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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대와 경쟁

바이오 - 국민건강과 경제성장을 견인
인류난제 해결 및 4만불 시대를 여는 핵심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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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명을 구한 50대 혁신

분지침(bifurcated needle)
탈수증
완화 요법

백신

녹색혁명
말라리아
치료제 인슐린

[현재, 그리고 미래]
로봇을 이용한 수술 뇌 매핑
화장실

항생제
물
염소
처리

수혈

합성
비료

저온
살균

나노기술

유전자 매핑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드론

3D 프린팅

재생에너지

인공장기

담수화 등

50 Most Important Life-Saving Breakthroughs in History
http://www.visualcapital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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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미래사회 전망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혁신적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
자동으로 비행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개인용 항공기

우주기지 구축을
통한 자원 채굴

모든 공정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화
시공관을 확장하는
가상증강 현실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제조

자동으로 최적의
농장환경을 유지

라이프로그 이해형
개인맞춤 서비스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
난치성 질병을
분자단위에서 수정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

신종감염병 발생경로
파악 및 실시간 대응

재난구조 로봇이
생명을 보호

재난재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피

손상장기를 재생해
불치·난치병 치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보조로봇으로 혼자 생활

일본 과학기술예측조사, 2040년 사회 전망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18.9)

[건강분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 도래
•플라즈마 생명과학
•VR/AR 발전, IoT를 이용한 심혈관 이벤트 예방
•맞춤의료 발전으로 소아 암의 완치율 제고
•인체장기 생산
•AI를 이용한 전두엽 측정
•식물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AI로 환자 진료, 게놈정보를 포함한 건강 정보 보유
•출생 전 진단, 난자 노화 예방 및 유전자 편집
•비접촉·비침습 건강 모니터링
•병원 없는 사회
•신인류, 삶과 죽음의 가치관 변화
•유니버설 식량 프린터, 인공음식/식사, 육류 공장
생산/유통
[환경/에너지 분야]
•재생가능 에너지 사회
•정보화 사회(무기물)  바이오정보화사회(유기물,
자기복원력)
•세포농업 발전(세포배양으로 농산물, 육류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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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혁명, 바이오경제 시대로의 진입
바이오 빅데이터 핵심기술인 Genome 분석이 최근 1일, 100달러 이내로 가능해지는 등
관련 기술의 급진전으로 바이오경제 시대로의 본격적 진입

2030년까지 약 4.4조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규모 : 152조원 목표 (2025)
* (‘15) 27조원 → (‘25) 152조원
※ 출처 :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1990

2010

20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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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는 바이오경제 경쟁의 시대

사
진

EU
Lisbon agenda
2000

EU
New Perspectives on the
Knowledge-Based Bio-Economy
2005

사
진

EU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 A Bioeconomy
For Europe
2012

EU
En Route to the Knowledge-Based BioEconomy (Cologne paper)
2007
Sweden
Swedish Research and
Innovation - Strategy for
a Bio-based Economy
2012

USA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2012

OECD, Bioecono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

Russian Federation
State Coordina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20 “BIO 2020”
2012

사
진

사
진

The
Netherll
ands

The Netherlands
Framework memorandum on
the Bio-based Economy
2012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Germany
National Policy Strategy
on Bioeconomy
2014

Finland
Sustainable growth
from bioeconomy :
The Finnish
Bioeconomy Strategy
2014

West Nordic countries
Future opportunities for Bioeconomy in
the West Nordic countries
2014

사
진

사
진

Malaysia
Bioeconomy Transformation
Program - Enriching the
Nation, Securing the Future
2013

사
진

South Africa
The Bioeconomy Strategy
2013

France
A Bioeconomy
Strategy for France
2016

8

한국의 바이오 육성 정책과 성과

정부 바이오 육성 정책 변화
생명공학육성법(‘83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년)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바이오 육성 정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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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 육성 전략-바이오헬스 미래 新산업 육성전략(2015)
바이오헬스 미래 新산업 육성 전략I(바이오의약품, ’15.3), II(의료기기, ’15.10)

바이오미래전략I
(바이오의약품)

바이오미래전략II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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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 육성 전략-국가전략프로젝트(2016)
우리의 강점분야 중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리스크가 크고,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인공지능
(AI)

정밀의료

10만 코호트, 정밀의료 촉진센터 설치
등 생태계를 조성
유전체 기반 맞춤형진단치료 실현

가상ㆍ증강
현실
바이오신약
자율주행차
성장동력
확보

삶의 질
향상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국민 4대 중증질환 분야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을 확보, 글로벌
제약사 5개 이상 육성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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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분야 성과분석
1,2차 생명공학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정부의 지원 확대로 R&D투자규모 및 연구역량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 확보

정부 바이오 R&D 투자 성장세 둔화 및 선진국 대비 바이오 R&D 투자 비중 낮음
정부 바이오 R&D 투자 성장둔화

R&D 바이오 투자비중(’15년도)

15.6

6.4
( 단위 : % )
’06~’10

VS

’11~’15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효율적
투자 및 R&D혁신 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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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성과분석
그간 축적된 R&D 역량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창업 활성화, 대규모 기술수출 등 산업적 성과
창출 가속화

글로벌 점유율 및 초기 VC 투자 부족, 클러스터 영세성 및 규제개선이 당면과제로 제시
<글로벌점유율>

<초기 VC 투자>

<보스턴>

ICT

5%
1.8%
2015

2025

바이오

<

<판교>

<규제개선 효과>
건강기능식품규제
완화  3,409억원/
750명일자리창출
세포치료제조건부
허가제도 400억원
이익창출

⇒ 바이오경제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초기 벤처투자 확대,
클러스터 확충 및 규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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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정책)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 및 민간투자 촉진 요구
- 바이오경제 청사진 마련 및 전략적 육성 체계마련
- 정부, 민간 R&D 투자 확대 및 민간 주도 민관 협력 모델 구축

(기술) 글로벌 선도를 위한 바이오 R&D 혁신 필수
- First in Class 목적 기초원천연구 확대 및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 우리 강점 활용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등 극복 혁신기술개발

(산업) 신시장 육성 및 기술창업  일자리 창출 추진 필요
- 바이오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융복합 등 글로벌시장 선점 가능 분야 집중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기반 창업 및 사업화 추진

(사회문화) 과학기술 기반 규제개선 및 대국민 소통 필요
-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규제과학 촉진 및 국제 규제 선도
- 사회문제 해결 R&D 강화 및 미래 신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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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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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목표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강국 실현

글로벌 바이오시장 점유율 : (’15) 1.7%(27조원)  (’25) 5%(152조원)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

◊미래 대비 R&D 강화

◊융합형 바이오 新산업 육성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

◊국가바이오경제혁신시스템정비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
(기술, 자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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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기본방향

추진배경
• 추격형 R&D 한계로 R&D 효율성 문제 대두
• 바이오 R&D 경제, 사회적 수요 증가

• 혁신적 독창적인 글로벌 최초 R&D 지향

• 우리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 기존 기술 접목, 활용하는 융합 R&D 활성화

• 바이오 융합 신기술 출현 증가

‘R&D 승자  시장 선점’의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글로벌 최초 R&D 지향
미래유망분야

전주기 R&D

글로벌

혁신형 연구 촉진

지원 연결 고리 확보

오픈이노베이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R&D 투자 강화
국산 블록버스터

고부가가치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한

신약 창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화학대체 소재

바이오 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융합 R&D 활성화
정밀의료, 뇌연구, 의료기기 등

융합 플랫폼을 통한

유망 융합연구 촉진

미개척 융합기술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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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미래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기본방향

추진배경
• 일자리, 창업 연계 과학비즈니스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신산업 등장
•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클러스터 정비 필요

•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 디지털헬스케어 등 융합분야 신산업 육성
• 기술, 인력, 자금 선순환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기술투자+경영·자본투자’ 형태의 합작 창업 및 M&A 촉진을 통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정부투자로 축적된

창업 성공 사례 창출 및

민간의 R&D 참여 확대

바이오IP 사업화및글로벌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 유도

기술이전전문가육성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연구산업 등 바이오 융합분야 신산업 육성
ICT 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맞춤형

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

기술, 인력, 자금의 선순환으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클러스터 실현
지역별 특화 및 연계를 통한

병원 중심의

광역 클러스터망 형성

바이오산업 혁신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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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기본방향

추진배경

•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

• 바이오경제 시대 대비 주도권 경쟁 심화

• 혁신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과 규제의 조화

• 규제/사회 장벽으로 주도권 경쟁 탈출 위기

•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경쟁력 질적 성장 위한 성장 디딤돌 필요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
컨트롤타워·실행조직·연구기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 통합 통계 및

싱크탱크 전담추진체계 구축

사업화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평가시스템 구축

혁신의 글로벌,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기술과 규제의 조화
융합 신기술 분야 국가 R&D사업

R&D 부터 상시적 규제개선 및

국제규제선도를 통한 국내기업

 규제 간 양방향 연계 강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추진

글로벌 진출 진입장벽 해소

혁신적 파괴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국가전략자원 선정을 통한 자원

R&BD 촉진을 위한 통합연구정보

범용/유망기술 촉진법 마련

가치제고 및 산업적 활용 촉진

one-stop 서비스 구축

21

후속 정책 및 사업

’22년까지 바이오 실험실 창업기업 500개 창출
추진과제

연구 데이터 지식자산化, 빅데이터化
추진과제

【기술】일자리로 연결 가능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창업․성장 지원
【사람․환경】바이오 창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인센티브 강화

【제도】혁신적인 연구와 창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공유
•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데이터 활용 R&D 인재 성장 지원

• 법제도 마련 및 산업적 활용 촉진
유전체 빅데이터 경진대회
유전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우수 SW
발굴·육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AI·빅데이터 신약개발 플랫폼
화합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독성 예측 시스템 개발

[바이오경제 2025 일자리 전략 사업 체계도]

[바이오 분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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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국가차원의 체계적 미래예측 및 현황분석 역량 강화
미래 사회 및 유망기술 예측, 우리의 현재 강점과 약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국가 바이오 싱크탱크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미래예측(사회+기술) 기능 강화

분석 기능 강화(논문, 특허, 시장, 사업 등)

(예) 2018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예) 일본 사이언스맵 2016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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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 병목 해결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바이오 연구는 데이터 집약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준은 매우 미흡  바이오 빅데이터의 국가적 활용 역량 제고
맥라렌(McLaren)社
그랑프리경주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약 200개의 센서를 통해 10억 데이터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GSK는 맥라렌그룹, 포뮬러원(Formula1) 레이싱 팀의 첨단 데이터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공학 설계 기술을 GSK의 생산, R&D,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
데이터 양의 절대적 부족

낮은 분석 수준

국가차원의 유전체 R&D, 산업화 역량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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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학연 연구주체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폐쇄형 혁신  개방형 혁신 (기관 내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개별 연구자 차원  1:1 기관차원  다 기관, 다 분야 차원  오픈엑세스(공유) 차원

개방형혁신으로 조달된 약물의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음

[예] 범부처 국가신약개발플랫폼
- 산학연병(바이오+비바이오) 참여

Deloitt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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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으로 보유자원의 한계 극복
바이오는 국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로 국제컨소시엄에 적극 참여 필요
선진국/자원부국과의 전략적 R&D 협력 및 글로벌 기업 육성
국제컨소시엄 참여 확대

• 선진국 현지 연구거점 구축
•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대상국 및 기능 확대)

• 글로벌 기업 육성
이스라엘계(창업자 중 적어도 1명이 이스라엘 국민이거나 거
주자, 이민자 제외)가 MA에 설립한 바이오, IT 기업 수는
216개(‘16년)
 경제효과(‘15) : 181억 달러, MA 전체 GDP의 3.8%
 바이오기업 경제효과(직접효과) 24.2억 달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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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260명, 수익/고용 증가율 9.4%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분야별 특화 및 클러스터-대학-병원-기업 간 네트워킹 시스템 미흡
클러스터의 창업지원 생태계 보완 필요(글로벌 제약기업 유치 등)

생태계 구심점
부재

글로벌 제약사
유치방안

- 글로벌 제약기업의 제한적 진출
- 국내 제약사의 클러스터 선도 한계

- 법인세, R&D 비용 세액 공제 등
경쟁국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
- 맞춤형 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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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기술산업 발전을 고려한 규제 전략 수립 필요 (“풀어서 이롭게”)

(Track 1) 국제 경쟁력, 위치 고려
1st R&D

1st 제품

(Track 2) 산업발전 단계 고려

1st 규제

(Track 3)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문제발생 이후 주로 선진국의 법, 제도를 도입하여 위험 회피적 운영
(To-be)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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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미래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력 미스매치 발생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

미래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R&D 우수인력 미스매치 발생
GMP 전문가 등 산업 현장 필요 전문 인력 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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