약
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줄기
세포 연구 등 첨단 연구결과들이 예방
의학, 맞춤의약, 재생의약의 개발에 활
용되기 시작하여 난치병 및 유전병 치
료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
되고 있는 최근의 신약들은 개인별
맞춤 치료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건
의료 환경을 총체적으로 혁신시키고
있다. 즉, 개발된 신약을 활용한 치료
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제약산업의료기기산업-의료서비스산업 간 경

12) 주력기간산업 인력구조는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의「200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
태조사」
(2004년) 참조, 바이오산업 인력구조는 산업연구원, 「2003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4년) 참조.
13) 미국이 1993년부터‘바이오산업’
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4) 2003년 4월, 미국·영국 등 6개국 컨소시엄인 인간유전체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에서 인간유전체 지도를 사실상 완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15) 바이오칩(Biochip)은 유리, 실리콘, 나일론 등으로 된 작은 기판 위에 DNA·단백질 등의 생
물분자(Biomolecule)들을 집적시킨 칩.
16) 바이오센서는 DNA, 효소, 생물체, 면역물질 등 생체물질을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광학적, 압전
적 방법에 의해 원하는 물질의 양을 탐색하는 소형기기를 통칭.
17) 분자 차원 및 나노스케일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기술.
18)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 생물학적 물질들에 관한 광범위한 제반 정보를 컴퓨터기술을 이
용해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활용하는 분야.
19)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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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계 바이오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시장규모

2000

2005

2010

540

910

1,540

연평균 증가율
2000~2005

2005~2010

2000~2010

11.00

11.10

11.05

자료 : OECD, Biotechnology and Trade, 1997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
의 보건의료 네트워크 경제(Health
Care Economy)가 구현되고 있다. 이
러한 보건의료 경제권 내에서는 병원,
제약기업, 의료기기기업, 심지어 보험
회사까지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동참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40억 달러 규모의 세
계 바이오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1~11.5%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2010
년에 이르면 1,54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8>
참조).
빠른 성장세의 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바이오
시장을 현재 선점하고 있는 미국, 유
럽, 일본 등은 포스트-지놈시대 연구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테러 불
안감과 경기 침체는 바이오산업에 대
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바이오기업의 주가는 2003년 이
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현저
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바
이오 분야 주식시장의 회복은 획기적
인 효능의 신약 발굴과 함께 바이오산
업의 가능성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신약들은
발병 후의 치료가 아니라 발병 과정
혹은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원인 치료
를 목표로 하고 있다.20) 이러한 근원
적인 접근 방법은 기존 치료제의 치료
방법론과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본격
적인 맞춤형·예방형 치료 시대가 이
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기업들은 혁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사업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전통 대형

20) 예를 들면, Genentech社의 항암제 Avastin이나 ImClone System社 및 Bristol-Myers Squibb
社의 항암제 Erbitux 등은 종양이 형성되는 단계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 또한 Biogen Idec社
의 Amevive와 Genentech社, Xoma社, Serono社의 Raptiva와 같은 건선 치료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새로운 AIDS 치료제인 Trimeris社의 Fuzeon은 HIV에 의한 면역세포의 감
염을 막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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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수는 합병에 의해 감소한
반 면 , Amgen社 , Biogen Idec社 ,
Genzyme社, Chiron社, MedImmune
社, Gilead Science社 등 바이오기업
들이 합병을 통해 대형 기업군에 진입
하고 있다. Amgen社는 연간 10억 달
러 이상 매출의 5개 제품21)을 통해
2003년 현재 총 78억 달러의 매출을
내어 Johnson & Johnson社, Eli Lill
社와 함께 세계 최대의 바이오기업으
로 부상하였다.
의약품 개발에 있어 바이오기업과
기존 제약기업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03년도 현재 미국
FDA로부터 승인된 25개 바이오의약
품 중 절반가량이 바이오기업과 제약
기업간 협력에 의해 개발된 제품들이
었다. 또한 2003년도에 연간 10억 달
러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의약품
총 13개 중에서 6개 제품이 기업간
협력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었다.22)
향후 바이오산업의 주요 품목으로는
백신, 진단제, 세포치료제 및 인공장기,
기능성 식품 등이 꼽히고 있다.23)
백신의 경우 2004년 기준 60억 달
러 규모의 시장을 기반으로 암이나 에
이즈 같은 난치성 질병에 대한 수퍼
백신, 그리고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
형 백신이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그리

고 시스템생물학 등을 활용하여 개발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현재
약 100여 개 이상의 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Merck社, GlaxoSmithkline社
등 유수의 백신 생산업체들이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04
년에만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활용하였다. 백신은 그 특성
상 접종 횟수가 제한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나 생명공학기술
의 발전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암, 말
라리아, 알츠하이머병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서 상업적 수
익성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세포치료제 및 인공장기 제품 역시
제도와 환경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된다. 우선 뼈 재생, 연골조직
및 기타 연결구조에 관련된 세포치료
제 세계시장은 약 1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상
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성은 장기와 조직의 재생치료 수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식치료에 필요한 장기의 공급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2004년 현재 약 80여 개 이상의

21) 빈혈치료제 Epogen.
22) 이들 13개 제품의 총 판매액은 219억 6,200만 달러로 7개는 바이오기업의 독자 개발에 의한
제품이며, 나머지 6개는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23) Burrill & Company, Biotech 2004 Life Scie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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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및 인공장기 관련 기업이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세포치
료와 인공장기가 재생의학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상기회의 확대
와 제조단가를 낮추는 것이 향후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대두하고 있다.
유망 바이오제품의 하나인 기능성
식품(Nutraceuticals)의 2003년 세계
시장은 대략 1,600억 달러 규모로 추
산되고 있으며 2008년 2,000억 달러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한방(한의학)과 대체의약을 포함하는
약초 의약품(Herbal Preparation)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
후 2년 내 기존 합성의약품 시장의
30% 정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진단제, 세포치료제 및 인공장
기, 기능성 식품 등 미래 바이오산업
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산
업의 국가간 경쟁에서 선전할 수 있도
록 전략적,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뒷받
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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