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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부산권 지역특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 활성화 방안 전략수립

○ 글로벌 수준 지역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

○ 맞춤형 (해양)바이오 연구 전문 지원체계 구축

□ 과업 필요성

○ 현재까지의 모든 정부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MBT 산업을 미래유망 신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MBT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강조

(`17년 바다의 날 VIP 기념사)

- 바이오산업은 융합기술분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성과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영역

- 최근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산업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강조

- 그간 해수부는 지역 연계형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을 구축해 왔으나,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이 어려웠던 한계가 존재

□ 최종목표

○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해양)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

- 기술기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Research Park 구축전략 수립

- 지역특성에 맞는 글로벌 수준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활성화 방안 수립

○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활성화 및 지역 신산업 창출방안 수립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지원방안 구축

- 산/학/연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바이오 신산업 창출 기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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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연구내용의 15개 세부목표를 내용으로 과업 수행

[연구내용]

구분 내용

환경분석

1-1. 정책, 시장동향 및 법제도 분석
1-2.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산업(기업) 현황 분석
1-3. 기술동향 및 전망 분석
1-4. 수요자 니즈 분석(부산권 바이오 기업 수요조사)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점
투자분야 도출

2-1. 중요도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투자분야 식별
2-2. 글로벌 경쟁 가능성 분석
2-3. 사업화 성공가능성 분석
2-4. 사업후보군별 사업 내용 및 범위 설정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전략 수립

3-1. 사업수행 참여자 별 주요 역할 범위 제시
3-2. 사업진행절차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 구축·제시
3-3. 소요예산, 소요인력 등 제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과목표․지표 제시

4-1. 사업 후보군 별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4-2.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제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5-1. 부산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결과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제시
5-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사업수행 체계

○ 이 연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KIOST의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자 및 정책분야 연구진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운영

○ 사업운영 Flow는 다음과 같음

[사업운영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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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동향

1. 국내동향

○ BT 산업은 향후 지속 확장이 예상, 일반 BT 기업에 대한 MBT 접목 등 다변화 지원전략 

필요

- (육상소재 고갈과 해양신소재 부상) 그간 육상자원 중심의 BT산업 활동으로 육상기반 

신규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해양생명 유용소재의 활용은 미미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은 신규원천소재 확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

- (분야 간 융합 전략) 그간 MBT 분야에서 확보한 기초원천기술과 유용자원을 일반 BT

분야 기술능력과 연계한 융합형 지원을 통한 성과 거양

- (산업 성숙도) MBT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이지만, 

산업소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태동기 산업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 존재

○ 국내 BT 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산업화 성과달성 및 경쟁력 강화

- BT 분야 정부성과목표는 (태동기)기초인프라 구축 및 기초원천기술개발 → (발전기)성

과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로 진화

- 정부지원 MBT 분야 R&D는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함

- 해양생명자원의 특이기작 활용을 위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산업 을 중심으로 BT 기업의 

MBT 분야 진출 가속화

○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들 중심으로 관련 계획 수립․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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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 (해양)바이오 계획]

지역 연도 계획명 주요내용

강원 2016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스마트 헬스케어와 연계가 가능한 바이오 융합 세부
분야를 융합원천기술 부문과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문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경남 2017
경상남도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전략 수립

첨단 해양항노화산업 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 통합형 해양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 구축, 특화형 해양항노화-웰니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

경북 2018
경북 해양바이오 신소
재산업 육성 방안

경북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구축”
으로 설정

전북 2017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전북 해양수산의 비전인 「바다의 힘, 큰 전북」을 실현
하기 위한 목표로 ‘상생하는 창조의 바다’,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 그리고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로 설정

충남 2019
충청남도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해양산업의 최적지 충남을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거점」
으로 육성

2. 해외 해양바이오 정책동향

○ 미국은 바이오산업을 현안문제(질병, 대체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미래 산업으로 여기고 자금 지원 및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

-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 바이오 산업진흥정책(해양바이오산업 포함)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의 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나 주정부 역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 운영

- 바이오의약분야 이외의 바이오 산업영역은 각기 관련된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00년 중반 이후 바이오에너지(연료) 분야가 주목

○ 유럽은 ERA-NETS, MARIFISH, AMPERA, SEAS-ERA, MarinERA, JPI Oceans 등 해양바이오 

관련 전문기관, 통합 정책 등을 수립하여 범국가 차원의 제도 및 지원을 추진

- (Horizon 2020) 시장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EU차원에서 R&D 지원 및 연구결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물기반 공정, 생산, 서비스의 개발에 초점

- (ERA-NET)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생물탐색, 인프라 및 R&D 기술, 바이오매스 

생산, 분자 양식 등의 새로운 연구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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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RC) 해양생물자원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주요 해양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의 최

첨단 연구 인프라 및 훈련 시설을 학계 및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ELIXIR) 생물, 의료과학,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제공

- (MIRRI) 미생물을 중심으로 미생물 수집, 유도체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

하고 미생물 네트워크 구축

○ 일본은 「종합 혁신전략」에 따라 의료·비의료분야가 하나가 된 「바이오전략 2019」

(`19. 6) 발표

- 일본 정부차원에서 해양 바이오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해양 정책 기본계획인 「해양기본계획」(제3차, 2018-2022)에서는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심해 등 극한환경에서의 미지유용기능 및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문부과학성)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바이오 관련 계획으로 「바이오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2016-2020) 기간 중

- 중국 해양산업에 있어 생물의약업의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해양경제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해양경제권역 중 랴오동반도, 산동반도, 장쑤

지역, 주장커우지역에서의 추진사업 중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이 포함

3. 해양바이오 산업전망

○ `18년 기준 전체 해양바이오산업 규모는 4,012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5년부터 `18년

까지 연평균 6.8% 증가 추세(Energias Market Research, 2019)

- 최근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확장추세에 따라 `19년-`25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확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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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세계 산업시장 규모 추정]

○ 제품규모별로, `18년 기준 Pharmaceutical and Biotech가 가장 많은 1,664.1백만 달러 

규모이며, 전체 해양바이오 시장에서 29.2%를 차지하고, Food Industry 650.9 백만달

러(16.2%), Energy 백만달러(8.0%) 등의 순으로 추정

[해양바이오 제품별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최종 제품 `18 `25
`18년
비중(%)

`25년
비중(%)

`18년 대비 `25년
증가율(%)

증가율
순위

Food Industry 650.9 1124.8 16.2% 16.3% 72.8% 4

Pharmaceutical and
Biotech

1172.9 2055.0 29.2% 29.7% 75.2% 2

Cosmetics 314.3 544.4 7.8% 7.9% 73.2% 3

Chemical 241.2 429.0 6.0% 6.2% 77.9% 1

Energy 322.6 552.5 8.0% 8.0% 71.3% 5

Others 1310.1 2207.7 32.7% 31.9% 68.5% 6

합계 4012.0 6913.4 100% 100% 72.3%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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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양바이오 분야 특허 ․논문 분석

○ 해양바이오 분야 각 소분류에 대하여 기술정의에 따른 국문 및 영문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허 및 논문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대상 논문 및 특허 식별

- 해양바이오 분야의 분석대상 특허들은 증감을 계속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 급격한 확장

세를 보임

[특허청별 특허 동향]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능성 화장품 분야

의약분야 의료기기 분야

○ 논문과 특허분석을 기초로 유망기술 후보 식별

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을 이용한 영양보충 식품 특허/논문

A61K-031/20
해양생물 유래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질병 예방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해양 생물을 이용한 면역, 혈관기능 개선용
영양식품

특허/논문

A61K-036/03
갈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질병예방용 건강
보조 식품

특허/논문

항비만
식품

A23L-033/00 해양생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해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특허/논문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 VIII -

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A61K-031/20 필수지방산을 포함하는 식사대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지방분해 촉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건강 식품

특허

A61K-036/00
비지방세포 흡수 저해 및 유해물질 배출
기능성 식품

특허

항노화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의 항산화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특허/논문
A23L-033/10

항암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 종양억제,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기능성 식품

특허/논문A23L-033/10
A61K-035/61

A61K-031/73
해초유래 당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식품

특허

면역기능
증진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분말을 첨가한 건강기능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A61K-031/73
해양생물 유래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증진용
사료/식품 조성물

특허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백

A61K-008/02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을 이용한 겔형 화
장료 조성물 혹은 시트용 조성물

특허

A61K-008/49 플랑크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64 해양콜라겐을 함유하는 화장 원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해대 식물체로부터 유도된 세포 배양 추
출물을 함유한 항노화 피부 외용제

특허

A61K-008/98 해양 동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주름개선

A61K-008/64 해양 생물으로부터 추출된 주름 방지, 피부
재생 촉진용 펩티드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8/00
A61K-008/97 해양식물혼합추출물을 함유하는화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8
해양극피동물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노화
방지용 화장품제재

특허

자외선차단

A61K-007/00 자외선 차단성능 및 내수성을 갖는 해양
생물 유래유 화제성분 함유 화장료조성물

특허/논문
A61K-007/42

A61K-008/49
해양식물로부터 추출된 엘라직산을 함유한
피부개선 화장료 조성물

특허

A61K-008/97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보호용
화장료조성물

특허

모발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헤어 트리트먼트 조성물 특허

A61K-007/06

A61K-008/02
해양 미생물로부터 추출된 헤어 컨디셔닝
성분이 함유된 분무형태의 헤어제품

특허

A61K-008/49
헤테로고리식 화합물을 함유하는
모발성장 촉진용 조성물

특허

A61K-008/81
에틸렌 불포화 단량체를 포함하는
항비듬 모발관리용 조성물

특허

A61K-008/97
탈모 방지 또는 모발 촉진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한 헤어조성물

특허/논문

아토피,
여드름성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보존안전성 및 보습효과를
갖는 피부용 조성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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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피부

A61K-008/02
해양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 겔
마스크 형태의 화장용 제품

특허

A61K-008/81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탄소계 매질을 포함
하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피부보호기능을 갖는 해조류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 조성물

특허/논문

의약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A61K-035/78
해양 생물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염, 피부
노화 방지 및 개선용 의약품 조성물

특허

A61K-039/39
노인성 질환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해양
생물 유래 항체를 함유한 의약 조성물

특허/논문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복소환화합물을 함
유한 노인성 질병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
C07D-487/04

항암

A61K-039/39
해양 생물에서 추출된 효소를 이용한 항체
또는 면역복합체를 포함하는 항암 약물

특허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아톱토시스-유도제를
활용한 암 치료 방법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전자
검출용 조성물

특허

항염

A61K-009/14
해양 생물을 이용한 나노 입자 크기의 약
제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해양생물유래
항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

C07D-471/04 해양 생물 유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포함
하는 통증, 염증성질환, 세포증식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면역강화

A61K-009/20 면역인자 생성 및 검출 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면역강화 항생제 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면역학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복소고리
화합물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유래 핵산을 이용한 면역계 진단방법 특허/논문

당뇨/비만

A23L-033/10
해양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당뇨병 환자용
식품의약적 조성물

특허

A61K-031/20
해양생물 추출물, 해양심층수 및 유기산을 함
유하는 항비만 및 셀룰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

A61K-031/70
해양 생물유래 당단백질을 함유하는 당뇨
병 및 그 합병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5/60 어류 추출물을 함유한 항 콜레스테롤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6/03
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 및 셀룰
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논문

성인병 예방,
개선

A61K-031/44 피리딘을 함유하는 뇌졸중 치료용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성인병 약제조성
및 치료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피리딘을 함유하는 고혈압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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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제안

1. 부산권 바이오 산업 환경

○ 부산권 바이오 산업 관련 제조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68개, 기타화학 제조업 279개,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2개, 

분석 전문기업 194개, 수산물 제조업 278개, 식품 제조업 107개, 연구개발 기업 83개 

등 총 1967개가 운영 중(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정리)

[부산지역 바이오 산업 제조기업 분포] [부산 지역 R&D 기관 분포헌황]

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뇌질환

A61K-031/44
피리딘을 포함하는 신경계질병을 치료하
기 위한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뇌질환 약제조성
및 치료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핵산을 이용한 뇌질환 진단방법 특허/

의료
기기

의료용 소재

A61L-027/00
해양생물 조성물을 함유한
보철 및 인공 뼈 재료

특허/논문
A61L-027/36
A61L-024/00
A61F-002/28

C07K-014/78
해양생물 유래 조성물을 이용한 인공조직
(피부, 연골, 인대, 막)용 콜라겐 재료

특허/논문

조직재생용
소재

A61L-024/00
해양생물 유래 젤라틴을 함유하는
조직접착제, 보호용 막, 붕대

특허
A61L-024/10
A61L-015/32
A61K-035/60

A61K-031/71
피부상처 보호용, 골형성 촉진용 해양생물
유래 셀룰로스 막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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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권에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R&D 제공 가능 기관(대학, 공공

기관, 병원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대학) 부산 소재 대학 중 바이오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8개의 대학이 입지

- (공공기관) KIOST를 포함하여, 부산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연구기능 기관 및 기타 지자체 

산하 6개 기관 입지

- (병원) 의과대학 기반 병원으로 3개의 대학병원이 입지

2. 기업니즈 분석

○ 일반바이오 분야와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존하는 체계

- 바이오 분야 기업들 가운데 28.4%는 일반 바이오와 해양바이오 분야를 병행

[해양바이오 병행 여부]

(단위 : 개, %)

구분 기타 지역 부산 지역 전체

해양바이오 참여 23(22.8) 27(36.0) 50(28.4)

해양바이오 비참여 78(77.2) 48(64.0) 126(71.6)
총합계 101(100.0) 75(100.0) 176(100.0)

( )안의 값은 %

○ 해양바이오 비참여 기업 가운데 65.1%는 향후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해양바이오 참여 

의사 보유

- 현재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유용소재 개발과 산업소재 대량

생산, 유효성 평가, 생산/판매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

- 다만, 기업수요와 비교할 때,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기초연구 

분야와 유용소재 발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기업수요의 반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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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니즈 반영(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기업 니즈> <대학/연구소 연구자의 활동 영역>

단계 과정 MBT 기업 BT 기업

1단계 기초연구 8(16.3) 68(54.4)

2단계 유용소재 개발 21(42.9) 58(46.4)

3단계 산업소재 대량생산 28(57.1) 52(41.6)

4단계 유효성 평가 22(44.9) 45(36.0)

5단계 기술이전 및 표준화 14(28.6) 50(40.0)

6단계 비임상/임상 16(32.7) 32(25.6)

7단계 승인(식약처등) 10(20.4) 25(20.0)

8단계 생산/판매 25(51.0) 45(36.0)

기타(위에해당하지않는과정) 3(6.1) 2(1.6)

N 49(100.0) 125(100.0)

3. 부산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

○ 다음과 같은 한계인식과 해결이 부산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

[지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한계 극복]

한계인식 및 방향 한계 극복 방안

취약한 산업환경
해소

· R&D 능력을 보유한 일반 BT 기업들의 해양바이오 분야로의 유인동기
부여(산업소재 확보 및 제공)
· 해양바이오 기업 대상 임상지원 등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R&D 지원
· 최종성과(상용화, 제품화) 중심의 R&D 지원 추진

산업계 연계전략
부족 해소

· 연구계(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의 산업적 활용
촉진전략 수립·지원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R&D 결과를 상용화와 연계하고, 사업지원
결과 산업적 성과 창출 극대화

산업소재의 부족
해소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소재의 확보 및 대량생산 지원시스템 구
축으로 기업지원 및 산업저변 확대
· 기능성 확보 사업 및 산업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제품화 가능한 유효
기능성에 대한 확장 추진

R&D 결과의
산업화 연계부족

해소

· 산업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기업의 참여보장 및 사업 주도를 통해 산
업화 연계 가능한 원천기술 식별 및 지원
· 최종사용자 중심의 R&D 사업수요 식별 → 기술개발 → 상용화 지원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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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으로서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 부산 해양바이오 산업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

[(해양)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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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투자분야 식별

○ 시장, 기업, 예산, 기술제약, 기간, 전망, 정부지원, 지역현황,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사업

후보군 중점 투자 가능분야 식별논리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기능성 식품 영역과 화장품, 의약, 의료기기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중점 투자 가능분야 식별논리]

기준 영역 식별 기준

조건1. 시장 관련 분야에 실질적인 산업시장의 존재하며, 국내외 산업시장규모는 어떠한가?

조건2. 기업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기술력 수준은 어떠한가?

조건3. 예산 예산투입을 통한 산업화 성과창출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조건4. 기술제약 산업화 단계에 근접한 후보기술들이 존재하는가?

조건5. 기간 단기간 내 산업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현 상태 감안)

조건6. 전망 해당 산업분야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어떠한가?

조건7. 정부지원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

조건8. 지역현황 지역(부산)이 충분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조건9. 제약조건 연구역량 보유기관이 지역산업을 지원할 적극적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 과정을 거쳐 중점 투자 영역 식별

[중점 투자 영역 식별]

구분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6 조건7 조건8 조건9

기능성 식품 ◎ ◎ ○ ◎ ◎ ◎ ◎ ○ ◎

기능성 화장품 ◎ ◎ ○ ◎ ◎ ◎ ◎ ◎ ◎

의약 ◎ ○ ◎ ○ × ◎ ◎ ◎ ◎

에너지 ○ ○ ◎ ◎ × ○ ◎ ◎ ○

화학 ◎ ○ ◎ ○ × ◎ ◎ × ×

식량 ◎ ○ ○ ◎ ◎ ◎ ◎ ◎ ×

의료기기 ◎ ○ ◎ × × ◎ ◎ × ○

구분 : ◎: 높음, ○: 보통,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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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 로드맵

[사업별 사업추진 로드맵]

[분야별 사업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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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전 목표체계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산권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은 성과목표 제시

- 10년간 R&D 예산 1,130억원 투입

- 부산권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생산유발효과 1,82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3.9억원, 취업유발효과 1,259.7명

○ 구체적인 산출목표로 4대 분야에 대한 R&D 사업성과 추구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승인) 15종 개발 및 제품생산

- 기능성 화장품(식약처 승인) 30종 개발 및 제품생산

- 의약품 후보물질 10종 개발 및 임상시험 단계 진입

- 의료기기(식약처 승인) 5종 개발 및 제품생산

[비전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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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해양바이오산업의 사업비 1,130억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1,82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23.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1,259.7명으로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의 종합화]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원당 1.0000원 1원당 0.6176원 1원당 1.6176원

1,130.0억원 697.9억원 1,827.9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4656원 1원당 0.2635원 1원당 0.7291원

526.1억원 297.8억원 823.9억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7.1628명 10억원당 3.9846명

10억원당
11.1474명

802.4명 450.3명 1,2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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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필요성

□ 바이오산업 분야 지역단위 육성전략의 중요성

○ 국가 산업육성 관점에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 

수행의 효율화 관점에서 ‘지역단위의 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 바이오 분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

- 해양바이오 산업은 거시적 측면에서 BT 산업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성과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영역

○ 관점에 따라 지역혁신체계(Saxenian, 1994; Cooke and Morgan, 1990), 산업클러스터

(Porter, 1998; 박용규, 2005), 혹은 혁신클러스터(OECD, 20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등 다양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기본

적인 개념으로 사용(최병훈, 2017)

-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단위로 행해지는 산업혁신체계를 의미

-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국가단위의 혁신체계 구축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공간적으로 하부체계인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확산과정을 다루는 개념(김명진, 외, 2013)

- 클러스터는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신뢰와 호혜성(reciprocity)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확산․
활용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의미(Dosi, 1988)

○ 바이오산업은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기업 활동을 통해 성장 가능한 산업영역으로 연구력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예.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 바이오산업은 제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물 또는 유기체, 유도체, 기계, 전자, 재료 

등의 과학 및 공학 연구의 혁신적인 분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해양 유래 

생명자원 활용 기술 (해양바이오기술) 또한 바이오산업의 중요 축으로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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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은 건강, 식품, 사료, 양식, 화장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가능한 산업부문이며, 그 전제는 유용 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기술 개발에 있음

- 지역 특성에 따른 니즈를 도출하고 이의 해결에 필요한 (해양)생명자원과 기술을 발굴

하며, 체계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상용화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

-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화를 통해 기업의 영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선순환을 기초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

□ 해양바이오 산업의 가치증대

○ 최근 들어 육상기반 신규 생명자원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해양생

명자원의 중요성과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생명 종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명종의 약 80-90%를 차지하나, 산업적 활용사례는 

1% 미만으로 확장 잠재력이 크고, 소재화 성공률 역시 2.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 FDA 승인의약품 기준으로 `30년-`15년 육상기원 의약품 1,539건, 해양기원 의약품은 

7건 개발에 불과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태동기 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분야1)

[그림 1-1] 해양바이오 산업 활동의 5대 분야

자료 : Smithers Rapra. (2015 : 8)

1) 육상 BT의 경우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소재의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육상 BT도 R&D 주력을 신규소재 확보가 

가능한 줄기세포, 항체 등으로 전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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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바이오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이며, 전세계적

으로도 태동기 산업에 불과해,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공격적 육성전략 필요

- 해양바이오분야는 일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있지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로,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현재 국내․외 해양바이오 산업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중심의 

초기 산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일반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분야의 기업 활동은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반 바이오와 해양바이오 제품생산을 병행하여 활동

○ 기술적 관점에서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실행차원의 막대한 기술개발 수요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지됨

- 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기술개발 중심산업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산업화가 거의 

유일한 방안에 해당함

- 그간 현재까지 모든 정부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유망 신

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현 정부 역시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을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음(`17년 바다의날 대통령 기념사)

○ 그간 해수부는 지역연계형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거점을 구축해 왔으나, 미래

비전 및 전략추진의 실패로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했음

- `14년-`18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사업 지원했으나,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의 한계가 드러남

- 당초 지역 센터들은 지역거점 중심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풀뿌리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단위 중소기업 육성전략 추진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 반면, 현재 모든 센터들은 대부분 교육기관 형태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센터는 상주 

연구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음

□ 지역산업으로서의 해양바이오

○ 연구단계별로 존재하는 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연계전략이 필요하나, 현재의 

사업지원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

- 해양바이오 분야의 산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연구단계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각각의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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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반드시 필요

- 특히, 해양바이오 분야는 산업발전을 위한 R&D 사업은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해양바이오 소재의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 개방형 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능에 특화된 대학과 단순지원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단위 연구

개발 조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KIOST와 같은 

기관이 기술개발 및 지원 체계의 중심에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1-1] 그간의 지역 해양바이오 센터 구축 현황(해수부 지원)

지역 센터명(위치) 주관기관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시작 종료

강원
해양생물연구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03 `07
100억
(50억)

전북
해양생물연구센터
(전북 군산시)

군산대학교 `05 `08
40억
(20억)

전남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남 완도군)

완도군 `07 `10
100억
(50억)

해양생물연구센터
(전남 완도군)

조선대학교 `04 `07
100억
(50억)

경남
해양생물연구센터
(경남 통영시)

경상대학교 `06 `08
100억
(50억)

자료: 해수부 내부자료

-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지원 수요가 대학과 연구소 연계로 수행되고, 

이를 상용화 및 제품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영역과의 상호 연계가 필요

- 이는 일반적으로 바이오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연구단계별 Death Valley로도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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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단계별 죽음의 계곡(신약개발 사례)

자료: 지식경제부. (2012).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지원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지역특화 바이오클러스터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함

- 첫째, 취약한 산업환경 : ①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R&D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 ②해양바이오 산업 영역은 

신생산업 영역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투자우선순위도 

낮은 수준, ③성공사례의 부재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의 영세성으로 R&D 투자 부담 발생

- 둘째, 산업계 연계전략 부족 : 태동기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분야는 저변확대가 중요하나, 

대부분의 응용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 

부재

- 셋째, 산업소재의 부족 : 그간의 해양생명자원 확보사업은 전략소재 확보를 위한 가능성 

확대를 위해 다양성 중심의 자원확보 사업에 치중했으며,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기능성+

대량생산+표준화) 산업소재 확보 측면은 소홀히 다룬 한계 존재

- 넷째, R&D 결과의 산업화연계 부족 :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최종사용자(End-User)의 참여 

부재로 R&D 결과의 산업화 연계미흡

○ 향후 부산권 바이오 클러스터가 해양바이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중심 전략방향 도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전략방향을 도출해 향후 사업운영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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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계 극복을 위한 향후 전략방향(안)

한계인식 및
방향

세부 사업추진 방향

취약한
사업환경
해소

․R&D 능력을 보유한 일반 BT 기업들의 해양바이오 분야로의 유인동기
부여(산업소재 확보 및 제공)
․해양바이오 기업 대상 임상지원 등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R&D 지원
․최종성과(상용화, 제품화) 중심의 R&D 지원 추진

산업계연계전
략 부족 해소

․연구계(대학 및 연구소) 보유 기술의 산업적 활용 촉진전략 수립․지원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R&D 결과를 상용화와 연계하고, 사업지
원 결과 산업적 성과 창출 극대화

산업소재의
부족
해소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소재의 확보 및 대량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으로 기업지원 및 산업저변 확대
․기능성 확보 사업 및 산업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제품화 가능한 유효
기능성에 대한 확장 추진

R&D 결과의
산업화 연계
부족 해소

․산업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기업의 참여보장 및 사업 주도를 통해 산업
화연계 가능한 원천기술 식별 및 지원
․최종사용자 중심의 R&D 사업수요 식별→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체계 확립

2. 경제․산업적 측면

□ 바이오산업 전반

○ 세계 주요 기술개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추진을 통해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을 선도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

- 우리 정부는 그간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 도래가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 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바이오 육성책을 본격 추진 중

○ 글로벌 바이오 산업시장은 대규모 R&D를 통해 점차 시장 확대 추세에 있음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18년 약 340.7억 달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

재단(NSF)에서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역시 약 7.54억 달러 수준

○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처방약 판매량은 `19년 9천억 $에서 `24년 1조2천억 $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 세계 처방 의약품 시장 규모는 `11년~`17년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나, `18년~`24년은 

연평균 약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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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8년-`24년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 전망

자료: EvaluatePharma, 2018

□ 해양바이오 산업

○ 해양바이오 산업은 미래 전략기술 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

- 해양생명자원은 바다의 높은 수압과 고염, 저온, 빈(貧)영양 등 극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여, 육상생명자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대사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

○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해양바이오는 전통적인 타 산업분야에 비해 태동기에 해당하는 

신산업 군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개발 후발 주자에게도 열려있는 분야

- 해양바이오 산업 관점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67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에서 

“Drugs from the Sea"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되면서 부터로 알려짐2)

- 산업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은 `8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

○ 이와 비교할 때, 육상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물 연구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유럽 등의 연구개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유용 생명자원(육상유래)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음

- 해양생명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적으로 

태동기에 해당해 노력과 투자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을 선

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2) 1950년대 캐리비안 해면동물(Tethys crypts)에서 핵산물질을 포함한 특이한 당(arabinose)이 포함된 핵산물질을 발견한 것을 계

기로 해양생명자원의 잠재력이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양천연물 연구 분야는 `67년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대학에서 실시된 

'Drugs from the Sea'라는 심포지엄에서 해양생물 유래 의약품 개발 연구가 주목을 끈 것에서 태동(Rineha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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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양바이오 분야 글로벌 시장분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바이오 산업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

- 현재까지, 해양바이오 글로벌 산업시장 분석보고서들을 종합하면, `17년 기준 전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기관 평균은 44.9억 $이며, `30년 80.5억 $수준으

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High tech 산업시장)

[그림 1-4] 해양바이오 세계 산업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 $)

자료: 장덕희 외(2017: 235)

3. 사회․문화적 측면

○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 R&D 환경은 지속적인 환경변화를 겪어 왔으며, 산업육성을 위해

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수립이 필수

- 지역산업 진흥전략 수립 시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에 실패할 경우 잘못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 내 해양바이오 산업영역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해양바이오 지역산업 추진전략은 해양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효과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활용 가능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R&D가 절실히 필요하며,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화 전(全)단계에 걸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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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에서부터 연구개발, 

상업화를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활동들을 개방하여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 개방형 혁신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혁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까지 연구개발 활동은 특정 연구개발 조직이나 연구자 또는 기업 등 단일 연구자 

집단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폐쇄형 체제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폐쇄체계가 구축된 

근본원인은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단위 클러스터 부재에서 

비롯

- 특히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분야는 ‘해양’에 대한 특이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어 타 분야에 비해 개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임

- 지역단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비용을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림 1-5] 개방형 혁신과 폐쇄형 혁신의 차이

자료: Poot Faems & Vanhaverbeke(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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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지식활동은 R&D를 통한 성과창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업영역의 대외 확장에도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KIOST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그간 해양바이오 분야의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간의 지식네트워크는 상호 연계가 

부족하며, 학문영역 또는 분야 간 장벽이 전문 인력의 영역 간 교류를 저해하는 원인

으로 작용함

- 물론, 개방형 혁신의 지나친 주장은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인 지식의 대외유출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함

○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과정에서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전제라고 볼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산업화 초기에 있는 해양바이오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의 전제가 되는 해양바이오 전략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

- 해양바이오 중점 투자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및 지원체계 수립 등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함

○ 현재 대부분의 (해양)바이오 기업은 수도권(서울, 경기)을 중심으로 분포

- 전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지역특화자원(해조류)를 중심

으로 한 기업분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기존 기업분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부산권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음

- 다만, (해양)바이오 산업은 기술성과 활용을 전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18년 KIOST의 

부산이전, 지역권역 내 해양바이오 분야에 역량을 갖춘 대학(부경대, 부산대, 경상대 등)

이 입지

- 바이오 산업육성에 핵심적 원천을 제공하는 기술개발 조직의 입지를 감안하고,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영역에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IOST의 역량을 감안하면, 기술

혁신 기반의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음

- 부산권의 지역기반 특화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권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술혁신 주체 기반의 산업화 촉진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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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해양과기원 기관고유미션 및 연구성과계획서와의 연계성

○ 해양과기원 정관 제4조 (사업)의 제1호, 제3호, 제6호 등과 연계

- 제1호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 제3호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 제6호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 해양과기원 연구성과계획서 전략목표 2. 성과목표 2-1과 연계

- 해양생물․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 정부 주요 아젠다(정부 국정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의 연계성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2-4 유망 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12-5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 강화, 15-2 연구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과제 1-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해양바이오), <과제 4-1>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과제 4-2> 해양수산 

기업혁신 및 창업지원 확대와 연계

○ 정부정책방향 : 해양바이오 산업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17.5 

바다의날 대통령 기념사) 강조

○ 국정과제 34 : 미래신산업 육성(해양바이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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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 환경분석

- 정책 및 시장동향 및 법제도 분석

-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산업(기업) 현황 분석

- 기술동향 및 전망 분석

- 수요자 니즈 분석(부산권 바이오 기업 수요조사)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점 투자분야 도출

- 중요도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투자분야 식별

- 글로벌 경쟁가능성 분석

- 사업화 성공가능성 분석

- 사업후보군별 사업 내용 및 범위 설정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전략 수립

- 사업수행 참여자별 주요 역할범위 제시

- 사업진행절차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 구축․제시

- 소요예산, 소요인력 등 제시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과목표․지표 제시

- 사업후보군 별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논리모형의 활용)

-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제시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대효과 제시

- 부산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결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제시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2장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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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동향

제1절. 국내 동향

1. 중앙정부 정책동향

○ 바이오산업 관련 주요 정부정책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립

[표 2-1] 바이오산업 관련 정부 정책

계획명 연도 기관명 주요내용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2019 해양수산부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
바이오업계 지원을 위한 바이오뱅크 구축, 인력 양성,
업계 지원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9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임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2019 보건복지부
4차산업혁명 도래를 맞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ICT 기술을 임상시험에 융합․응용시켜 임상시험 혁신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임상시험 경쟁 우위 확보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2018 해양수산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비전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

～2022)
2018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
해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추진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2)

2014 해양수산부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 수산 분야를 포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R&D 추진전략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2009
국가과학기
술위원회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녹색 해양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술수준 향상,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수립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

2008 국토해양부
세계일류 해양생명공학기술을 통한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견인을 비전으로 해양생명공학기술 세계 7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립

수산생명공학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2008 해양수산부
국내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발굴과 종합 실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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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바이오 분야 정책 중 해양해양바이오 관련 주요 계획과 정책은 해양수산부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관련 정책은 아래와 같음

[표 2-2] 바이오 정부 정책 중 (해양)바이오 주요 내용

계획명 연도 기관명 주요내용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2019 해양수산부

- 해양바이오 원천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량배양
기술 개발

- 상용화 중심의 경쟁형 R&D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9
관계부처
합동

-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2019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2018 해양수산부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

～2022)
2018

관계부처
합동

- 창업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 유망 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탄소저감·자원화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
관계부처
합동

- 해양수산생물의 생명현상 이해 및 유용성 발굴 융복합
기술

- 해양수산생물 유래 산업용, 건강증진용 신소재 생산
원천기술

- 해양수산생물 유래 신소재 생산 실용화 기술
- 해양공간이용 해양수산생물자원 대량생산/확보 기술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2)

2014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물 유래 소재산업 육성 및 에너지생산체계
구축

- 국내외 해양수산 생명자원 발굴 및 관리시스템 체계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2009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 글로벌 해양생물자원 확보
- 핵심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
- 해양바이오 연구기반 구축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

2008 국토해양부
- 미래원천기술의 조기확보 분야
- 첨단주력 고부가가치산업 확대
- 인프라 확충 및 체계 고도화 분야

수산생명공학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

2008 해양수산부

- 단순 전통 식품 소비에서 탈피한 고부가·기능성 식품
시장 개척

- 노동 집약적 1차 산업에서의 탈피 및 2차/3차 산업
과의 능동적 연계



제2장 국내외 동향

- 19 -

○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 해양바이오 원천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량배양기술 개발 : 기능성 및 유용성이 

확인된 소재 중 증식자원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기초배양이 가능한 자원 가운데에서 대량

배양 대상 종을 선정(‘20)하고, 해양바이오 소재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상용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대량배양기술 및 배양시설 개발(‘20～), 개발된 대량배양 기술 및 배양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바이오 기업 등에 기술이전 추진

- 상용화 중심의 경쟁형 R&D 추진 : 해양바이오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상용화 이전 단계

(TRL 5~6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핵심성능 평가(TRL 4)까지 마친 유망

소재 및 기술을 토대로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상용화 R&D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 ①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특허인증 지원, 창업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② 국내외 바이오소재 접근 관련 법․제도 변경, 기술동향 등 정보를 담은 

해양바이오 트렌드 리포트를 제작하여 업계에 배포, ③기술 및 소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정기․수시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 유망기술 및 소재 등 투자 

활성화

[그림 2-1]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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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

-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 ①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및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상용화 기반 연구 지원(해양수산바이오신소재 

개발(2018년 125억원),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2018년 84억원)), ②해양생물 차세대 유전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유전체 유래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 사업 추진

-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현장 수요 R&D 확대(해양수산중소벤처 지원(2018년 64억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2018년 75.6억원))

-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해양바이오 산업계의 활용도가 

높은 해양생명자원과 소재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소재 분양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시범 운영

[그림 2-2] 2019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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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 해양생명공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생명자원 확보,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원천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장비, 친환경 해사산업 등 분야의 상용화 연구를 통해 신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 해양생명자원정보를 집적·제공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해양바이오뱅크를 추출물 및 

미생물 정보에서 유전자원 정보까지 확대(’19.3)

· 건강·미용·의료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 고세균 이용 

바이오 수소 대량생산 기반 구축(50톤 플랜트 준공, ‘19.5)

·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17종) 및 유전체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수출 및 수입대체 

수산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행

[표 2-3]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및 연구내용(`19년)

구분 세부과제명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구축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

해양섬유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기술 개발

해양 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해양 미세조류 색소 기반 고부가 소재 및 활용 기술 개발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 인정형 소재개발 및 제품화

해양자원유래 고령친화형 글로벌 기능성 소재 개발

해양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소재 개발

해양자원기반 근적외선 조영물질 및 영상진단기기 개발

용암해수 기반 청정원료소재 융합 기술개발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 해양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 실용화 기술 개발

해양생명현상활용연구
해양 와편모류 기반 이상세포 제어 및 유용세포 증식기술개발

유용단백질 생산을 위한 재조합어류 생산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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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①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②제약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③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④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4대 목표로 설정

-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 ①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②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①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 

②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 ①세포치료제 R&D 지원, ②유전자치료제 R&D 지원, ③

정밀의료 기반 R&D 지원

[그림 2-4]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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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분야 집중 육성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선도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성 제고

· 연구개발 지원 및 수행·관리 체계 개편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 해양수산 기업 혁신 및 창업 지원 확대

[그림 2-5]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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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으로 4대 전략으로 설정

- 창업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성장(Scale up)지원 확대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마련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세금부담 

경감 

- 유망 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유용 농림·수·축산자원 발굴 등 국산 농수산생명 소재 산업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육종 첨단

기술 개발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 강화 

·성장동력 분야 규제개선, 실증, 초기시장 조성 지원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 도모 

[그림 2-6]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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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학기술(120개) 중 바이오 관련 중점과학기술

·(임상·보건)바이오마커, 불임·난임 극복 기술,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바이오 융복합)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가스발전 기술,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지열에너지기술,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풍력발전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유기·바이오소재)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추진

- 해양수산생물자원 활용기술

·해양수산생물의 생명현상 이해 및 유용성 발굴 융복합기술

·해양수산생물 유래 산업용, 건강증진용 신소재 생산 원천기술

·해양수산생물 유래 신소재 생산 실용화 기술

·해양공간이용 해양수산생물자원 대량생산/확보 기술

[그림 2-7]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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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정책동향

○ 바이오산업 관련 계획으로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바

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

[표 2-4] 지방자치단체 주요 (해양)바이오 계획

지역 연도 계획명 주요내용

강원 2016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진
단과 발전방향

스마트 헬스케어와 연계가 가능한 바이오 융합 세부
분야를 융합원천기술 부문과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문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경남 2017
경상남도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첨단 해양항노화산업 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 통합형 해양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 구축, 특화형 해양항노화
-웰니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

경북 2018
경북 해양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방안

경북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구축”으로 설정

전북 2017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전북 해양수산의 비전인 「바다의 힘, 큰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상생하는 창조의 바다’,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 그리고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로 설정

충남 2019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해양산업의 최적지 충남을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발표 계획

○ 강원도

- 스마트 헬스케어와 연계가 가능한 바이오 융합 세부분야를 융합원천기술 부문과 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문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 수립

-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노력 강화 추진

- 목표지향형 전문가 협의체 구성, 국내외 우수연구자 도내 유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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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2016),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진단과 발전방향

○ 경남

- 첨단 해양항노화산업 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 통합형 해양항노화 

산업 기반 구축,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 구축, 특화형 해양항노화-웰니스 체계 구축 등

을 추진

[그림 2-9] 경상남도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전략

자료 : 경남도청(2017),경상남도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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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경북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해양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구축”으로 설정

- 유용 해양생물자원 탐색, 유용 해양생물자원 탐색, 해양생물자원 소재 연구 체계 마련, 

경북 해양생물자원 라이브러리 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등

- 해양생물유래 소재 추출 기술 확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선별 및 진행 등

-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은 기술이전으로 창업 유도 및 기업 육성, 해양생명자원 소재

활용 화장품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

○ 전북

- 전북 해양수산의 비전인 「바다의 힘, 큰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상생하는 

창조의 바다’,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 그리고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로 설정

[그림 2-10] 전북 해양수산 비전체계

자료 : 전북도청(2017),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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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해양바이오 성장 거점 충남을 비전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바이오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함

- 해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용, 개발을 통해 해양을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

[그림 2-11]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자료 : 충남도청(2019),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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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해양바이오 정책 동향

1. 미국

□ 미국 바이오산업 정책

○ 미국은 바이오산업을 현안문제(질병, 대체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미래 산업으로 여기고 자금 지원 및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

-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중 평균 96%가 R&D 예산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이 바이오 의약

산업에 집중 투자

- `19년 국립보건원 R&D예산은 33,864백만달러로 미국 전체 R&D 예산대비 25.27%를 차지

하여 국방관련 R&D예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 바이오 산업진흥정책(해양바이오산업 포함)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의 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나 주정부 역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 운영

- 연방정부는 법적, 제도적 지원, 기초 R&D 투자자금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

하나, 주정부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입지부지,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해양바이오 영역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생명자원 

활용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초연구개발 연구비 지원

○ 바이오의약분야 이외의 바이오 산업영역은 각기 관련된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바이오에너지(연료)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

- 미 에너지부(DOE)는 `07년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Bioenergy Research Centers: BRC)를 

3곳3)에 설치하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분야에 고급 바이오기술 인력을 투입

하는 등 바이오연료 분야에 활발한 투자

- 특히 해양유래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연구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DOE는 

`10년 조류(Algae) 기반 바이오 연료 상업화에 관한 연구한 2,400백만 달러 투자를 시작

으로 `19년 5월에는 조류활용 바이오연료 시스템 연구가 포함된 바이오 연료 연구 개발 

자금 7,700백만달러 지원

- 이외에도 농무부(USDA)4), 국방부(DOD) 등의 정부부처가 바이오 연구 지원

3)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Joint Bioenergy Institute(JBEI), 테네시주에 위치한 Bioenergy Science Center(BESC), 위스콘신 

주에 위치한 Great Lakes Bioenergy Research Center(GL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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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비전

○ `18년 11월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미국의 

해양과학기술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및 우선순위를 정한 정책기조인 「미국 해양과학

기술 10년 비전(Science and Technology for America’s Oceans :A Decadal vision)」5) 발표

- `07년 발표된 An Ocean Research Priorities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에 이은 

두 번째 미국의 해양과학 미래 10년(2018-2028) 비전을 담고 있음

- 향후 10년 간 미국의 해양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함

·GOAL1 :  해양관련 지구시스템에 대한 이해

·GOAL2 :  경제적 번영 증진

·GOAL3 :  해양 안보(해상안전) 보장

·GOAL4 :  인류 건강 보호

·GOAL5 :  연안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개발

- GOAL4 인류 건강 보호에서는 특히 해양소재를 기반으로 의약품(항암, 항 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건강식품(식이보조제, 식품첨가물), 에너지(바이오 연료) 및 기타 유익한 

물질(소포제, 진단 도구, 화장품)이 유래됨을 언급하며 해양의 막대한 경제적, 생물학적 

잠재성에 대해 강조

○ GOAL4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직·

간접적 전략방안 제시

- 해양유래 신소재확보 및 탐사장치기술 개발: 박테리아, 미생물,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해양 서식지 및 관련 종에 대한 탐사와 소재발견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야하며, 심해와 

같은 해양환경을 탐사하기 위한 세서 및 수집 장치 연구 지속 수행

- 산업화를 위한 해양소재 공급량 확보 및 제품화 지원: 유익한 천연제품들을 식별·선

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지원

·식품 및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조류관련 바이오 제품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류 

배양 연구 수행

·민간산업계 및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합성 조립라인 및 배양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지원하여 제품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

·R&D를 위한 해양천연소재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바다양식 기술 개선

4) 에너지부와 함께 BRDI (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공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생가능한 연료 및 

바이오기반 제품 가용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원

5) 과학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해양과학기술 소위원회(Subcommittee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ST)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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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유럽은 ERA-NETS, MARIFISH, AMPERA, SEAS-ERA, MarinERA, JPI Oceans 등 해양바이오 

관련 전문기관, 통합 정책 등을 수립하여 범국가 차원의 제도 및 지원을 추진

- `10년 유럽전반에 걸친 해양연구를 위한 유럽 전략(European Strategy for Marine and 

Maritime Research)을 수립하여 해양바이오 연구 및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유, 정보

구축 등을 실시

- ESFRI(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는 `01년 유럽장관회의에서 

채택 후 `02년 설립된 유럽공동 연구인프라 정책포럼으로 유럽 회원국 간 공유인프라 

접근, 공동 연구 지원 등을 추진

○ Horizon 2020

- 시장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EU차원에서 R&D 지원 및 연구결과 상업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물기반 공정, 생산, 서비스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Horizon 2020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로, 해양기술의 거대한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음

○ Marine Biotechnology ERA-NET

- 해양바이오 분야의 전문 프로젝트로서 14개 유럽국가에서 19개 기관이 파트너로 참가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동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ERA-NET은 연구프로그램간의 협력과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계가 되었음

-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생물탐색, 인프라 및 R&D 기술, 바이오매스 생산, 분자 

양식 등의 새로운 연구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구성함

○ EMBRC(European Marine Biological Resource Centre)

- 유럽해양바이오자원센터(EMBRC)는 해양생물자원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주요 해양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의 최첨단 연구 인프라 및 훈련 시설을 학계 및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메타 데이터 및 추출 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

- 특히 데이터 공유 및 수집 등에 관한 표준화와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 증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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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XIR(European Life-Science Infrastructure for Biological Information)

- 유럽생명공학정보인프라는 해양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해양종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학계, 민간기업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

- 특히 기존 유럽바이오정보연구소(EBI,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생물, 의료과학,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제공

○ MIRRI(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

- 범유럽 연구 인프라로서 미생물을 중심으로 미생물 수집, 유도체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생물 네트워크 구축

- 미생물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 간의 

네트워킹을 확보하여 미생물 연구의 산업화 독려

3. 일본

○ 「종합 혁신전략」에 따라 의료·비의료분야가 하나가 된 「바이오전략 2019」(`19. 6) 

발표

- 동 전략은 ‘30년에 세계 최첨단 바이오 이코노미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5가지 

기본방침(①시장영역설정․백캐스팅․지속적 대응, ②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③국제거점

화․지역네트워크화․투자촉진, ④국제전략 강화, ⑤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대응)을 설정

- 전략은 매년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19년에는 아래의 4대 항목 강조

[표 2-5] 일본 바이오 관련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

구분 내용

시장 영역으로부터의
백캐스팅

∙목표로 하는 사회상과 시장영역을 제시
∙백캐스팅을 통해 로드맵을 책정(실증, 규제․표준 등, 연구개발 등)

바이오×디지털을
실현하는 데이터 기반

구축

∙바이오분야 전체의 데이터기반 설계․구축
∙건강의료관련 데이터 기반, 바이오소재데이터 기반, 육종데이터
기반 구축

국제바이오 커뮤니티권
창출

∙국내외 신진연구자, 민간투자 등을 유치하는 도시권(분야융합
연구, 오픈이노베이션, 창업지원, 대형제조설비, 외국인거주
환경 등)
∙인재육성 허브기능

전략사령탑 기능 강화
∙종합이노베이션추진회의 하에 산학 등도 참가하여 국내외
상황분석에 따른 전략의 구체화․대응을 통합적으로 실시
∙바이오전략을 순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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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개의 사회상 및 9개의 시장영역을 설정하고, 시장영역별 로드맵을 `19년도 내에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전략의 구체적 대응 내용 중 해양과 관련된 직접적 서술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도입보급로

드맵」(`19, 경제산업성)을 바탕으로 ISO 규격 책정을 통한 생분해성 신뢰성 향상 및 

수요창출․시장개척에 대응하도록 함

[그림 2-12] 일본 바이오전략 2019의 사회상․시장영역

자료 : 일본 바이오전략 2019 개요, 종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 일본의 2019년도 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요구액은 2,235억엔으로 전년도 1,875

억엔 대비 19.2% 증가

-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 편집, 뇌과학 분야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책

으로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사업 예상이 전년도 대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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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차원에서 해양 바이오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해양 정책 기본계획인 「해양기본계획」(제3차, 2018-2022)에서는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심해 등 극한환경에서의 미지유용기능 및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문부과학성)하도록 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 산하 연구기관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의 생명이공학센터에서 심해․
해양 생물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연구를 수행 중

·심해 미생물로부터 내열성 Agarase를 발견하여 유전자해석용 시약으로서 `09년 제품화

·심해열수분출공에 존재하는 고온․고압환경의 물의 특이성질에서 힌트를 얻은 나노유화

기술 을 개발, 사이덴화학과 공동으로 수성 아크릴 나노에멀션(도료, 접착제 등에 활용) 

제조 프로세스 실용화 연구 실시

4. 중국

○ 중국에서의 바이오 관련 계획으로 「바이오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

며, 현재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2016-2020) 기간 중

- 12차 5개년 계획 이후 바이오산업 성장률은 15% 이상을 기록하고 2015년 산업규모는 

3.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혁신능력 

강화 및 필요 수요 대응을 위한 대응책 마련 강조

-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혁신능력 향상, 산업구조 개선, 사회효과 향상, 산업규모의 중

고속 성장 유지를 발전목표로 하고 연간매출 100억 위안 이상의 바이오 기술제품 및 

대형 바이오기술 업체 육성,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규모 8～10억 위안 확대 등의 세

부목표 설정

- 중점영역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의 신 체계 구축, 바이오의학공정 수준 향상, 바이오 

농업 산업화 가속, 바이오제조 규모화 응용 추진, 바이오에너지 혁신발전 모델 구축, 

바이오 친환경 기술 응용 촉진, 바이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민들에 혜택이 되는 새로운 응용사업 확대(유전자 기술서비스센터 설립,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기술 응용시범센터 구축 등), 혁신발전 플랫폼 구축(혁신기반플랫

폼, 전환응용플랫폼, 검사서비스플랫폼), 새로운 규정제도 구축, 정부지원책 등을 내용

에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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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발전목표

1급 지표 2급 지표

혁신 능력 증강

중점 기업들이 매출액의 10% 이상을 R&D 사업에 투자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 100억 위안을 넘는 바이오 기술 제품 창출

비고우위를 형성한 바이오 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산업 구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바이오기술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향상

바이오 제조 화학품의 시장 점유율 향상

새로 등록한 혁신형 바이오 기술 업체의 수가 대폭 증가

연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의 대형 바이오 기술 업체 20개 이상 육성

바이오경제 우위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지역, 차별화된 약품 수출 시범구역 형성

사회효과 향상

유전자검사의 보급률이 출생인구의 50% 이상 차지

사회화 검사 서비스 대폭 성장

식량과 중요한 원재료 농산품 생산의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농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바이오 제품의 경제성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공법으로 화공, 방직 등
산업의 폐기물 방출량을 30% 이상 줄임

바이오 에너지로 전기, 가스, 열 공급 연료를 대규모적으로 대체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억톤 줄임

산업 규모의
중고속 성장
유지

산업 규모를 8-10억 위안 수준으로 향상

바이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이상 유지

많은 일자리 창출

자료: 중국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http://kostec.re.kr/wp-content/uploads/2019/01/ART201703020947381577.pdf

○ 중국 해양산업에 있어 생물의약업의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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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 해양산업 총생산액 추이

(단위 : 억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14-’18)

1차 산업 어업 4,293 4,352 4,641 4,676 4,801 2.8

2차 산업

석유가스업 1,530 939 869 1,126 1,477 -0.9

광업 53 67 69 66 71 7.6

제염업 63 69 39 40 39 -11.3

화공업 911 985 1,017 1,044 1,119 5.3

생물의약업 258 302 336 385 413 12.5

전력업 99 116 126 138 172 14.8

해수이용업 14 14 15 14 17 5.0

선박공업 1,387 1,441 1,312 1,455 997 -7.9

공학/건설 2,103 2,092 2,172 1,841 1,905 -2.4

3차 산업
교통운송업 5,562 5,541 6,004 6,312 6,522 4.1

해변관광업 8,882 10,874 12,047 14,636 16,078 16.0

해양과학연구 및 교육관리 10,455 12,199 14,637 16,499 19,356 16.6

합계 35,610 38,991 43,283 48,234 52,965 10.4

자료: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 중국 국가해양국

○ ‘해양경제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해양경제권역 중 랴오동반도, 산동반도, 장쑤

지역, 주장커우지역에서의 추진사업 중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이 포함

- 랴오동반도 :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 산동반도 : 해양신흥사업(바이오제약, 그린에너지 등) 발전 촉진

- 장쑤 : 해양바이오제약업 및 해양관광업 발전 촉진

- 주장커우 및 주변지역 : 해양바이오제약 발전 촉진

○ 또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선정한 9가지 산업 중 해양바이오제약업과 

관련하여 상하이, 칭다오, 샤먼, 광저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기술 및 해양

약물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을 계획

○ 중국과학원이 작성한 ‘중국 2050년 해양과학기술발전 로드맵’에서는 해양생물자원영

역에서 해양생물 신진대사 산물 정제 및 상품 품질 확보, 해양생물 유전자 자원 발굴 

및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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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중국 2050 해양과학기술발전 로드맵 중 해양생물자원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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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1. 해외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 지역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 `18년 기준 전체 해양바이오산업 규모는 4,012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5년부터 `18년

까지 연평균 6.8% 증가 추세(Energias Market Research, 2019)

- 최근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확장추세에 따라 `19년-`25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확대

될 것으로 추정

[표 2-8]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추정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합계

2015 1,152 1,276 592 215 55 3,290

2016 1,232 1,360 649 232 61 3,534

2017 1,316 1,455 712 251 66 3,800

2018 1,381 1,525 767 266 73 4,012

2019 1,479 1,621 848 289 80 4,317

2020 1,574 1,715 934 312 87 4,622

2021 1,676 1,829 1,014 338 95 4,952

2022 1,839 1,968 1,137 374 104 5,422

2023 2,006 2,135 1,262 413 114 5,931

2024 2,194 2,317 1,403 457 128 6,501

2025 2,328 2,436 1,521 492 138 6,913

CAGR(‘15-’18) 6.30% 6.10% 9.00% 7.30% 9.70% 6.80%

CAGR(‘19-’25) 7.90% 7.00% 10.20% 9.30% 9.40% 8.20%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 북미 해양바이오 산업

- (미국) 2018년 기준 1,157.0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1% 증가 추세

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5% 증가 전망

- (캐나다) 2018년 기준 131.8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9% 증가 추세

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8.7% 증가 전망

- (멕시코) 2018년 기준 92.6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9%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6%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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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북미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 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재구성

○ 유럽 해양바이오 산업 규모

- (프랑스) 2018년 기준 333.4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9%% 증가 추세

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4% 증가 추세 전망

- (영국) 2018년 기준 248.7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5%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3% 증가 추세 전망

- (독일) 2018년 기준 216.5백만달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3%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4% 증가 추세 전망

[그림 2-15] 유럽 해양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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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분야별 해양바이오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가. 주요 분야별 산업시장

○ 해양바이오 유래 제품별 산업 규모

- `18년 기준 Pharmaceutical and Biotech가 가장 많은 1,664.1백만 달러 규모이며, 전체 

해양바이오 시장에서 29.2%를 차지하고, Food Industry 650.9백만달러(16.2%), Energy 

백만달러(8.0%) 등의 순으로 추정됨

- Chemical는 241.2백만달러에서 429.0백만달러로 77.9% 증가하고, Pharmaceutical and 

Biotech 1172.9백만달러에서 2055.0백만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2-9] 해양바이오 제품별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최종 제품 `18 `25
`18년
비중(%)

`25년
비중(%)

`18년 대비
`25년 증가율(%)

증가율
순위

Food Industry 650.9 1124.8 16.2% 16.3% 72.8% 4

Pharmaceutical and
Biotech

1172.9 2055.0 29.2% 29.7% 75.2% 2

Cosmetics 314.3 544.4 7.8% 7.9% 73.2% 3

Chemical 241.2 429.0 6.0% 6.2% 77.9% 1

Energy 322.6 552.5 8.0% 8.0% 71.3% 5

Others 1310.1 2207.7 32.7% 31.9% 68.5% 6

합계 4012.0 6913.4 100% 100% 72.3%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 최종제품 형태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 바이오제품의 최종 형태 측면에서, 생리 활성 물질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제품 규모는 

`18년 기준 1,291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9년-`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3% 수준으로 

추정(2,116백만달러 수준으로 증가 전망)

- 바이오제품의 최종 형태 측면에서, 원료 물질 시장은 `18년 기준 1,893백만달러로 추정

되며, `19년-`25년 사이 연평균 8.6%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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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형태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 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 기술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 (미생물 추출 및 배양) `18년 기준 1,254백만달러 규모로 `15년~`18년 사이 연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배양기술) `18년 기준 2,758백만달러 규모로 `15년~`18년 사이 연평균 7.1%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2-17] 기술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 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재구성

○ 응용분야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 `18년 기준 Aquaculture and Food Products 산업분야 규모는 1,212백만달러로 `15년~`18년 

사이 연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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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water & Waste Disposal의 경우, `18년 기준 149백만달러 규모로 `15년~`18년 사이 

연평균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2-18] 응용분야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 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재구성

○ 최종 제품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 `18년 기준 해양바이오 유래 Pharmaceutical and Biotech 제품 규모는 1,173백만달러로 

`15년~`18년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ood Industry는 `18년 기준 651백만달러로 `15년~`18년 사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2-19] 최종 제품별 해양바이오산업 규모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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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질별 현황

○ 해양바이오 원료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 Algae가 가장 많은 1,664.1백만 달러 규모이며, 

전체 해양바이오 시장에서 41.5%를 차지하고, Bacteria 623.7 백만달러(15.5%), Fishes 백만

달러(12.1%) 등의 순으로 추정

- Algae의 경우, `18년 1,664백만달러에서 연평균 8.4% 증가하여 `25년 2,906백만달러, 

Bacteria의 경우, 624백만달러에서 `25년까지 연평균 8.3% 증가해 1,087 백만달러에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2-20] 연도별 해양바이오산업 원료별 시장규모 변화추정

자료 : Energias Market Research(2019),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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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동향

1.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구경북, 오송, 대전, 원주, 광교, 인천, 익산, 전주, 

제주 등의 지역에 10개 내외로 구축6)

-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부분 R&D 기능을 중심으로 바이오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 제약, BT, 식품, 화장품 등 산업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대구경부, 

충북, 충남, 강원, 인천, 전남, 제주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권에는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표 2-10] 국내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명칭 조성목적 주요기능 주요분야

대구경북첨단복합의료
산업단지

국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

R&D, 생산
제약, BT,
의료기기

오송첨단
복합의료산업단지

국가유일의 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R&D
제약,
의료기기

대전 바이오 단지
나노, 바이오, 정밀기기, IT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R&D 제약, BT

원주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원주의료기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R&D, 생산 의료기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도)
수원남부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육성

R&D 제약, BT

송도바이오단지(인천)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과 신산업 육성,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R&D, 생산
제약,
임상시험,
첨단기기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글로벌 식품시장 지원체계 구축 R&D, 생산 식품

진주 생물산업
클러스터

21세기를 주도할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생물 산업 육성

R&D, 창업,
보육

BT, 화장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으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R&D 제약, BT

자료 : 신경제연구원(2017),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진 재구성

6) 산업연구원(2018),우리나라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신경제연구원(2017),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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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한국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

기업종합센터 등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있음

[표 2-11]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황

명칭 사업내용 입주기관 입주기업

대구경북첨단복
합의료산업단지

합성신약, IT기반의 의료기
기 개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
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
임상시험센터, 한국뇌연구원

㈜ 동성제약, 메가
젠임플란트, 백토
디킨스코리아 등

오송
첨단복합의료산
업단지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지원을 통함 메디컬 그
린시티로 발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
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

㈜경원메디칼, 유한
양행, 녹십자, 일동
제약, 한독약품 등

대전 바이오
단지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
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
영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
개발특구진흥재단

㈜스킨메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 및 연구장비 공
동 활용 지원 사업, 지역특
화산업 육성사업, 강원광역
경제권 선도산업비 R&D 지원

연세의료공학연구원, 의료
공학신기술사업단,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성우아이앤씨, ㈜
유원메디텍, ㈜서
흥메가텍 등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

복합기술융합거점(IT, BT,
NT)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거점

중소기업종합센터,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나노기술
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팜, 농우바
이오, CJ제일제당 등

송도바이오단지
(인천)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제
조, 의료서비스 등 의료/바이
오 관련 산업의 융합 및 재
생의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테크노파크

셀트리온, 대한제
당, 바이오텍 등

국가식품클러스
터(익산)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구개
발지원, 국제공동R&D지원
사업, 식품인력매칭사업, 식
품인력양성사업, 식품벤처창
업지원 사업, 전문코디네이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네오크레마, ㈜
덕성테크팩, ㈜
BTC, 세인식품 등

진주 생물산업
클러스터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
업, 지역 항노화바이오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
사업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새농, ㈜서강유
업, ㈜신안그로, ㈜
오경 등

제주첨단과학기
술단지

해외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 및 해외 네트
워크 활용 비즈니스 매칭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바이오스펙트럼㈜,
스킨큐어㈜, ㈜한
국비엠아이 등

자료 : 신경제연구원(2017),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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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가. 유럽

□ 유럽 바이오 클러스터7)

○ 유럽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성공요인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상용화 및 

산업화 체계, 비즈니스 및 금융 환경 지원 등이 주로 언급됨

- 바이오 클러스터는 바이오산업 및 기업 성장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로 학계, 산업계, 공공 

부문이 상호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수단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

- 상호작용과 협업은 바이오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바이오 연구 또는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융 지원, 비즈니스 플랫폼 및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의 장점으로 기술혁신, 바이오 상업화, 신생기업 창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사업개발 잠재력 개선 등이 있음

- 상호교류와 협력 활동으로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우수 연구 및 인프라 공유, 학술적 교류, 

바이오기업, 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이전 사무소 설립 등이 운영됨

○ 유럽의 많은 바이오 클러스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적

으로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연구 기반의 산업과 의약 산업, 화학 산업 등이 발달한 대학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및 국가 단위로 확대 형성됨

- 유럽 바이오 클러스터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에 집중

[그림 2-21] 유럽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

자료 : Mizuho Industry Focus(2013)

7) Mizuho Industry Focus(2013),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Industry Clusters in Europe-Building Bridges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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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바이오 클러스터는 비영리협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 기관에 

의해 관리됨8)

- 바이오산업 측면에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클러스터 관리조직은 과학계 및 산업계 등으로 

구성되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스핀 오프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 지원, 지역 내 인프라(인큐베이터, 가속기 

및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접근, 파트너쉽(홍보 및 네트워킹), 특정 목적 프로젝트(예, 맞춤형 

의약품), 기술 이전 프로그램, 정보 공유 플랫폼(예, 약물 파이프 라인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연구 논문) 지원

- 바이오 클러스터 조직은 국가 및 국제 파트너, 투자자가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사와 함께 

클러스터 잠재력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교두보 역할을 함

○ 지역, 광역,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 유럽 바이오 클러스터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지역 단위, 국가 단위, 범 유럽의 네트워크 

단위의 통합적 접근성임

· 예를 들면 범 유럽 네트워크 협의회(European BioRegions Council of European 

BioRegions (CEBR))는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협업을 촉진하고 정책 지원

을 제공하며, 클러스터 간에 모범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06년에 설립

- 2010년 런던 생물 공학 네트워크(LBN)과 동부 지역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ERBI)의 합병으로 설립된 One Nucleus 바이오 클러스터가 운영되어 EU 회원국의 참여

를 독려함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기반으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시킴

□ 영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 영국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는 잉글랜드 북서부(맨체스터와 리버풀)와 스코틀랜드 중부

(런던, 캠브리지, 옥스퍼드) 등에 분포

-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부 및 남동부 지역에 영국의 바이오 기업 절반 이상이 위치

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부 지역의 경우, 백신/치료용 기업과 분자기업이 집중되어 있음

- 바이오 분야 연구기반,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금융 접근성, 언어 장벽 완화 등의 요인으로 

영국의 바이오산업이 발달됨

8) Mizuho Industry Focus(2013),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Industry Clusters in Europe-Building Bridges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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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과학자 70명 이상의 바이오 및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였으며, 줄기 세포

(유도 줄기세포) 등의 DNA 이중 나선 구조, 동물 복제 등 혁신적인 연구에 기여하였으며, 

세계 10대 대학 중 4개 대학이 영국에 위치함(캠브리지 대학, 옥스포드 대학, 런던 대학, 

런던 제국 대학)

- 1980년대 초 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위원회(SERC)와 생명 공학 본부 

설립

-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ies, DTI) 내의 바이오산업부(Biotechnology 

Unit)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

[그림 2-22] 영국 내 바이오 클러스터 위치

○ One Nucleus 바이오 클러스터

- 영국 동부 지역 Cambridge, Greater London 도시 지역 위치

- 바이오 네트워크 케임브리지 기반의 Eastern Region Biotechnology Initiative(ERBI)와 

London Biotechnology Network(LBN)의 합병으로 `10년에 설립됨

· 동부지역바이오기술협회(ERBI,Eastern Region Biotechnology Initiative)는 `97년 바이오기

업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참가하여 설립되었음

· 런던 바이오 네트워크(LBN,London Biotechnology Network)는 과학 및 기업 공동체가 

런던의 생명과학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임

· Cambridge 대학의 스핀오프 기업과 St. John’s 혁신센터가 바이오 사업 개발을 지원

하여 유럽에서 최초로 형성된 바이오 클러스터 중 하나임



지역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활성화 방안 연구

- 50 -

- (구성) 5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운영 중이며, 바이오 기업이 30~40% 이상이며, 의료기술 

기업, 서비스 업체 등으로 구성됨

- (주요 산업 영역) 항 감염제, 혈액, 신경계, 종양 및 재생 의약품

- (주요 강점 및 전략) 클러스터 내 Amgen, Millennium, Genzyme, Gilead Sciences 등의 

바이오 및 제약기업이 운영 중이며, 미국 등 전략적 MOU를 통한 연구협력 독려

- (주요 바이오 기업) One Nucleus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한 바이오기업은 BioMoti, 

Chroma Therapeutics, F-Star, Neurotex 등이 있음

○ OBN(Oxford Bioscience Network) 바이오 클러스터

- (위치) Oxford 인근 지역

- (역사) OBN 바이오 클러스터는 바이오기술 및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시작되었

으며, 바이오 과학기술 혁신을 독려함

- (구성) 신약 개발, 진단, 실험실, 의료 기술 등 분야 160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임

- (주요 산업 영역 및 대상 기술) 암, 자가 면역, 감염, 중추 신경계, 심혈관, 호흡기 등의 

분야의 기업이 운영 중임

- (주요 강점 및 전략) 옥스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 투자자, 신규 사업개발 

등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투자를 독려 및 지원하고 있음

- (주요 바이오 기업) OBN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CMP Therapeutics, e-Therapeutics plc, 

Protaffin Biotechnologie AG, Summit plc 등이 운영 중

□ 독일 바이오 클러스터

○ 독일 바이오 클러스터는 `95년 교육과학기술부(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주도 하에 바이오기술의 사업 개발,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작한 

지역 단위 바이오 클러스터(BioRegio)를 본격 추진

- 현재 20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베를린, 뮌헨, Rhein-Neckar, 쾰른

(Kö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등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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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독일 내 바이오 클러스터 위치

○ BioM 바이오 클러스터

- (지역) Munich metropolitan 지역(독일 남부 München과 Bayern)

- (역사) `84년 뮌헨 진 센터(Gene Centre Center)가 창설되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BioRegio 중 하나로 1997년도에 BioM 바이오 클러스터가 설립됨

- (구성) 160개 이상의 바이오 중소기업 및 35개 글로벌 기업 및 자회사가 운영 중이며, 

의약 위탁연구기업(CRO) 50~60개, 위탁개발기업(CMO) 30~40개, 제약회사 20~30개 등이 

운영 중

- (주요 산업 영역 및 대상 기술)  DNA / 단백질 분석, 유전체 / 단백질체학, 나노 기술, 

산업 생명 공학, 의약품, 바이오 마커, 종양학, 감염 및 심혈관 질환 등

- (주요 강점 및 전략) 80개 이상의 파이프 라인이 구축되어 있으며, 5개 이상의 제품이 

시판중이며,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60개 이상이 활동 중임

- (주요 바이오 기업) 바이오 중소기업(공공 및 민간)의 매출 5억 1500만 달러(2011년 기준) 

규모임

○ BioTOP 바이오 클러스터

- (지역) Berlin 및 Brandenburg 지역

- (역사) `96년 Berlin 연방정부와 Brandenburg 연방정부가 공동 사업으로 BioTOP 바이오 

클러스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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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200개 이상의 바이오기업, 250개 이상의 의료기술기업, 25 개의 제약기업 등이 

운영 중

- (주요 산업 영역 및 대상 기술) 재생 의학, 체외 진단, 생물 정보학, 프로테오믹스, 리보 

핵산(RNA) 및 글리콜 바이오기술, 영양유전체학

- (주요 강점 및 전략) TSB Innovationsagentur Berlin GmbH을 조직하여 지역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Health Capital Netzwerk Gesundheitswirtschaft)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의 사노피, 미국의 화이자, 영국의 샤이어, 일본 다케다 그룹의 니코 데드 등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BioTOP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또한 유럽 내 타도시와 비교하여 운영 비용과 조건(사무실, 부동산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바이오공학 공통 도구(BioCT), 유럽생물지역협의회(CEBR) 등 유럽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EDCA(European Diagnostic Cluster Alliance)와 같은 

주제별 네트워크 및 이니셔티브에 참여

- (주요 바이오 기업) BioTOP 바이오 클러스터 내 Alacris Theranostics, Epigenomics, 

Mivenion, Scienion 등이 운영중임

□ 프랑스 바이오 클러스터

○ 프랑스는 의료 및 의약품 중심의 10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Medicen Paris Region 클러스터에 집중

- 프랑스 Medicen Paris 지역에 제약회사 중 50 % 이상, 학술연구 및 바이오 기업의 

50%, 임상시험기업 80% 이상이 위치함

· 메디 센 파리 지역(Medicen Paris Region)은 `05년 프랑스 정부 주도로 구축한 바이오 

클러스터이며, 세계적인 경쟁력 클러스터(Competitiveness Clusters)를 홍보를 위해 설립함

· Medicien Paris Region의 Genopole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98년 프랑스 정부, 지방

자치단체, 프랑스 근 위축증 협회(Association Française contre les Myopathies)가 공동

으로 설립하여 바이오 분야 전문과학 및 연구단지로 바이오 관련 연구 수행

· `98년부터 Genople 바이오 클러스터는 Essonne Development Agency 등과 같은 외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125개 기업 창립 및 성장을 지원

- Cancer Bio Santé and Tri-national 클러스터 인 BioValley Alsace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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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프랑스 내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위치

○ Genopole 바이오 클러스터

- (지역) 파리 남부 20~30km 이내의 Evry 지역

- (역사) `98년 프랑스 정부, 프랑스지역협의회(Conseil régional Île-de-France), Essonne 
도시협의회(L'Agence pour l'economies and Essonne) 및 프랑스 근 위축증 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contre les Myopathies) 등이 공동으로 설립

- (구성) 7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20개의 학술연구실험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바이오 의약 및 의료 분야에 종사함

- (주요 산업 영역 및 대상 기술) 줄기 세포, 합성 생물학, 유전자 치료제 및 희귀 질병 

치료 

- (주요 강점 및 전략) 25개 이상 생물학적 치료법이 적용되는 파이프 라인이 추진되고 

있음

· 설비, 장비, 사무 공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 센터, 맞춤형 서비스, 

공유 서비스,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파트 타임 관리 서비스, 재무 관리자, IT 유지 보수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한 20개의 

공유 액세스 기술 플랫폼 및 시설을 구축함

- (주요 바이오 기업) Genopole 바이오 클러스터 내 Genethon, InGen, LTKfarma, Vaxon 

Biotech, Wittycell 등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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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일본의 클러스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자체 및 지역 대학․연구기관이 주도하여 

정부사업비 유치를 통해 지역기반을 활용하여 형성되고 있음

- 지역 클러스터 형성사업, 도시재생프로젝트 등의 정부 사업비를 토대로 지역 산학관이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 클러스터 형성 사업은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에서 주도하여 지원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에서는 지식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02년부터 

「지식 클러스터 조성사업」(2002-2009)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11년부터는 경

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총무성과 공동 선정하는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추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 경제산업성에서는 2001년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쟁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계획」(2001～2020)을 통해 전반 10년간 프로젝트 형성 및 네트워크 

형성, 기업 경영혁신, 벤처 창출 등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였으며, 후반 10년간

은 자율적 발전기로 구체적 사업 전개 및 재정적 자립화를 도모

[그림 2-25] 산업클러스터계획

자료: 이노베이션정책 추진에 관한 조사, 총무성, 2016. 9

□ 코베의료산업도시 (KBIC, Kobe Biomedical Innovation Cluster)

○ 코베의료산업도시는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아와지(淡路)대지진에서 큰 피해를 받은 

코베(神戸)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진피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코베의료산업도시

구상」이 개시되면서 형성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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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0월, 당시 코베시립중앙시민병원장을 좌장으로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코베대

학의 의학부장과 국립순환기병센터 총장, 코베의사회, 효고현이 참여한 「코베의료산업

도시구상간담회」를 설치하여 코베의료산업도시구상의 기본 틀을 검토

○ 코베의료산업도시는 ‘고용확보와 코베경제 활성화’,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 ‘아

시아국가의 의료기술향상 공헌’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에서 임상응용, 산업화까지 통합

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림 2-26] 코베의료산업도시 체계도

자료: 코베의료산업도시 팜플릿

○ 동 클러스터의 지원기관으로 「첨단의료진흥재단」이 코베시 및 효고현의 출연으로 설립

되었으며, `18년 공익재단법인 「코베의료산업도시추진기구」로 개편됨

- 동 기구는 산학관의(醫)의 연계․융합을 촉진하는 종합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첨단의료 실현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 및 임상응용 지원, 차세대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술 창출과 의료관련 산업의 집적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코베 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 향상, 국제사회 공헌을 기본 임무로 함

○ 코베의료산업단지는 약 350개의 첨단의료 연구기관, 전문병원, 기업과 대학이 집적되어 

일본 최대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성장함

- 2018년 자료 기준, 진출기업․단체수는 344곳, 고용자수는 약 9,200명으로 의료기기, 의약․
바이오분야의 비중이 높음

- 2015년 기준 경제효과는 1,532억엔으로 10년전인 2005년과 비교하여 4배에 가깝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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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코베의료산업도시 진출기업 및 고용자수

자료: 코베의료산업도시 팜플릿

[그림 2-28] 코베의료산업도시 경제효과 추계치

자료: 코베의료산업도시 팜플릿

- 메디컬 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시뮬레이션 클러스터(슈퍼컴퓨터 ‘쿄(京)’(이화학연구소) 보유)

에 주요 연구기관 및 병원, 대학이 위치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과 교류

□ 사이토(彩都)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 오사카시에는 타케다(武田)약품공업(주), 시오노기(塩野義)제약(주)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300이 넘는 제약기업이 존재

- 오사카시(도쇼마치(道修町)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에 유입되는 약을 유통해 온 것을 계기로 

제약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오사카부에서는 제약기업, 오사카대학 및 국립순환기

병센터 등 보유하고 있는 산학기반을 토대로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 형성 추진

-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오사카권 라이프 사이언스 국제거점 형성’, ‘사이토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상(지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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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하여 「오사카 바이오 본부」 및 「센리(千里) 라이프 사이언스 

진흥재단」에서 산․학․관 참여를 통해 주도

[그림 2-29] 오사카 바이오 본부 체계

자료 : 오사카 바이오 본부 홈페이지

○ 오사카부에서 형성․계획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언스 주요거점은 아래 그림과 같음

- 사이토(彩都) :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 기업이 집적.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시설도 정비

- 우메키타 : 신약 등 지원기관이 밀집(AMED신약전략부, PMDA칸사이지부)

- 도쇼마치(道修町) : 다수의 제약기업이 밀집

- 켄토(健都) : ‘건강과 의료’를 컨셉으로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점 형성 추진 중

- 나카노시마(中之島) : 재생의료를 토대로 한 미래의료국제거점 형성을 검토 중

[그림 2-30] 오사카부에서의 라이프 사이언스 거점 형성 추진지역

자료: 오사카 바이오 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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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부 라이프 사이언스 거점 중 하나인 사이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2004년 4월 

조성되었으며 바이오, 의약, 식품, 화장품, 헬스케어 등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연구․기
술개발기능을 가진 시설 및 관련시설이 존재 

- 주변 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정부의 도시재생프로젝트 채택에 따른 각종 정책 하에서 

지역 산학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약기반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약거점형성이 도모

- 2011년 12월 ‘칸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종합특구’로 지정되어 의약품 관련 벤처 

등이 입주

- 연구기관으로 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으며, 병원시설로 암치료 전문병

원인 사이토 유코카이(友紘会) 병원이 입주하여 있음

[그림 2-31] 사이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입주 기관 위치도

자료: 사이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홈페이지

○ 사이토 라이프 사이언스는 3개의 인큐베이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발 벤처기업, 

기업 산하 연구소, 사무소 등이 입주

- 사이토 바이오 인큐베이터 : 대학발 바이오 벤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오사카대학을 

연계대학으로 한 대학연계형 기업가 육성시설로서 `04년 7월 개설된 인큐베이션 시설. 

지자체 보조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동물사육․실험실, 공동기기실, 공급센터

(시약, 연구기기, 사무용품 등 공동발주), 회의실 등의 시설 보유 (18개 기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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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 :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개 및 대학발 벤처 창업을 지원

하는 것으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08년 

10월 개설. 주로 창업단계를 지난 라이프 사이언스계열 벤처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9개 기업 입주)

- 사이토 바이오 힐즈 센터 : 야시마(八洲)약품(주)의 본사로 2006년 4월 건설. 동 센터의 3층 

부분을 대여실험실로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의 「바이오 인큐베이트 시설 

인증제도」 대상 시설로 일정 조건을 채운 기업은 지자체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7개 기업 입주)

○ 사이토 바이오 인큐베이터 및 사이토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는 지자체 요청으로 정부

에서 계획을 승인하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건설, ‘바이오 사이트 캐피탈(주)’

가 일괄 임차하여 바이오 벤처에 다시 임차하는 서브리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바이오 사이트 캐피탈에서 입주자 선정, 시설 유지․관리 등을 담당

[그림 2-32] 사이토 바이오 인큐베이터 및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 체계도

자료: Bio-Sight Capital 홈페이지

다. 중국

○ 중국의 클러스터는 국가계획 하에 경제특구, 첨단산업개발구(高新技术产业开发区) 등의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이 집적하면서 

형성되었음

- `78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외자 도입을 위한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설립

- `88년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횃불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산업개발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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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횃불사업 강화 및 첨단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 `13년 인정관리법 책정

○ 현재 중국 내에서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는 주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지역에 분포

[그림 2-33] 중국 바이오의약 산업단지 분포도

자료 : 중국 바이오의약 산업단지, Bio Economy Brief 2018. 8. Issue 49,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중관촌(中關村)생명과학단지

○ 중관촌 생명과학단지는 베이징 중관촌과기원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국립생물

산업기지로 승인됨

- 1단계(연구 및 서비스시설), 2단계(의료 및 상업화 시설)로 단지조성을 추진

○ 동 지역은 대학(베이징대, 칭화대 등) 및 중국과학원의 연구소가 집중된 지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개발구를 조성, 생명공학 및 생물의약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시설 :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바이오칩 공학연구센터, Novo Nordisk R&D 

Center, 베이징 생명공학 의료 인큐베이터(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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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중국 중관촌(中關村)생명과학단지

□ 장강(張江)의약밸리

○ 1996년 국가과기부, 위생부, 중국과학원, 식약품감독관리국, 상하이시 정부주도로 ‘국가

상하이생물의약 과학기술산업기지’ 설립 관련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장강(張江)첨단기

술산업개발구 내에 설치

-‘01년 상하이 장강 바이오의약기지개발 유한회사 설립을 통해 관련 시설, 사업 관리, 

투자 유치 등을 지원

- 중국 내 신약제조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항체의약, 유전자공학의약, 분자

화학의약 등의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보유

- 상하이 의약품 연구소, 중국과학원 약물연구소, 상하이 한의약연구센터 등의 연구시설

과 화이자, 로슈 등 유명 다국적 바이오의약기업이 입주

[그림 2-35] 중국 장강(張江)의약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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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정의 및 분석방법

1. 개요

○ 지역특화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중분류 

기준 4대 유망 기술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술분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음

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 식품 영양기능, 피로개선, 장건강 등과 관련한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항비만 식품 체지방 감소, 비만 방지 관련 보조식품

항노화 식품 인지기능개선, 노화방지, 미용과 관련한 기능성 식품

항암 식품 암 예방, 항암 치료 보조식품

면역기능증진 식품 면역기능 개선/강화 식품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백 피부 미백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피부 주름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산란제 등을 포함)

모발
탈모증, 비듬의 예방과 육모촉진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
성화장품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증상의 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항알러지, 항염, 피부건조 개선, 각질-건조 방지,
손상피부보호 등)

의약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세포 노화의 조절 및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항암 악성종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항염 염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면역강화
생체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 물질 등 기초
물질 및 관련 의약제제

당뇨/비만 당뇨병 또는 비만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성인병예방, 개선
당뇨병과 비만 이외에 각종 성인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
물질 및 의약제제

뇌질환 치매, 파킨슨, 항우울, 기억력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제제

의료
기기

의료용 소재
(인공장기·생체재료)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바이오 고분자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중
인체에 치료목적으로 적용 또는 이식하기 위하여 가공한 소재,
수술용 실, 의치공학용 소재 등을 포함

조직재생용 소재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상처부위의 접합과 상처 회복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효과를 보여 상처치료용 패치, 의료용 접착제 등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소재

[표 3-1]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분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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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및 논문분석 방법

○ 유망기술후보군은 각 소분류에 대하여 기술정의에 따른 국문 및 영문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허 및 논문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대상 논문 및 특허 식별

중분류 소분류 키워드

기능성
식품
산업

건강보조
식품

(웰빙* or 건강* or 영양* or wellbeing or health or nutrition) and (식품*
or 식료품* or 보조* or 푸드* or food* or grocery or supplement)

항비만 식품
(항비만* or 비만* or 항비만* or 체지방* or antiobesity or 다이어트
* or diet or dietary or dietetic or obesity or "body fat") and (식품*
or 식료품* or 보조* or 푸드* or food* or grocery or supplement)

항노화 식품

(항산화* or antioxidation or antioxidant or 항노화* or 안티에이징*
or 노화방지* or 노화* or antiaging or "anti aging*" or "anti-aging*"
or "인지능*" or "인지기능*" or "인지 기능*" or "인지장애*" or "인
지 장애*" or "인지장해*" or "인지 장해*" or cognitive or recognize
or "인지 능력*" or senescence*) and (식품* or 식료품* or 보조* or
푸드* or food* or grocery or supplement)

항암 식품
(anticancer* or antitumor* or anticarcinogenic or 항발암* or 항암* or
항종양* or cancer* or malignancy) and (식품* or 식료품* or 보조*
or 푸드* or food* or grocery or supplement)

면역기능증진
(면역* or immunity or immunization or immuification or immune) and
(식품* or 식료품* or 보조* or 푸드* or food* or grocery or
supplement)

기능성
화장품
산업

피부미백 (피부* or 스킨* or 살갗* or skin) and (미백* or white* or light*)

주름개선
(주름* or wrinkle or antiwrinkle or wrinkles ) and (화장품* or
cosmetic* or 화장료* or 조성물* or composition)

자외선차단
자외선* or 썬블록* or 썬스크린* or 썬크림* or 선크림* or 선블록
* or 피부보호* or ultraviolet* or sunblock* or sunscreen* or
suncream* or "sun cream" or (skin* w/1 protect*)

모발

(모발* or 헤어* or 머리카락* or 염색모* or 탈모* or 비듬* or "hair
loss" or trichorrhea or alopecia or dandruff) and (컨디셔닝* or 토닉
or 트리트먼트* or treatment or treating or condition* or tonic or 케
어* or care or 관리* or 보호* or protect or 개선 or improv*)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 or 습진* or 여드름* or ((피부* or 스킨* or 살갗*) and (트러블*
or 염증* or 질환* or 건조* or 고름*)) or 스테로이드* or 보습* or
atopy* or eczema* or pimple* or acne* or (skin* and (trouble* or
infection* or inflammation* or disease* or dry* or pus*)) or steroid*
or moistur*

[표 3-2]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분류별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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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별 특허검색 결과로부터 1개 소분류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유망기술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후보 유망기술에 대하여 부상성 및 기술경쟁력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소

분류별로 다수의 1차 유망기술후보군 도출

○ 최종 유망기술은 1차 유망기술과 그 기술에 속하는 특허의 명칭, 요약, 청구항 검색 결과 

및 유망기술 별 논문검색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도출

중분류 소분류 키워드

의약
산업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노화* or 노쇠* or 노인* or 고령자* or 항노화* or aging* or
senescence* or ((old* or aged*) w/1 man*) or (senior* w/1 citizen*)
or anti-aging* or "anti aging"

항암
항암* or 악성종양* or "악성 종양" or anticancer* or anti-cancer*
or (malignant* w/1 tumor*) or malignancy*

항염
항염* or 염증* or 소염* or 항생* or antiphlogistics* or
anti-phlogistics* or antiinflammatory* or anti-inflammatory* or
infection* or inflammation* or antibiotic* or anti-biotic*

면역강화
면역* or 저항력* or 사이토카인* or 카로티노이드* or immunity*
or resistan* or cytokine* or carotenoid*

당뇨/비만
(항비만* or 비만* or 항비만* or 체지방* or antiobesity or 다이어트
* or diet or dietary or dietetic or obesity or "body fat" or diabetes)
and (약 or 의약품 or medicine or medication or drug)

성인병예방,
개선

성인병* or 고혈압* or 동맥경화* or 간경화* or 심근경색* or 뇌출
혈* or 뇌졸중* or 협심* or 뇌혈전* or ((adult* or lifestyle*) n/2
disease*) or (high* and blood* and pressure*) or hypertension* or
((artery* or liver*) n/2 (hardening* or cirrhosis*)) or hepatocirrhosis*
or (heart* w/1 attack*) or (cardiac* w/1 infarction*) or ((intracranial*
or brain* or cerebral*) w/1 hemorrhape*) or stroke* or angina* or
stenocardia* or (cerebral* w/1 thrombosis*)

뇌질환

뇌질환* or 치매* or 파킨슨* or 우울* or 기억력* or 인지능* or 알
츠하이머* or 조발성* or cerebropath* or (brain* w/1 disease*) or
dementia* or Alzheimer* or Parkinson* or depression* or
tristimania* or memory* or (recognition* w/1 ability*) or cognitive* or
dementia* or climacterium*

의료
기기
산업

의료용 소재
(인공장기·생
체재료)

((의료* or 치과* or 생체* or 의치* or medical* or body* or 뼈* or
bone* or tooth) and (소재* or 재료* or material*))

조직재생용
소재

(((상처* or 조직*) w/2 (재생* or 접합*)) or ((wound* or injury or cut
or tissue) w/2 (junction or regeneration* or bonding*))) and (소재* or
재료* o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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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은 기술분류 별로 반복되어 적용되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유망기술 도출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중분류별 특허분석 결과에서는 생략함

○ 기술전문가들 간 전문가회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정의 및 키워드를 기초로 소분류별로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을 대상으로 특허를 검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중분류 소분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합계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 식품 445 216 555 217 1433

항비만 식품 331 111 485 136 1063

항노화 식품 143 86 197 69 495

항암 식품 72 21 42 16 151

면역기능증진 115 78 60 20 273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백 422 499 859 164 1944

주름개선 235 239 400 126 1000

자외선차단 285 943 1166 234 2628

모발 460 1848 2307 606 5221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638 1935 1850 371 4794

의약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75 237 277 28 617

항암 104 242 945 147 1438

항염 480 1157 5915 785 8337

면역강화 628 1634 4418 572 7252

당뇨/비만 136 131 281 90 638

성인병예방, 개선 172 384 2271 337 3164

뇌질환 190 353 3227 460 4230

의료
기기

의료용 소재 84 179 238 71 572

조직재생용 소재 63 158 128 51 400

전체 5,078 10,451 25,621 4,500 45,650

[표 3-3]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분류별 특허 유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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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기술 후보 도출방법

□ 평가지표

○ 유망기술후보군은 1차적으로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TOP10 IPC를 대상으로 특허유망기술 도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상성 지표와 

기술력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 평가하였음

○ 부상성은 `00년 이후 출원된 특허를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00년~`08년)에 대한 

2구간(`09년~`17년)의 특허증가율 및 해당 국제특허분류의 점유율을 종합 평가함

○ 기술경쟁력은 일반적으로 특허정성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인 피인용지수(CPP, 

Cites Per Patent)와 시장확보지수(PFS, Patent Family Size) 및 해당 국제특허분류의 등록율

을 종합 평가

* 피인용지수(CPP, Cites Per Patent)
CPP = 등록특허의 피인용횟수/등록특허 건수

○ 피인용지수는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가능하며, 특정 등록특허가 다른 특허들에 

의해 인용된 횟수를 나타내는데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이 값이 클수록 질적 수준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이 인용되는 특허를 가진 특허

권자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피인용지수(CPP) 값이 클수록 질적 수준이 높은 핵심특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시장확보지수(PFS, Patent Family Size)

전체평균 수
해당출원인소유권자평균  수

○ 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마다 출원된 패밀리특허(Family patent)는 해당국가에서 상업

적인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해외에 특허출원하므로 패밀리특허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장확보력의 지표로 사용

할 수 있음

○ 시장확보지수 계산에 있어서는 패밀리 문헌수의 국가별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밀리 

문헌수 대신 패밀리 국가수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패밀리 

국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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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표준화 및 유망기술 도출

○ 1차적으로 도출된 소분류에 포함된 특허를 대상으로 국제특허분류 TOP10을 도출한 후 

부상성 지표와 기술경쟁력 지표를 사용하여 양적, 질적 평가 실시

○ 부상성 지표는 특허점유율과 특허중가율에 의해 결정하였고 기술경쟁력 지표는 피인용

지수(CPP,Cites Per Patent), 시장확보지수(PFS,Patent Family Size) 및 특허 등록율에 의해 

결정

○ 지표를 구성하는 각 데이터는 각각 평균값과 분포가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준점수9) 평균 백분위를 계산한 후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림 3-1] 부상성 지표 계산 및 표준화 등급

특허점유율 표준점수 특허증가율 표준점수 평균 백분위 등급

E21B-043/00 14.8% 99.9 -40.0% 26.0 63.0 95.7 상

E21B-043/16 3.7% 56.2 0.0% 44.1 50.1 70.5 상

B09B-003/00 3.7% 56.2 -75.0% 14.2 35.2 20.4 하

B01D-053/62 2.5% 42.7 0.0% 44.1 43.4 46.8 중

B01J-019/00 2.5% 42.7 200.0% 99.0 70.8 99.2 상

B01D-053/04 1.9% 36.1 44.1 40.1 35.2 중

E21B-036/00 1.9% 36.1 44.1 40.1 35.2 중

C12P-005/00 1.9% 36.1 44.1 40.1 35.2 중

C12P-001/00 1.2% 30.0 0.0% 44.1 37.0 25.4 하

E21B-043/295 1.2% 30.0 44.1 37.0 25.4 하

B01D-053/14 1.2% 30.0 0.0% 44.1 37.0 25.4 하

B03B-009/06 1.2% 30.0 44.1 37.0 25.4 하

부상성 지표 및 가중치

○ 부상성과 기술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유망기술 도출방법은 유망기술 도출을 위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13년~`17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기반 유망기술 도출방법의 

하나

- 구체적으로는 유망기술후보군을 각각 상중하 3단계로 도출한 후 부상성 및 기술경쟁력 

평가결과를 3×3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부상성이 “상”으로 평가된 기술 전체와 부상성은 

“중”이지만 기술경쟁력은 “상”으로 평가된 기술을 유망기술 후보군으로 도출하는 

방법임

9) 지정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값을 반환하는 NORMDIST함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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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술경쟁력 지표 계산 및 표준화 등급

CPP 표준점수 PFS 표준점수 등록율 표준점수 평균 백분위 등급

E21B-043/00 57.00 83.6 3.67 24.5 62.5% 42.5 50.2 60.5 중

E21B-043/16 44.67 68.6 4.67 39.2 66.7% 48.4 52.0 63.9 중

B09B-003/00 9.5 1.00 3.6 16.7% 3.4 5.5 2.6 하

B01D-053/62 28.00 42.6 2.75 14.2 100.0% 87.5 48.1 56.4 중

B01J-019/00 18.50 28.5 9.50 95.9 50.0% 26.2 50.2 60.5 중

B01D-053/04 78.00 96.6 5.67 55.6 66.7% 48.4 66.9 86.2 상

E21B-036/00 3.67 12.2 7.33 79.8 100.0% 87.5 59.8 77.1 상

C12P-005/00 9.5 4.33 34.0 33.3% 10.9 18.1 9.4 하

C12P-001/00 6.00 14.2 9.00 93.7 50.0% 26.2 44.7 49.8 중

E21B-043/295 9.5 4.00 29.0 0.8 13.1 5.9 하

B01D-053/14 7.00 15.1 7.00 75.7 100.0% 87.5 59.4 76.5 상

B03B-009/06 51.00 77.0 5.00 44.6 100.0% 87.5 69.7 89.0 상

기술경쟁력 지표 및 가중치

[그림 3-3] 유망기술 도출 결과(1차)

상 B01D-053/14
B03B-009/06

B01D-053/04
E21B-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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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B-043/00
E21B-043/16
B01J-019/00

하 B09B-003/00
E21B-043/295

C12P-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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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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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능성 식품 분야 분석결과

1. 특허분석 결과

□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기능성식품산업의 대상특허 3,415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특허청이 1,339건(3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특허청 1106건(32%), 일본특허청 512건(15%), 유럽특허청 458건(14%)의 순으로 특허

점유율을 기록

[그림 3-4] 기능성식품산업의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U.S. Nutraceuticals가 55건의 특허

출원으로 최다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Nestec이 37건, 손영석이 31건, 

Texas Tech University와 Solazyme가 각 2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U.S. Nutraceuticals가 46건, 

Nestec이 25건, Solazyme이 24건,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 19건, Cappellos가 14건의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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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의 절반이상이 미국 국적의 출원인으로 나타나, 최근 미국에서 

기능성 식품분야에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U.S. Nutraceuticals의 경우 전체년도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식품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Cappellos, 정세헌, O3 Animal Health, Asha Nutrition Sciences Inc는 전체년도에서 주요

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순위
전체년도

(1972년～2019년)
최근년도

(2008년～2017년)
미공개구간

(2018년～2019년)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U.S. Nutraceuticals 55 U.S. Nutraceuticals 46 Hsia; Houn Simon 8

2 Nestec 37 Nestec 25 Corbion Biotech, Inc. 5

3 손영석 31 Solazyme 24 Script Essentials, Llc 3

4 Texas Tech University 26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 Postrel; Richard 3

5 Solazyme 26 Cappellos 14 Kuo; Dai-Ming 3

6 Sakura Properties 24 정세헌 13

7
강릉원주대학교산학

협력단
21 O3 Animal Health 13

8 Nippon Suisan Kaisha 19
Asha Nutrition
Sciences Inc

13

[표 3-4] 기능성식품산업 구간별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기능성식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조식품, 항노화식품의 경우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항비만식품, 항암식품, 면역기능증진식품의 경우 특허출원의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식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은 1,433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항비만 식품이 1,063건으로 31%, 항노화 식품이 

495건으로 15%, 면역기능증진 식품이 273건으로 8%, 항암 식품이 151건으로 4%를 차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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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능성식품산업의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건강보조 식품, 항비만 식품, 항노화 식품에서는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항암식품과 면역기능증진 식품에서는 한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음

- 그중에서도 한국특허청은 항암식품에서 48%의 매우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남

[그림 3-6] 기능성식품산업의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건강보조 식품] [항비만 식품] [항노화 식품]

[항암 식품] [면역기능증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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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식품산업의 소분류별/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현황

○ 기능성식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항비만 식품이 5.2로 가장 

높은 해외시장확보율을 나타냈으며, 항암 식품은 2.6으로 가장 낮은 해외시장확보율을 

나타냈음

-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은 4.5로 나타났으며, 항비만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분류는 모두 

전체 해외시장확보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3-7] 기능성식품산업 소분류별 해외시장확보율

○ 기능성식품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1.8로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4.5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출원인의 해외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그림 3-8] 기능성식품산업 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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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소결론 및 함의

○ 기능성 식품 산업의 대상특허 3,415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미국과 한국특허청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성 식품 산업 전체) U.S. Nutraceuticals의 경우 전체년도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식품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

- 기능성 식품 산업의 5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 항노화

식품의 경우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항비만식품, 항암식품, 

면역기능증진식품의 경우 특허출원의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식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은 1,433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항비만 식품이 1,063건으로 31%, 항노화 식품이 

495건으로 15%, 면역기능증진 식품이 273건으로 8%, 항암 식품이 151건으로 4%를 차지

하고 있음

○ 건강보조 식품, 항비만 식품, 항노화 식품에서는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고, 항암식품과 면역기능증진 식품에서는 한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특허청은 항암식품에서 48%의 매우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조 식품)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Solazyme가 21

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

- (항비만 식품) U.S. Nutraceuticals의 경우,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모두에서 최다출원인으

로 나타나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항노화 식품) Nestec의 경우,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주요출원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여, 항노화식품 분야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년도 주요출원인에는 한국소재의 대학인 부경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음

- (항암 식품) 최근 항암 식품 분야는 주요출원인의 특허건수가 미미하여 특허출원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면역기능증진 식품)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의 국적은 모두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면역기능증진 식품에 대한 한국의 기술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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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식품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1.8로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4.5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출원인의 해외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2. 논문분석 결과

□ 소분류별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10)

○ 건강보조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건강보조 식품 대상논문 8,17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

은 논문발표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논문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9] 건강보조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비만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비만 식품 대상논문 12,86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7년에 

큰 폭으로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논문발표가 전년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논문건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10) 논문데이터는 `19년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9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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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항비만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노화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노화 식품 대상논문 488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7년에 

큰 폭으로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도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11] 항노화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 식품 대상논문 3,899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에 

소폭으로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도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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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항암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기능증진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기능증진 식품 대상논문 3,05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3-13] 면역기능증진 식품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소분류별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건강보조 식품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건강보조 식품의 대상논문 8,176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1,846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이 720건, 영국 673건, 스페인 488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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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건강보조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건강보조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

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경우 건강보조 식품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특허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으나, 논문발표 순위는 9위로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건강보조 식품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비만 식품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비만 식품의 대상논문 12,862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908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영국이 1,053건, 중국이 936건, 스페인 911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

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경우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특허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으나, 논문 기고건수는 283건으로 국가별 순위 TOP1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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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항비만 식품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노화 식품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노화 식품의 대상논문 4,882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819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이 

613건, 스페인이 429건, 인도 353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그림 3-16] 항노화 식품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미국의 경우 항노화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항노화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

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경우 항노화 식품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논문 기고건수는 283건으로 미국, 중국, 스페인, 인도에 이어 국가별 순위 5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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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 식품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 식품의 대상논문 3,899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1,177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이 

331건, 영국이 313건, 일본 298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앞서 항암 식품의 특허분석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논문발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는 논문 기고

건수 171건으로 논문발표 국가별 순위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항암 식품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기능증진 식품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기능증진 식품의 대상논문 3,056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553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중국이 438건, 인도가 226건, 영국 225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그림 3-18] 면역기능증진 식품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앞서 면역기능증진 식품의 특허분석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논문발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는 

논문 기고건수 123건으로 논문발표 국가별 순위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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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분석 소결론 및 함의

○ 건강보조 식품 대상논문 8,176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은 논문발표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논문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나 향후에도 700건 내외의 지속적인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건강보조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여 건강보조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항비만 식품 대상논문 12,862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년에 큰 폭으로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으며, `18년은 논문발표가 전년도에 소폭 감소하

였으나, 전체적으로 논문건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향후에도 870건 내외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여 항비만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

으로 판단됨

○ 항노화 식품 대상논문 4882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년에 큰 폭으로 논문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도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에도 500건 이상의 지속적인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항노화 식품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하여 항노화 식품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

으로 판단됨

○ 항암 식품 대상논문 3,899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년에 소폭으로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도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에도 250건 이상의 지속적인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항암 식품의 특허분석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논문발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면역기능증진 식품 대상논문 3,056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5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으로 논문발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 `20년에는 350건 내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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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기능증진 식품의 특허분석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논문발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는 논문 기고건수 123건으로 논문발표 국가별 순위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 후보(최종) Source

건강보조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을 이용한 영양보충 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A61K-031/20
해양생물 유래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질병
예방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해양생물을 이용한 면역, 혈관기능 개선용 영양
식품

특허/논문

A61K-036/03
갈조류(미역, 다시마)추출물을 포함하는 질병
예방용 건강보조 식품

특허/논문

항비만 식품

A23L-033/00 해양생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건강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해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 건강식품 특허/논문

A61K-031/20 필수지방산을 포함하는 식사대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지방분해 촉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건
강성 식품

특허

A61K-036/00
비지방세포 흡수 저해 및 유해물질 배출 기능성
식품

특허

항노화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의 항산화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특허/논문

A23L-033/10

항암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 종양억제,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기능성 식품

특허/논문A23L-033/10
A61K-035/61

A61K-031/73
해초유래 당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식품

특허

면역기능증진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분말을 첨가한 건강기능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A61K-031/73
해양생물 유래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증진용
사료/식품 조성물

특허

[표 3-5] 기능성식품산업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 기능성식품산업 분야(중분류)에서는 건강보조 식품기술에서 4개, 항비만 식품 기술에서 

5개, 항노화 식품 기술에서 1개, 항암 식품 기술에서 2개, 면역기능증진 식품 기술에서 

2개, 총 14개 유망기술후보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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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능성 화장품 분야

1. 특허분석 결과

□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대상특허 15,587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매년 700-800건 정도의 특허출원이 유지

- 미국특허청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특허청이 6,582건(4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며, 일본특허청 5,464건(35%), 한국특허청 2,040건(13%), 유럽특허청 1,501건(10%)의 순

으로 특허점유율을 기록함

[그림 3-19] 기능성화장품산업의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L'OREAL이 가장 많은 1,807건

을 출원하였고, Procter & Gamble 1,055건, KAO 604건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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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에서 L'OREAL이 444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Procter & 

Gamble 346건, KAO 336건 순으로 특허 출원

- L'OREAL은 전체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화장품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

- Procter & Gamble, KAO 또한,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으로 미국과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주요 출원인으로는 포함되어 않음

순위

전체년도
(1972년～2019년)

최근년도
(2008년～2017년)

미공개구간
(2018년～2019년)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L'OREAL 1807 L'OREAL 444 Mary Kay Inc. 18

2 Procter & Gamble 1055 Procter & Gamble 346 Kao Corp 8

3 KAO 604 KAO 336 라피끄 7

4 Unilever N.V. 398
Lubrizol Advanced
Marterials, Inc.

204 익스플즌 6

5 Shiseido 366 Lipotec S.A. 202 Kose Corp 6

6
Lubrizol Advanced
Marterials, Inc.

222 Shiseido 189 Procter & Gamble 6

7 Lipotec S.A. 220 Henkel 143 아모레퍼시픽 5

8 Noevir Co 207 Mary Kay Inc. 112 Hoyu Co Ltd 5

[표 3-6] 기능성화장품산업 구간별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능성화장품 영역의 5개 소분류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중에서 모발과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와 관련된 특허는 1990년대 중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출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모발이 5,221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는 4,794건으로 31%, 자외선차단은 2,628건으로 

17%, 피부미백은 1,944건으로 12%, 주름개선은 1,000건으로 6%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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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기능성화장품산업의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모발에서는 모두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

을,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는 일본특허청이 40%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 차지

[그림 3-21] 기능성화장품산업의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모발]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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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청은 주름개선에서 23%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보여 다른 분야보다 주름

개선에 기술개발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모발에서는 9%로 가장 낮은 특허점유율

을 보임

□ 기능성 화장품산업의 소분류별/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현황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름개선과 모발은 해외시장확보율이 전체 해외시장확보율보다 높은 6.7과 6.5로 나타

났고, 자외선차단은 6.1로 동일했으며, 피부미백과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는 해외시장확

보율이 전체 해외시장확보율보다 낮은 5.3과 6.0으로 나타났음

[그림 3-22] 기능성화장품산업 소분류별 해외시장확보율

○ 기능성화장품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4.2로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6.1보다 낮으며, 유럽

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특허청 중에서 한국의 해외출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그림 3-23] 기능성화장품산업 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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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소결론 및 함의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대상특허 15,587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매년 700-800건 정도의 특허출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특허청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성화장품산업 전체에서 L'OREAL은 전체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

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화장품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

- Procter & Gamble, KAO 또한,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으로는 주로 미국과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많으며,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능성화장품산업의 5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5개 소분류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에서 모발과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 급격하게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음 

○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모발에서는 모두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는 일본특허청이 40%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한국특허청은 주름개선에서 23%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은 

나타내어 다른 분야보다 주름개선에 특허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모발에서는 

9%로 가장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피부미백)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을 비교해보면, Procter & Gamble와 

Lipotec이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모두에서 TOP2에 포함되어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Lipotec의 경우 전체년도 출원건의 90%이상을 

최근년도에 출원하여, 최근 피부미백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름개선)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을 비교해보면, Lipotec은 전체년도와 최근

년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생산했으며, 전체년도 출원건의 대부분이 2008년 이후 출

원된 것으로 보아,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나 최근 가장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기술개발 

집중도가 우수하며, 현재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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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차단)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을 비교해보면, L'OREAL, P&G, 

SHISEIDO는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하여 자외선차단에서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LIPOTEC과 Pola Chem Ind Inc은 최근년도

에서 주요출원인에 신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최근 자외선차단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출원인으로 분석됨

- (모발)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을 비교해보면, L'OREAL, Procter & Gamble, 

KAO은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하여 모발에서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Lubrizol Advanced Marterials, Inc는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신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최근 모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출원인

으로 분석됨

-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의 주요출원인을 비교해보면, L'OREAL과 

Procter & Gamble는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1,2위를 차지하여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에서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Mary Kay Inc.와 

Shiseido는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신규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최근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출원인으로 분석됨

○ 기능성화장품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4.2로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6.1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럽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특허청 중에서 한국의 해외출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2. 논문분석 결과

□ 피부미백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피부미백의 대상논문 203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과 

`18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17년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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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피부미백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주름개선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주름개선의 대상논문 14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은 전년도

에 비해 논문발표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15년부터 `18년까지 매해 15건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5] 주름개선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자외선차단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자외선차단의 대상논문 458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2016년 큰 폭의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45건 내외 수준의 논문

발표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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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자외선차단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모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모발의 대상논문 868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7년은 전년도

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16년과 `18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매해 60건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7] 모발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의 대상논문 260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

보면,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18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매해 20건 이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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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소분류별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피부미백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피부미백 대상논문 203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이 43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38건, 호주 22건, 영국 17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한국은 피부미백 분야에서 논문발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점유율

에 있어 2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논문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허출

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29] 피부미백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주름개선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주름개선 대상논문 146건 가운데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이 19건, 일본 16건, 

중국 15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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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주름개선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도 가장 활발하여 주름개선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주름개선 분야에서 23%의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19건의 논문 

기고건수로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 주름개선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자외선차단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자외선차단 대상논문 458건 가운데 미국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48건, 영국 43건, 

스페인 41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가장 활발하여,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11%의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10위권 내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외선차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진

[그림 3-31] 자외선 차단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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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모발 대상 논문 868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253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논문발표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탈리아가 88건, 독일과 인도가 

각 69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모발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모발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경우 모발 분야에서 9%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10위권 내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모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32] 모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대상 논문 260건 가운데 미국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28건, 

이탈리아가 25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아토피․여드름성 피부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가장 활발여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한국의 경우 아토피․여드름성 피부 분야에서 13%의 다소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7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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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논문분석 소결론 및 함의

○ 피부미백의 대상논문 203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8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며, 매해 25건 내외의 논문이 발표

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 피부미백 분야에서 논문발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점유율에 

있어 2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논문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이 필요함

○ 주름개선의 대상논문 14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15년부터 `18년까지 매해 15건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주름개선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가장 활발하여 주름개선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은 주름개선 분야에서 23%의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19건의 논문 기고

건수로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외선차단의 대상논문 458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에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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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큰 폭의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45건 내외 수준의 논문발표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은 자외선차단 분야에서 11%의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 10위권 내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외선차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진

○ 모발의 대상논문 868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16년과 `18년은 증가

- 매해 60건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모발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가장 활발하여 모발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아토피․여드름성 피부의 대상논문 260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감소하였으나 `18년은 증가

- 매해 20건 이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가장 활발하여, 아토피․여드름성 피부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

3.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 기능성화장품산업 분야(중분류)에서는 피부미백 기술에서 5개, 주름개선 기술에서 3개, 

자외선차단 기술에서 3개, 모발 기술에서 5개,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기술에서 4개, 총 

20개 유망기술후보가 도출되었고, 피부미백, 모발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망기술 

후보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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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 후보(최종) Source

피부미백

A61K-008/02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을 이용한 겔형 화장료 조성물
혹은 시트용 조성물 특허

A61K-008/49 플랑크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64 해양콜라겐을 함유하는 화장 원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해대 식물체로부터 유도된 세포 배양 추출물을 함
유한 항노화피부외용제 특허

A61K-008/98 해양 동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주름개선

A61K-008/64 해양 생물으로부터 추출된 주름 방지, 피부 재생
촉진용 펩티드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8/00
A61K-008/97 해양식물 혼합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8 해양극피동물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노화방지용
화장품제재 특허

자외선차단

A61K-007/00 자외선 차단성능 및 내수성을 갖는
해양생물유래유화제성분함유화장료조성물 특허/논문

A61K-007/42

A61K-008/49 해양식물로부터 추출된 엘라직산을 함유한 피부개
선 화장료 조성물 특허

A61K-008/97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보호용 화장료조성물 특허

모발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헤어 트리트먼트 조성물 특허

A61K-007/06

A61K-008/02 해양 미생물로부터 추출된 헤어 컨디셔닝 성분이
함유된 분무 형태의 헤어제품 특허

A61K-008/49 헤테로고리식 화합물을 함유하는 모발성장 촉진용 조성물 특허

A61K-008/81 에틸렌 불포화 단량체를 포함하는 항비듬 모발 관
리용 조성물 특허

A61K-008/97 탈모 방지 또는 모발 촉진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한 헤어조성물 특허/논문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보존안전성 및 보습효과를 갖는 피
부용 조성물 특허

A61K-008/02 해양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 겔 마스크 형
태의 화장용 제품 특허

A61K-008/81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탄소계 매질을 포함하는 화
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피부보호기능을갖는해조류추출물을함유한화장품조성물 특허/논문

[표 3-7] 기능성화장품산업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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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약 분야

1. 특허분석 결과

□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대상특허 25,676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특허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도에 다시 증가

- 의약산업의 특허출원 동향은 미국특허청의 특허출원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특허청이 17,334건(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4,138건(16%), 유럽특허청 2,419건(9%), 한국특허청 1,785건(7%)의 순

으로 특허점유율을 기록함

[그림 3-34] 의약산업의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Merck GmbH가 568건을 출원

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뒤를 이어 GENENTECH 397건, Pfizer 379건 순

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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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에서는 Merck GmbH가 27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F. 

Hoffman-La Roche AG 194건, AbbVie Inc 192건순으로 특허 출원

- Merck GmbH은 전체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GENENTECH, 

Pfizer, F. Hoffman-La Roche AG, NOVARTIS, Janseen Pharmaceutica NV 도 전체년도 및 

최근년도에서 모두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AbbVie Inc 및 Glaxo Group은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년도

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반면, BRISTOL MYERS SQUIBB, University of Texas System은 전체년도에서 주요

출원인에 포함되었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특허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순위
전체년도

(1972년～2019년)
최근년도

(2008년～2017년)
미공개구간

(2018년～2019년)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Merck GmbH 568 Merck GmbH 279 F. Hoffman-La
Roche AG 19

2 GENENTECH 397 F. Hoffman-La
Roche AG 194 INCYTE

CORPORATION 15

3 Pfizer 379 AbbVie Inc. 192 Janseen
Pharmaceutica NV 14

4 BRISTOL MYERS
SQUIBB 292 Janseen

Pharmaceutica NV 184 Pfizer 11

5 F. Hoffman-La Roche
AG 259 GENENTECH 184 Merck GmbH 10

6 NOVARTIS 258 NOVARTIS 139 Gilead Sciences, Inc. 9

7 Janseen
Pharmaceutica NV 258 Pfizer 128 GENENTECH 9

8 University of Texas
System 252 Glaxo Group 118 Glaxo Group 8

[표 3-8] 의약산업 구간별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의약산업의 7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7개 소분류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항염과 뇌질환 분야의 경우 `16년 일시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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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산업의 7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항염이 8,337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면역강화는 7,252건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질환은 4,230건으로 17%, 성인병

예방, 개선은 3,164건으로 21%, 항암은 1,438건으로 6%, 노화억제, 당뇨/비만은 638건으로 

3%, 고령자용 제제는 617건으로 2%를 차지

[그림 3-35] 의약산업의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그림 3-36] 의약산업의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노화억제, 고령자용제제] [항암] [항염] [면역강화]

[당뇨/비만] [성인병예방, 개선] [뇌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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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소분류에서 모두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및 당뇨/비만을 제외한 5개 소분류에서는 미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미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타국특허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7개 소분류 중에서 한국특허청은 당뇨/비만에서 21%,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소분류에서는 한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10% 미만

으로 나타나 의약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한국특허청의 특허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소분류별/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현황

○ 의약산업의 7개 소분류의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당뇨/비만이 각 10.0, 7.2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5개 소분류의 경우 전체 해외시장확보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37] 의약산업 소분류별 해외시장확보율

○ 의약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해외

시장확보율은 14.8으로서 해외시장확보율이 가장 우수하고, 한국특허청의 해외출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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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의약산업 특허청별 해외시장 확보율

□ 특허분석 소결론 및 함의

○ 의약산업의 대상특허 25,676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특허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16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음

-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특허청이 17,334건(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특허청은 1,785(7%)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의약산업 전체에서 Merck GmbH은 전체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년도에서도 주요출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

었음

- GENENTECH, Pfizer, F. Hoffman-La Roche AG, NOVARTIS, Janseen Pharmaceutica 

NV 도 전체년도 및 최근년도에서 모두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 의약산업의 7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7개 소분류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하만 항염과 뇌질환 분야의 경우 `16년 일시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

- 7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항염이 8,337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면역

강화 7,252건으로 28%, 뇌질환 4,230건으로 17%, 성인병예방, 개선 3,164건으로 21%, 항암 

1,438건으로 6%, 노화억제, 당뇨/비만 638건으로 3%, 고령자용 제제 617건으로 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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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소분류 모두에서 미국특허청이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및 당뇨/비만을 제외한 5개 소분류에서는 미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여, 미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타국특허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7개 소분류 중에서 한국특허청은 당뇨/비만에서 21%,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소분류에서는 한국특허청의 특허점유율이 10% 미만

으로 나타나 의약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한국특허청의 특허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의약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해외

시장확보율은 14.8로 해외시장확보율이 가장 우수하고, 한국특허청의 해외출원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논문분석 결과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의 대상논문 6,65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

보면, `16년 논문발표 건수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향후에도 매년 800건 내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39]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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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의 대상논문 10,39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으나, `18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15년부터 `18년까지 매해 

75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도 유사 수준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0] 항암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항염의 대상논문 5,904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과 

`17년은 논문발표 건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18년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15년부터 `18년까지 매해 

42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도 유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1] 항염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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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강화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강화의 대상논문 7,900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5년~ 

`19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7년과 `18년 급격히 증가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유사수준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2] 면역강화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당뇨/비만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당뇨/비만의 대상논문 1,44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은 

논문발표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2015년까지 모두 10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3] 당뇨/비만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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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예방, 개선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성인병 예방, 개선의 대상논문 2,684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과 `18년은 논문발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17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16년~`18년 사이 매년 13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도 유사수준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4] 성인병예방, 개선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뇌질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뇌질환의 대상논문 1,259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과 `17년은 

논문발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18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100건 내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수준의 논문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5] 뇌질환의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지역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활성화 방안 연구

- 108 -

□ 소분류별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대상논문 6,656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1,14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024건, 인도 731건, 한국 550건 순으로 많은 논문

을 발표

- 미국은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순위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분야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분야에서 12%의 다소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550건의 논문 기고건수로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5순위를 차지

[그림 3-46]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암 대상논문 10,392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3,117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570건, 일본 757건, 독일 729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항암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하여 항암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항암 분야에서 7%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524건의 논문 기고건수로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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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항암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염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항염 대상논문 5,904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1,500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542건, 중국 524건, 한국 394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항염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해 항염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항염 분야에서 394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6%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논문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48] 항염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강화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면역강화 대상 논문 7,900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1,826건

으로 가장 많고, 미국 1,613건, 영국 549건, 스페인 408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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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면역강화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순위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면역강화 분야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면역강화 분야에서 9%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361건의 논문을 발표해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9] 면역강화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당뇨/비만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당뇨/비만 대상 논문 1,442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443건

으로 가장 많고, 영국 129건, 한국 99건, 일본이 94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당뇨/비만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도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항염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당뇨/비만 분야에서 21%의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논문발표 건수 99건

으로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3위를 기록함

[그림 3-50] 당뇨/비만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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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예방, 개선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성인병예방, 개선 대상 논문 2,684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887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218건, 호주 192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하여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5%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부

진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51] 성인병 예방, 개선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뇌질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뇌질환 대상 논문 1,259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40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48건, 영국 106건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뇌질환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하여, 

뇌질환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뇌질환 분야에서 5%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별 논문발표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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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뇌질환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논문분석 소결론 및 함의

○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의 대상논문 6,656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16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17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미국은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순위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분야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항암의 대상논문 10,39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소폭 감소

- 미국은 항암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해 항암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

- 한국은 항암 분야에서 7%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524건의 논문 기고건수로 논문발표의 국가별 순위 8순위를 차지

○ 항염의 대상논문 5,904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18년에 이르러 증가세로 

전환

- 미국은 항염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높고,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해 항염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

- 한국은 항염 분야에서 394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6%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보여 논문에 의해 개발되는 기술의 적극적 특허

출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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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강화의 대상논문 7,900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5년~`19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7년과 `18년에 논문발표가 급격히 

증가

- 미국은 면역강화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순위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면역강화 분야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당뇨/비만의 대상논문 1,442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미국은 당뇨/비만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고,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해 항염 분야

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성인병 예방, 개선의 대상논문 2,684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8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17년은 다소 감소

- 미국은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가장 

활발해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은 성인병예방, 개선 분야에서 5%의 매우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부진

○ 뇌질환의 대상논문 1,259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과 `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18년은 소폭 감소

- 미국은 뇌질환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가장 활발해 

뇌질환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

- 한국은 뇌질환 분야에서 5%의 낮은 특허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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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 후보(최종) Source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A61K-035/78
해양 생물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염, 피부노화 방지
및 개선용 의약품 조성물

특허

A61K-039/39
노인성 질환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해양 생물 유래
항체를 함유한 의약 조성물

특허/논문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복소환화합물을 함유한 노
인성 질병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
C07D-487/04

헝엄

A61K-039/39
해양 생물에서 추출된 효소를 이용한 항체 또는
면역복합체를 포함하는 항암 약물

특허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아톱토시스-유도제를 활용한
암 치료 방법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전자 검출용
조성물

특허

항염

A61K-009/14
해양 생물을 이용한 나노 입자 크기의 약제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해양생물유래 항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

C07D-471/04 해양 생물 유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통증, 염증성질환, 세포증식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면역강화

A61K-009/20 면역인자 생성 및 검출 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면역강화 항생제 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면역학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복소고리 화합물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유래 핵산을 이용한 면역계 진단방법 특허/논문

당뇨/비만

A23L-033/10
해양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당뇨병 환자용 식품의
약적 조성물

특허

A61K-031/20
해양생물 추출물, 해양심층수 및 유기산을 함유하는
항비만 및 셀룰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

A61K-031/70
해양 생물유래 당단백질을 함유하는 당뇨병 및
그 합병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5/60 어류 추출물을 함유한 항 콜레스테롤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6/03
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 및 셀룰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논문

성인병 예방,
개선

A61K-031/44 피리딘을 함유하는 뇌졸중 치료용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성인병 약제조성 및 치료
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피리딘을 함유하는 고혈압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표 3-9] 의약산업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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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산업 분야(중분류)에서는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기술에서 3개, 항암 기술에서 

3개, 항염 기술에서 3개, 면역강화 기술에서 4개, 당뇨/비만 기술에서 5개, 성인병예방, 

개선 기술에서 3개, 뇌질환 기술에서 4개, 총 25개 유망기술후보가 도출되었고, 당뇨/비만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망기술 후보가 도출되었음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 후보(최종) Source

뇌질환

A61K-031/44
피리딘을 포함하는 신경계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뇌질환 약제조성 및 치
료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핵산을 이용한 뇌질환 진단방법 특허/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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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의료기기 분야

1. 특허분석 결과

□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의료기기산업의 대상특허 972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나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허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특허청이 366건(3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337건(35%), 한국특허청 147건(15%), 유럽특허청 122건(12%)의 순으로 특허

점유율을 기록함

[그림 3-53] 의료기기산업의 연도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Atrium Medical이 33건의 특허

출원으로 최다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가 24건, 

Body Organ Biomedical Corp가 23건, Merck and Company가 20건, Warner-Lambert 

Company가 1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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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가 24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뒤를 이어 Atrium 

Medical 21건, Body Organ Biomedical Corp 20건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음

- Atrium Medical,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Body Organ Biomedical Corp의 

경우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모두에서 TOP3 출원인으로 랭크되어 의료기기산업에서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CARTIHEAL LTD, HERAEUS MEDICAL GMBH,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체년도

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기술개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erck and Company, Warner-Lambert Company,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는 전체

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었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기술개발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순위

전체년도
(1972년～2019년)

최근년도
(2008년～2017년)

미공개구간
(2018년～2019년)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Atrium Medical 33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24 MBP (Mauritius) Ltd 2

2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24 Atrium Medical 21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2

3
Body Organ

Biomedical Corp.
23

Body Organ
Biomedical Corp.

20
Northeastern
University

2

4 Merck and Company 20 MBP (Mauritius) Ltd 11
Bioengineering
Laboratories S.r.l.

2

5
Warner-Lambert
Company

15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0 이탄석 2

6 MBP (Mauritius) Ltd 13 CARTIHEAL LTD 8
Body Organ

Biomedical Corp.
2

7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0
HERAEUS MEDICAL

GMBH
7

Moskowitz Family
LLC

2

8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9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7

[표 3-10] 의료기기산업 구간별 주요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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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의료기기산업의 2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조직재생용 소재와 

의료용 소재 모두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추세

- 의료기기산업의 2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료용 소재가 572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재생용 소재는 400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4] 의료기기산업의 연도별 소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 의료용 소재에서는 미국특허청이 42%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직재생용 소재에서는 일본특허청이 39%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은 의료용 소재와 조직재생용 소재 모두에서 30%이상의 특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특허청의 경우, 의료용 소재와 조직재생용 소재 모두에서 15% 수준의 다소 낮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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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의료기기산업의 소분류별 특허청별 특허출원 동향

[의료용 소재] [조직재생용 소재]

□ 의료기기산업의 소분류별/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현황

○ 의료기기산업의 2개 소분류의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의료용 소재는 6.2, 조직

재생용 소재는 6.9로 분석되어 두 분야 모두 해외시장확보율이 6 이상을 기록

[그림 3-56] 의료기기산업 소분류별 해외시장확보율

그림 68 

○ 의료기기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4.0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6.5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유럽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출원인의 해외

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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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의료기기산업 특허청별 해외시장확보율

□ 특허분석 소결론 및 함의

○ 의료기기산업의 대상특허 972건 전체에 대한 주요특허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료기기산업 전체) Atrium Medical,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Body Organ 

Biomedical Corp의 경우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모두에서 TOP3 출원인으로 랭크되어 의료기기

산업에서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CARTIHEAL LTD, HERAEUS MEDICAL GMBH,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체년도

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어 최근 특허

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erck and Company, Warner-Lambert Company,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는 

전체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었으나,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의료기기산업의 2개 소분류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조직재생용 소재와 

의료용 소재 모두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임

- 의료기기산업의 2개 소분류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료용 소재가 572건으로 5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재생용 소재는 400건으로 41%를 차지

- 의료용 소재에서는 미국특허청이 42%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직재생용 소재에서는 일본특허청이 39%로 가장 높은 특허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은 의료용 소재와 조직재생용 소재 모두에서 30%이상의 특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제3장 해양바이오 분야 특허․논문 분석

- 121 -

○ (의료용 소재) Atrium Medical Corporation은 전체년도와 최근년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의료용 소재분야에서 가장 특허 경쟁력이 우수한 출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는 최근년도에서 주요출원인에 

신규로 등장

○ (조직재생용 소재)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가 전체년도와 최근년도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동일하여 해당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모두 최근년도에 생산

되었음

○ 의료기기산업 전체를 특허청별로 구분하여 해외시장확보율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은 4.0로 전체 해외시장확보율인 6.5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특허청의 해외시장확보율이 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출원인의 해외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요구됨

2. 논문분석 결과

□ 소분류별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의료용 소재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의료용 소재 대상논문 2,431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16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1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논문발표 동향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논문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58] 의료용 소재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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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생용 소재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조직재생용 소재 대상논문 150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해당 

분야는 최근 10건 이하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직재생용 소재 분야는 향후에도 매년 10건 내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59] 조직재생용 소재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

□ 소분류별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의료용 소재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의료용 소재의 대상논문 2,431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747건

으로 가장 많고, 독일 204건, 캐나다 188건, 영국 174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해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0] 의료용 소재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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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생용 소재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조직재생용 소재의 대상논문 150건에 대한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14건, 영국 11건, 이스라엘 10건 순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

하고 있음

- 미국은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특허점유율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재생용 소재 분야에서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1] 조직재생용 소재의 국가별 논문발표 동향

□ 논문분석 소결론 및 함의

○ 의료용 소재 대상논문 2,431건에 대한 최근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년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발표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유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해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가장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 조직재생용 소재 대상논문 150건에 대한 연도별 논문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10건 이하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논문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

- 미국은 의료용 소재 분야에서 논문발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특허점유율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재생용 소재 분야에서 선도국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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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 후보(최종) Source

의료용 소재

A61L-027/00

해양생물 조성물을 함유한
보철 및 인공 뼈 재료

특허/논문
A61L-027/36

A61L-024/00

A61F-002/28

C07K-014/78
해양생물 유래 조성물을 이용한 인공조직
(피부, 연골, 인대, 막)용 콜라겐 재료

특허/논문

조직재생용
소재

A61L-024/00

해양생물 유래 젤라틴을 함유하는
조직접착제, 보호용 막, 붕대

특허
A61L-024/10

A61L-015/32

A61K-035/60

A61K-031/71
피부상처 보호용, 골형성 촉진용
해양생물 유래 셀룰로스 막

특허

[표 3-11] 의료기기산업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 의료기기분야(중분류)에서는 의료용 소재 기술에서 2개, 조직재생용 소재 기술에서 2개, 

총 4개의 유망기술후보가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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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분석결과 요약 : 유망기술 후보

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을 이용한 영양보충 식품 특허/논문

A61K-031/20
해양생물 유래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질병 예방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해양 생물을 이용한 면역, 혈관기능 개선용
영양식품

특허/논문

A61K-036/03
갈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질병예방용 건강
보조 식품

특허/논문

항비만
식품

A23L-033/00 해양생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해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특허/논문

A61K-031/20 필수지방산을 포함하는 식사대용 식이보충제 특허

A61K-035/60
지방분해 촉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건강 식품

특허

A61K-036/00
비지방세포 흡수 저해 및 유해물질 배출
기능성 식품

특허

항노화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의 항산화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특허/논문
A23L-033/10

항암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유래 종양억제,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기능성 식품

특허/논문A23L-033/10

A61K-035/61

A61K-031/73
해초유래 당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용 조성물 및 이를 첨가한 식품

특허

면역기능
증진
식품

A23L-001/30
해양생물 분말을 첨가한 건강기능식품 특허/논문

A23L-033/10

A61K-031/73
해양생물 유래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증진
용 사료/식품 조성물

특허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백

A61K-008/02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을 이용한 겔형 화
장료 조성물 혹은 시트용 조성물

특허

A61K-008/49 플랑크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64 해양콜라겐을 함유하는 화장 원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해대 식물체로부터 유도된 세포 배양 추
출물을 함유한 항노화 피부 외용제

특허

A61K-008/98 해양 동물 추출물을 함유한 미백용 조성물 특허/논문

주름개선

A61K-008/64 해양 생물으로부터 추출된 주름 방지, 피부
재생 촉진용 펩티드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8/00

A61K-008/97 해양식물혼합추출물을 함유하는화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8
해양극피동물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노화
방지용 화장품제재

특허

[표 3-12] 최종 유망기술 후보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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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

A61K-007/00 자외선 차단성능 및 내수성을 갖는 해양
생물 유래유 화제성분 함유 화장료조성물

특허/논문
A61K-007/42

A61K-008/49
해양식물로부터 추출된 엘라직산을 함유한
피부개선 화장료 조성물

특허

A61K-008/97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보호용
화장료조성물

특허

모발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헤어 트리트먼트 조성물 특허

A61K-007/06

A61K-008/02
해양 미생물로부터 추출된 헤어 컨디셔닝
성분이 함유된 분무형태의 헤어제품

특허

A61K-008/49
헤테로고리식 화합물을 함유하는
모발성장 촉진용 조성물

특허

A61K-008/81
에틸렌 불포화 단량체를 포함하는
항비듬 모발관리용 조성물

특허

A61K-008/97
탈모 방지 또는 모발 촉진을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함유한 헤어조성물

특허/논문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A61K-007/00
해양생물 유래 보존안전성 및 보습효과를
갖는 피부용 조성물

특허

A61K-008/02
해양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 겔
마스크 형태의 화장용 제품

특허

A61K-008/81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탄소계 매질을 포함
하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논문

A61K-008/97
피부보호기능을 갖는 해조류추출물을 함
유한 화장품 조성물

특허/논문

의약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A61K-035/78
해양 생물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염, 피부
노화 방지 및 개선용 의약품 조성물

특허

A61K-039/39
노인성 질환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해양
생물 유래 항체를 함유한 의약 조성물

특허/논문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복소환화합물을 함
유한 노인성 질병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
C07D-487/04

항암

A61K-039/39
해양 생물에서 추출된 효소를 이용한 항체
또는 면역복합체를 포함하는 항암 약물

특허

C07D-471/04 해양생물에서 추출된 아톱토시스-유도제를
활용한 암 치료 방법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전자
검출용 조성물

특허

항염

A61K-009/14
해양 생물을 이용한 나노 입자 크기의 약
제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해양생물유래
항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

C07D-471/04 해양 생물 유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포
함하는 통증, 염증성질환, 세포증식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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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유망IPC 유망기술후보(최종) Source

의약

면역강화

A61K-009/20 면역인자 생성 및 검출 방법 특허/논문

A61K-039/39 면역강화 항생제 조성 및 분석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면역학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복소고리
화합물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해양생물유래 핵산을 이용한 면역계 진단방법 특허/논문

당뇨/비만

A23L-033/10
해양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당뇨병 환자용
식품의약적 조성물

특허

A61K-031/20
해양생물 추출물, 해양심층수 및 유기산을 함
유하는 항비만 및 셀룰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

A61K-031/70
해양 생물유래 당단백질을 함유하는 당뇨
병 및 그 합병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5/60 어류 추출물을 함유한 항 콜레스테롤 조성물 특허/논문

A61K-036/03
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비만 및 셀룰
라이트 감소용 조성물

특허/논문

성인병 예방,
개선

A61K-031/44 피리딘을 함유하는 뇌졸중 치료용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성인병 약제조성
및 치료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피리딘을 함유하는 고혈압 예방/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뇌질환

A61K-031/44
피리딘을 포함하는 신경계질병을 치료하
기 위한 조성물

특허

A61K-039/39
항체 또는 항원을 이용한 뇌질환 약제조성
및 치료방법

특허/논문

C07D-471/04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

특허
C07D-487/04

C12Q-001/68 핵산을 이용한 뇌질환 진단방법 특허/

의료
기기

의료용 소재

A61L-027/00

해양생물 조성물을 함유한
보철 및 인공 뼈 재료

특허/논문
A61L-027/36

A61L-024/00
A61F-002/28

C07K-014/78
해양생물 유래 조성물을 이용한 인공조직
(피부, 연골, 인대, 막)용 콜라겐 재료

특허/논문

조직재생용
소재

A61L-024/00

해양생물 유래 젤라틴을 함유하는
조직접착제, 보호용 막, 붕대

특허
A61L-024/10

A61L-015/32

A61K-035/60

A61K-031/71
피부상처 보호용, 골형성 촉진용 해양생물
유래 셀룰로스 막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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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제안

제1절 부산권 바이오산업 환경

1. 부산 바이오산업 현황

○ 건강기능식품

- (지역별 제조 현황) 2017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496개이며, 종사자는 

17,779명, 매출액은 22,374억원 수준

·(국내) 제조업체수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145개(29.2%)이며, 충남 82개(16.5%), 충북 

72개(14.5%) 등의 순이며, 종사자도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4,750명(26.7%), 충북 3,932명 

등의 순임

·(부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수는 총 5개(1.0%)이며, 1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4

억원수준

[표 4-1] 지역별 건강기능식품 제조 규모

(단위 : 개, %, 명, 억원, 톤)

지역 업체수 종사자 매출액 매출량

강원 29(5.8) 1,026(5.8) 3,712(16.6) 7,772(16.3)

경기 145(29.2) 4,750(26.7) 3,933(17.6) 7,886(16.5)

경남 20(4.0) 727(4.1) 312(1.4) 721(1.5)

경북 25(5.0) 569(3.2) 257(1.1) 1,309(2.7)

대구 6(1.2) 81(0.5) 14(0.1) 270(0.6)

대전 6(1.2) 134(0.8) 33(0.2) 45(0.1)

부산 5(1.0) 145(0.8) 24(0.1) 57(0.1)

서울 15(3.0) 222(1.2) 298(1.3) 65(0.1)

세종 6(1.2) 221(1.2) 599(2.7) 3,637(7.6)

울산 2(0.4) 146(0.8) 5(0.0) 132(0.3)

인천 12(2.4) 599(3.4) 437(2.0) 707(1.5)

전남 26(5.2) 520(2.9) 191(0.9) 855(1.8)

전북 38(7.7) 1,164(6.5) 480(2.2) 1,480(3.1)

제주 7(1.4) 173(1.0) 44(0.2) 115(0.2)

충남 82(16.5) 3,370(19.0) 7,258(32.4) 10,103(21.2)

충북 72(14.5) 3,932(22.1) 4,778(21.4) 12,573(26.3)

계 496(100.0) 17,779(100.0) 22,374(100.0) 47,725(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7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연구진 재구성
( )안의 값은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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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문업체 및 GMP 규모) 2017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496개 기업이 

활동중이며, 2016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5% 증가 추세

· (전문제조업체) 전국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수는 439개이며, 이중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126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GMP 지정 업체수는 247개로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71개 업체가 위치

· (부산) 부산 지역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는 5개, GMP 지정업체는 3개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24억원 중 GMP 업체 매출이 12.5%를 차지

[표 4-2] 지역별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및 GMP 지정업체 규모

(단위 : 개, %, 명, 억원, 톤)

지역
전체
기업수

전문
제조업체수

GMP 지정
업체수

지정 비율
전체
매출액

GMP 업체
매출액

강원 29 27 19 70.4 3,712 3,692

경기 145 126 71 56.3 3,933 3,636

경남 20 19 12 63.2 312 291

경북 25 21 11 52.4 257 246

대구 6 5 2 40.0 14 3

대전 6 2 1 50.0 33 25

부산 5 5 3 60.0 24 3

서울 15 3 - - 298 -

세종 6 6 5 83.3 599 597

울산 2 2 1 50.0 5 -

인천 12 12 5 41.7 437 376

전남 26 23 10 43.5 191 175

전북 38 35 12 34.3 480 298

제주 7 5 1 20.0 44 13

충남 82 78 44 56.4 7,258 7,082

충북 72 70 50 71.4 4,778 4,730

계 496 439 247 56.3 22,374 21,16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7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연구진 재구성

○ 화장품

- (지역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017년 화장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총 10,079개이며, 

`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6.9%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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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서울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14개의 화장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위치

하고 있으며, 다음 경기 2,692개, 인천 575개, 부산 291개 등의 순임

· (부산) 화장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수는 총 291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7.5% 증가 추세

[표 4-3] 지역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간 연평균
증가률

2017년 순위 2017년 비중

서울 1,961 2,402 3,091 3,894 4,814 25.2% 1 47.8%

부산 110 144 191 227 291 27.5% 4 2.9%

대구 91 99 133 158 190 20.2% 7 1.9%

인천 195 249 365 462 575 31.0% 3 5.7%

광주 43 54 69 88 102 24.1% 14 1.0%

대전 69 87 110 143 182 27.4% 8 1.8%

울산 9 14 17 19 20 22.1% 17 0.2%

세종 8 9 14 17 23 30.2% 16 0.2%

경기 978 1,253 1,684 2,162 2,692 28.8% 2 26.7%

강원 54 73 97 124 149 28.9% 10 1.5%

충북 85 111 151 202 232 28.5% 5 2.3%

충남 78 93 119 165 199 26.4% 6 2.0%

전북 33 52 82 116 131 41.2% 11 1.3%

전남 20 28 43 59 75 39.2% 15 0.7%

경북 59 70 94 128 155 27.3% 9 1.5%

경남 41 49 73 92 118 30.2% 13 1.2%

제주 50 66 89 119 131 27.2% 11 1.3%

총계 3,884 4,853 6,422 8,175 10,079 26.9% 　 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연구진 재구성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17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은 총 156개이며, 

`13년~`17년 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증가 추세

· (국내) 서울 지역에 48개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25개, 부산 15개, 대구 

10개 등의 순이며, 인천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0%으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지역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활성화 방안 연구

- 134 -

· (부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은 15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1% 증가 추세

[표 4-4]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2019년 8월 기준)

(단위 : 개, %)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년간
연평균
증가률

5년간
연평균
증가률

‘17년
순위

서울 22 24 29 34 38 44 46 47 48 48 9.1% 2.2% 1

부산 3 4 4 6 9 11 12 12 15 15 19.6% 8.1% 3

대구 4 4 5 6 6 7 7 9 9 10 10.7% 9.3% 4

인천 2 2 2 3 3 4 6 6 6 7 14.9% 15.0% 6

광주 2 3 5 6 7 7 7 7 7 7 14.9% 0.0% 6

대전 1 3 4 6 6 6 6 7 9 9 27.7% 10.7% 5

울산 - - - 1 1 1 1 1 1 1 　 0.0% 13

경기 10 11 14 17 19 21 22 22 24 25 10.7% 4.5% 2

강원 2 4 4 4 4 5 5 5 5 5 10.7% 0.0% 9

충북 3 3 3 3 4 4 4 5 5 5 5.8% 5.7% 9

충남 3 3 4 4 5 5 5 5 5 5 5.8% 0.0% 9

전북 - 4 4 4 4 4 5 5 5 6 　 10.7% 8

전남 1 1 2 3 3 3 4 4 4 4 16.7% 7.5% 12

합계 57 68 83 101 115 129 137 143 152 156 11.8% 4.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연구진 재구성

- `17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GMP 지정 제조업체수는 총 1,978개이며, 수입업체는 총 

1,106개

·(국내) 제조업체수는 경기 지역에 820개(41.5%)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451개

(22.8%), 강원 122개(6.2%) 등의 순이며, 수입업체의 경우 서울에 가장 많은 750개

(67.8%)가 위치함

·(부산) 의료기기 GMP 지정 제조업체수는 `17년 기준 82개(4.1%)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경우, 25개로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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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의료기기 GMP 지정 제조 수입업체 현황(2017년 기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연구진 재구성

○ 의약품

- (지역별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약품 관련 임상 및 비임상 기관은 

주로 수도권(47.5%)에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산, 대구, 경남 

순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서울이 56개(29.9%)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33

개(17.6%)

·비임상 시험기관의 경우 경기 7개(31.8%)로 가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부산) 2017년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총 20개(10.7%)로 전국에서 3위에 해당

[그림 4-2] 지역별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비임상 시험기관 지정 현황(`17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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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바이오의약품) `17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

으로 총 12개(21.8%)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 충북 11개(20.0%)로 조사됨

· (부산) 2017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경우 1개(1.8%)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8개(4.4%)가 위치하여 바이오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체가 적은 편에 속함

[그림 4-3] 지역별 바이오의약품 현황(2017년 기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연구진 재구성

2. 부산의 해양바이오 및 클러스터 정책

가. 바이오 관련 부산시 계획

□ 부산발전 2030 비전전략 (2015)

○ 부산광역시에서는 2030년까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전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도시형 

비전과 전략, 중장기 핵심사업 등을 개발하는 구상계획으로서 「부산발전 2030 비전

전략」을 수립

-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으로 2030 스마트 시티 달성을 위해 3개 

목표, 7대 전략, 10대 비전사업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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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부산발전 2030 비전 및 목표

자료: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 2015, 부산광역시

○ 10대 비전사업 중 3대 미래성장 프로젝트에서 3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바이오, 디지털

을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강조

- 사업내용으로 바이오 아웃소싱산업 육성, 6대 미래산업 클러스터(조선해양플랜트, 수산

식품, 에너지, 정보기술(IT) 융합메카트로닉스, 영상콘텐츠, 의료산업)을 포함

○ 또한 산업공간 전략에서 설정한 스마트 경제 2벨트 5거점 중, 동부산권을 바이오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

- 바이오에너지 거점을 통해 방사선 의과학 세계적 거점, 세계인이 찾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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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오 R&D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연계 

의교관광 거점 구축 등을 제시(바이오 의과학단지, 동부산 유통관광단지, 에너지하베

스팅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그림 4-5] 부산 발전 2030 산업공간 전략 : 스마트 경제 2벨트 5거점

[그림 4-6] 부산 발전 2030 산업공간 전략 : 동부산 바이오 에너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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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2018)

○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조례 개정(2016.6)에 따라 부산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으로서 작성

○ ‘신해양시대,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비전으로 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신항, 북항, 

남항) 및 12개 분야(물류, 수산, 조선, 해양금융, 해양문화․관광․레저, 해양과학기술, 해양

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해양안전, 사회기반시설)별 주요사업 등 

총 61개 사업 제안

[그림 4-7]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안), 해양수도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자료, 2018.11

○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과 4차 산업 연계 시스템 구축’, ‘해양바이오

산업 비즈니스플라자 구축 및 기업 인큐베이션’, ‘해양생명산업소재 분양 허브(HUB) 

구축’ 사업 제시

[그림 4-8]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해양바이오 분야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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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사업

□ STEM 빌리지 조성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인 「STEM 빌리지」를 동삼혁신지구 내에 조성

하는 것을 계획

- 현재 1단계 기간(‘18 -‘22)으로 동삼혁신지구 내 약 15,00㎡ 면적에 34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동 건립을 추진 예정

- 해양산업 창업․육성센터, 해양장비․센서 검․교정센터, 융합연구센터, 기업입주 등

- 추진주체․운영방안․사업비 분담 등 협의 및 실시설계(‘19), 착공(‘20), 준공(‘22)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감천항을 중심으로 남항, 사하구 식품단지 등 부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

- 국립수산식품연구소․클러스터지원센터 등(‘19 -‘22, 1,022억원)

- R&D 기반 국내외 소비자 요구 충족 제품개발 및 수출 마케팅 기업 역량 지원

○ 사업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19. 4) 후 설계 및 조성사업 추진(‘20 -‘22) 예정

□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 수산식품 제조업체 지원체제 구축, 기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도모

- ‘16 -‘20, 장림수산피력단지 일원 15,265㎡(건축 5,000㎡)

- 식품분석실․비즈니스지원실 등 구축(300억원)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

○ 동 계획에서 부산 북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대상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암부두(175,931㎡)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조성

을 추진 중

-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는 부산항만공사가 수행하고 상부시설 건축은 입주

기업이 수행

- 총사업비는 227억으로 정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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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기기/장비제조(요․보트),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 제조업을 동 클러스터의 핵심사업

으로 하며, 이외에도 일반 해양관련 제조업도 유치 예정

○ 현재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18. 6)을 거쳐 기본절차 및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건립 추진을 앞두고 있음

[그림 4-9]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931 100.0

산업시설용지 100,214 56.9
마리나비즈니스센

터
(25,553㎡)

지원시설용지 6,663 3.8

기반시설용지 69,054 39.3

공 원 9,016 5.1

주차장 5,399 3.1

항만시설 7,502 4.3 공용부두

도 로 47,137 26.8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자료: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클러스터 지정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2018. 1. 9.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정과제(78.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를 반영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수립(2017),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확보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 핵심거점들을 연계․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으로, 신규거점 개발이 아닌 기존 조성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

○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곳은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규제혁신․금융․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며, 부산시의 경우 해양ICT융합을 대표분야로 설정하여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내용으로 함(3개 혁신도시, 5개 산단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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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추진(‘18 -‘25)

- 대학병원, 대학,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 헬스케어 검․인증기관 유치(487천㎡)

- 헬스케어․빅데이터 센터를 통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 헬스케어 클러스터 용도지정 신청(8월),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클러스터 지정(국토부, 12월)

○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19 -‘22)

- 헬스케어․빅데이터 센터 구축(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내 5천㎡)

- 일상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건강토큰 도입 등

○ 미래형 의료시스템 기반 서비스 도입 추진(‘19 -‘22)

-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등

3. 부산권 해양바이오 기업 및 R&D 기관

○ 부산권 바이오산업 제조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제조업) 전국 2,369개 화장품 제조기업 중 부산권에 위치한 기업 수는 중 76개

- (의약품 제조업) 부산권에 위치한 의약품 수는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771개 중 76개

- (의약외품 제조업) 부산권에 위치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577개 중 부산지역 9개가 운영 중

- (바이오 분야 협회) 부산바이오기업협회, 부산화장품기업협회 등 지역 바이오 분야 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등 국내 바이오 분야 주요 협회 등이 활동중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업체) 원료물질제조업자, 의약외품, 의약품, 화장품연구기관, 화장품

제조업체 등 활동중

○ 바이오산업 제조기업

-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68개, 기타화학 제조업 279개,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2개, 

분석 전문기업 194개, 수산물 제조업 278개, 식품 제조업 107개, 연구개발 기업 83개 

등 총 1967개가 운영 중(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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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부산지역 바이오 산업 제조기업 현황

구분 업체수 구분 업체수

기초 화학제품 제조업 68 완제의약 제조업 21

기타화학 제조업 279 유기화학 기업 2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2 의료기기 제조업 398

분석 기업 19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0

수산물 제조업 278 플라스틱 제조업 266

식품 제조업 107 화장품 제조업 179

연구개발 기업 83 총합계 1,967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에 기초해 연구진 정리

[그림 4-10] 부산지역 바이오 산업 제조기업 분포

○ 부산권에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R&D 제공 가능 기관(대학, 공공

기관, 병원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대학) 부산 소재 대학 중 바이오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경성대학교, 고신

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총 8개의 대학이 입지해 있음

- (공공기관)부산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연구기능 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등), 책임운영기관(국립수산과학원 등) 및 기타 지자체 산하(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

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총 6개 기관이 입지

- (병원) 의과대학 기반 병원으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백병원 등 총 

3개의 대학병원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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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R&D 기관 분포헌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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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니즈 분석

1. 기업 활동 현황 분석

○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수요 분석

-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를 파악

하고,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진흥 정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표 4-6] 기업조사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 활동 및 연구자 연구 활동 현황

조사 지역 전국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2019년 10월 30일 ~ 12월 12일

유효 표본 수 총 176개 기업(부산소재기업 75개),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자 111명

 □ 바이오 기업 및 연구자 활동 분야 비교

○ 바이오기업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기능성화장품(22.7%)과 식량(15.3%), 의약품(12.5%) 

관련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

[표 4-7] 바이오 기업 및 해양바이오 연구자 활동 분야 비교(단위 : 개, 명, %)

구분 기타지역 부산지역 기업합계 연구자분포(복수응답)
기능성식품 6 6 12(6.8) 43(20.9)

기능성화장품 13 27 40(22.7) 26(12.6)

의약 21 1 22(12.5) 33(16.0)

에너지 4 4(2.3) 40(19.4)
화학 8 4 12(6.8) 20(9.7)

식량 15 12 27(15.3) 19(9.2)

의료기기 13 3 16(9.1) 14(6.8)

기타 21 20 41(23.3) 11(5.3)
총합계 101 75 176(100.0) 2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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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바이오 분야와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존하는 체계

- 바이오 분야 기업들 가운데 28.4%는 일반 바이오와 해양바이오 분야를 병행하는 기업

- 부산지역 기업들의 해양바이오 병행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13.2%p 높은 수준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 바이오 분야에서 

이미 생산체계를 갖추고 기업 활동을 수행중인 기업을 해양바이오 분야로 유입시키는 

것이 유효한 대안가운데 하나

[표 4-8] 해양바이오 병행 여부

(단위 : 개, %)

구분 기타 지역 부산 지역 전체

해양바이오 참여 23(22.8) 27(36.0) 50(28.4)

해양바이오 비참여 78(77.2) 48(64.0) 126(71.6)

총합계 101(100.0) 75(100.0) 176(100.0)

( )안의 값은 %

○ 해양바이오 비참여 기업 가운데 65.1%는 향후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해양바이오 참여 

의사 보유

- 부산지역 기업들의 해양바이오 참여의사가 기타지역에 비해 약 6.0%p 높은 것으로 분

석됨

- 해양바이오 분야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향후 모두 해양바이오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조사대상 기업 176개 가운데 132개 기업이 해양바이오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양바이오 병행기업 비율은 75.0%로 증가

- 부산지역의 병행비율은 80.0%로 타 지역 71.3% 대비 해양바이오 병행비율이 약 8.3%p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9] 향후 해양바이오 참여 의사(단위 : 개, %)

구분 기타지역 부산지역 전체

참여의사 있음(A) 49(62.8) 33(68.8) 82(65.1)

참여의사 없음(B) 29(37.2) 15(31.2) 44(34.9)

합계(A+B) 78(100.0) 48(100.0) 1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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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바이오 분야 참여를 위한 기업의 니즈 분석

○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대학과 연구소의 연계활동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향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니즈분석 

필요

- 현재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유용소재 개발과 산업소재 대량

생산, 유효성 평가, 생산/판매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은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유용소재개발, 산업소재 대량생산, 유효성 

평가, 기술이전 및 표준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다만, 기업수요와 비교할 때,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기초연구 

분야와 유용소재 발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기업수요의 반영이 

필요

[표 4-10] 기업 니즈 반영(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기업 니즈> <대학/연구소 연구자의 활동 영역>

단계 과정 MBT 기업 BT 기업

1단계 기초연구 8(16.3) 68(54.4)

2단계 유용소재 개발 21(42.9) 58(46.4)

3단계 산업소재 대량생산 28(57.1) 52(41.6)

4단계 유효성 평가 22(44.9) 45(36.0)

5단계 기술이전 및 표준화 14(28.6) 50(40.0)

6단계 비임상/임상 16(32.7) 32(25.6)

7단계 승인(식약처등) 10(20.4) 25(20.0)

8단계 생산/판매 25(51.0) 45(36.0)

기타(위에해당하지않는과정) 3(6.1) 2(1.6)

N 49(100.0) 1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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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바이오기업과 부산 외 기업 비교 분석

□ 지역별 조사 결과

○ (생산제품) 부산 지역은 의약 제품과 기능성화장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상대적으

로 많았으며, 기타지역의 경우 식품과 화학 제품 생산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부산) 의약분야 종사 기업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 6개(14.6%), 바이오

에너지 관련 제품 5개(12.2%) 등의 순

- (기타지역) 기타지역의 경우, 식품이 44개(1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화학제품 35개

(15.0%), 기능성화장품 24개(10.3%) 등의 순으로 분석됨

[표 4-11] 제품별 부산 및 부산 이외 기타지역 바이오기업(복수응답)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기능성화장품 30(10.9) 6(14.6) 24(10.3)

식품 48(17.5) 4(9.8) 44(18.8)

의약 32(11.6) 11(26.8) 21(9.0)

의료기기 8(2.9) 0(0.0) 8(3.4)

건강기능식품 16(5.8) 2(4.9) 14(6.0)

화학 38(13.8) 3(7.3) 35(15.0)

바이오 에너지 24(8.7) 5(12.2) 19(8.1)

기타 79(28.7) 10(24.4) 69(29.5)

합계 275(100.0) 41(100.0) 234(100.0)

( )안의 값은 %임

○ (제품생산단계) 연구개발 추진 및 자체개발 제품 판매 중인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부산 이외 기업 역시 유사함

- (부산) 연구개발 추진 및 자체개발 제품 판매 단계의 기업 13개(41.9%)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11개(35.5%), 국산제품 및 수입제품 판매 기업 4개

(12.9%) 등의 순

- (기타지역) 부산 지역 바이오기업과 유사하게 연구개발 추진 및 자체개발 제품 판매 단계의 

기업이 78개(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34개(2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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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제품생산단계별 부산 및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연구개발 추진 및 자체개발 제품 판매 91(46.0) 13(41.9) 78(46.7)

연구개발 추진 중 45(22.7) 11(35.5) 34(20.4)

연구개발 활성도는 없고, 수입제품 판매 2(1.0) 1(3.2) 1(0.6)

국산제품 및 수입제품 판매 14(7.1) 4(12.9) 10(6.0)

기타 46(23.2) 2(6.5) 44(26.3)

합계 198(100.0) 31(100.0) 167(100.0)

( )안의 값은 %임

○ (협력 관계) 대부분 타 기관 및 기업과 협력 경험이 있으며, 특히 부산 소재 기업의 협력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부산) 바이오기업 중 82.6%가 대외협력 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17.4%만이 경험이 없음

- (기타지역)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의 경우, 69.6%가 대외협력 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30.4%가 경험이 없음

[표 4-13] 부산 및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 대외 협력활동 여부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협력관계 있음 90(45.5) 19(61.3) 71(42.5)

협력관계 없음 35(17.7) 4(12.9) 31(18.6)

합계 125(63.1) 23(74.2) 102(61.1)

( )안의 값은 %임

○ (협력 대상) 협력 대상으로 대학과 출연(연) 등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였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부산) 부산 소재 바이오기업 중 대학 14개(29.8%)로 가장 많으며,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 10개(21.3%), 국내 중소기업 9개(19.1%) 등의 순임

- (기타지역)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의 경우, 부산 바이오기업과 유사하게 대학 57개

(39.3%)로 가장 많으며, 다음 공공연구기관 37개(25.2%), 국내 중소기업 25개(17.2%) 등

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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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부산 및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 대외 협력 대상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대학 71(35.9) 14(45.2) 57(34.1)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47(23.7) 10(32.3) 37(22.2)

민간연구소 11(5.6) 5(16.1) 6(3.6)

국내 대기업 9(4.5) 3(9.7) 6(3.6)

국내 중·소기업 34(17.2) 9(29.0) 25(15.0)

해외 기업 13(6.6) 5(16.1) 8(4.8)

중견기업 3(1.5) 1(3.2) 2(1.2)

기타 4(2.0) 4(2.4)

합계 192(97.0) 47(151.6) 145(86.8)

( )안의 값은 %임

○ (협력 형태) 대부분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제휴 형태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과 

기타지역 바이오기업 모두 유사함

- (부산) 공동연구개발 17개(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기술제휴 11개(32.4%), 국내외 

기술인력 5개(14.7%) 등의 순임

- (기타지역) 공동연구개발 49개(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기술제휴 35개(20.0%), 국내외 

기술인력 10개(11.1%) 등의 순으로 분석됨

[표 4-15] 부산 및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 대외협력 형태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합작투자 4(2.0) 1(3.2) 3(1.8)

공동연구개발 66(33.3) 17(54.8) 49(29.3)

기술제휴 29(14.6) 11(35.5) 18(10.8)

국내외 기술인력 15(7.6) 5(16.1) 10(6.0)

기타 10(5.1) 00.0 10(6.0)

합계 124(62.6) 34(109.7) 90(53.9)

( )안의 값은 %임

○ (협력 단계) 실험단계와 기초연구 단계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제품화 및 사업화 

단계 협력 활동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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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험 단계 15개(36.6%)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연구 단계 11개(26.8%), 시작품 단계 

8개(19.5%) 등의 순이며, 

- (기타 지역) 실험 단계 35개(2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기초연구 단계 30개(21.6%), 

시작품 단계 26개(18.7%) 등의 순임

[표 4-16] 대외협력 단계별 부산 및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기초연구 단계 41(20.7) 11(35.5) 30(18.0)

실험 단계 50(25.3) 15(48.4) 35(21.0)

시작품 단계 34(17.2) 8(25.8) 26(15.6)

제품화 단계 27(13.6) 3(9.7) 24(14.4)
사업화 단계 28(14.1) 4(12.9) 24(14.4)

합계 180(90.9) 41(132.3) 139(83.2)
( )안의 값은 %임

○ (STEM 빌리지 참여의사) 바이오기업 중 69개(39.4%)의 기업이 STEM 빌리지 입주 희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의사) 부산 소재 바이오기업의 경우, 5개(20.0%)만이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부산 이외 

바이오기업의 경우, 64개(42.7%)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 부산 소재 STEM 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지 않은 기업의 주요 이유로 사업의 관련성 

부족, 정보 부족, 타 업종, 자금 부족 등이 있음

- (기타지역) 부산 이외 지역의 STEM 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지 않은 기업의 주요 이유로 

수도권과의 거리, 자금 부족, 이전 비용, 인력 수급 등이 있음

[표 4-17] STEM 빌리지 입주 의사

(단위 : 개, %)

구분 전체 부산 기타지역

STEM 빌리지 입주의사 있음 69(34.8) 5(16.1) 64(38.3)

STEM 빌리지 입주의사 없음 106(53.5) 20(64.5) 86(51.5)

합계 175(88.4) 25(80.6) 150(89.8)

( )안의 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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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산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설정

1.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 성공한 클러스터들은 다양한 성공조건이 존재하며, 이를 광위로 구분하면 공통성공요인과 

개별 성공요인으로 구분됨

-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은 개별 클러스터의 특성이나 입지지역의 지리적·물리적 환경, 기업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김세원 

외, 2014)

○ 일반적으로 성공한 클러스터의 공통 성공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제시됨

- 첫째, 구성 주체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둘째, 네트워크와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內 주체들 간의 지식 

- 셋째, 클러스터 환경의 개선

- 이 외에도 상호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중요성이 성공요인으로 제시됨

○ 영국 상무성은 2001년 보고서에서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10가지 요인 제시

- 첫째, 수준 높은 과학기반으로 주요 연구기관이나 연구 인력이 필요함

- 둘째, 기업가 정신은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상업화에 기여함

- 셋째, 활발한 기업 활동은 스핀오프 및 창업을 촉진함

- 넷째,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들고 있는데 핵심 인력의 유치에 필수적임 

- 다섯째, 벤처캐피탈, 엔젤 등의 금융기관이 필요함

- 여섯째, 산업용지, 교통시설 등 적절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함 

- 일곱째,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관련 대기업이 필요함

- 여덟째 ,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아홉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클러스터로서의 부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된 양한 성공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각각의 선행연구들은 상황별 맥락을 통해 접근되고 있어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한 특화요인들에 대한 도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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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 바, 

대표적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성공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2] 클러스터 성공요인(네트워크 도식화)

자료: 장덕희 외(2019).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 클러스터의 성공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력과 네트워크, 선도주체(기업),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은 선도주체가 되는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내에 

입지한 기업들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기본전제로 발전하고 있음

- 다만, 부산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선도주체가 될 만한 대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지역 연구

기관들의 참여를 기초로 한, 참여자 네트워크 구성이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산권 해양바이오 산업 참여주체들 간의 지식공유와 확산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

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 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 행위자 부재

- 지역 내 가치사슬별 주체들 간 지식공유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역시 개별적 협력관계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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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에서 성공한 사업운영 경험(Best Practice)이 거의 없어 사업운영의 방향 및 성

공가능성에 대한 신뢰형성이 어려움

- 원천기술 및 지식을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 내 해양바이오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들은 주로 공공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역 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대학, KIOST와 수과원 등의 연구중심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관련 기술개발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장비 공동활용, 양질의 기술지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현실

- 고가의 대형 연구장비 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 부산 지역 내 해양바이오 산업 기술트리 범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존재하나, 행위자들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 연계거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 최근까지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한 간헐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성원 내 신뢰형성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은 개별 주체들의 역량, 지역적 

기반, 적절한 정책, 지속적인 변화관리 등과 같이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협력이나 효율적인 정보 및 지식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 부산권 해양바이오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각각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한 기초적인 지원체계는 산업 활동 전 과정이 개방형 혁신체계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

- 개방형 혁신체계는 산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기반

으로 최종 산출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클러스터’가 갖는 개념상 정의와 일맥상통함

- 즉,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이동, 그리고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가능한 구조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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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으로서의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

□ 지역산업으로서의 (해양) 바이오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공한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도주체, 기업, 

인프라) → (네트워크) → (협력) → (기술혁신) 등임

- 정부에 의한 정책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주체간 연계가 가능

- 일반적인 산업클러스터는 생산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기업이 중심이 되고, 인재육성과 

R&D 역량을 지닌 대학/연구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핵심

요소 

- 선도기업의 존재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이 성공한 클러

스터들의 공통요인이나,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으로서 부산지역에는 관련산업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핵심 행위자가 부재

○ 기업을 대신해 선도역할을 수행할 주체로서 다양한 기관이 가능하나, 부산지역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위한 앵커기관 육성 필요

- 부산지역에는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역량, 전문성, 추진동력을 보유한 다수의 기관

이 입지

- 공공성(Public Interest)의 구현 기관으로 출연(연)의 특성에서 KIOST도 역할

- 바이오 산업은 기술개발 성과를 동력으로 발전하는 산업으로 앵커기업의 부재를 연구

기관을 통해 대체가능(초기산업단계)

- 초기 Research Park 단계에서 연구능력 중심 -> 향후 기업중심 산업으로 발전

□ 해양바이오 산업의 가치증대와 지역성 관점

○ 육상기반 신규 자원고갈의 심화 등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지속적

으로 강조됨

- 해양생명 종의 산업적 활용사례는 1% 미만으로 확장 잠재력이 크고, 소재화 성공률 역시 

2.17배 높음

- 전 세계적으로 태동기 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분야로 육상 BT의 경우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소재의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최근 육상 BT도 R&D 주력을 신규소재 확보가 

가능한 줄기세포, 항체 등으로 전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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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계별로 존재하는 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연계전략 필요

○ 해양바이오 산업화 전략을 수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전략과 지원 주체 필요

- 해양바이오 분야의 산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연구단계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함

하여 다양한 관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각각의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주체가 반드시 필요

○ 해양바이오 분야는 산업소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방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필요

- 기존 교육기능에 특화된 대학과 단순지원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단위 연구개발 조

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KIOST와 같은 기관이 기술개발 및 지원 체계의 

중심에서 기능(역할)이 필요

-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지원 수요가 대학과 연구소 연계로 수행되고, 

이를 상용화 및 제품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영역과의 상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특화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

○ 취약한 산업환경 극복

-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위주로 운영되고, 대부분 R&D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실정임

-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투자우선순위가 낮고, 성공사례의 부재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영세성으로 R&D 투자 부담 발생

○ 산업계 연계전략 부족에 대한 극복

- 태동기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분야는 저변확대가 중요하나, 대부분의 응용/개발 연

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 부재

○ 산업소재의 부족에 대한 극복

- 그간의 해양생명자원 확보사업은 전략소재 확보를 위한 가능성 확대를 위해 다양성 

중심의 자원확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기능성+대량생산+

표준화) 산업소재 확보 측면은 소홀히 다룬 한계 존재

○ R&D 결과의 산업화연계 부족의 극복

-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최종사용자(End-User)의 참여 부재로 R&D 결과의 산업화 연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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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지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한계 극복

한계인식 및 방향 한계 극복 방안

취약한 산업환경
해소

· R&D 능력을 보유한 일반 BT 기업들의 해양바이오 분야로의 유인동기
부여(산업소재 확보 및 제공)
· 해양바이오 기업 대상 임상지원 등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R&D 지원
· 최종성과(상용화, 제품화) 중심의 R&D 지원 추진

산업계 연계전략
부족 해소

· 연구계(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의 산업적 활용
촉진전략 수립·지원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R&D 결과를 상용화와 연계하고, 사업지원
결과 산업적 성과 창출 극대화

산업소재의 부족
해소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소재의 확보 및 대량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으로 기업지원 및 산업저변 확대
· 기능성 확보 사업 및 산업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 제품화 가능한 유효
기능성에 대한 확장 추진

R&D 결과의
산업화 연계부족

해소

· 산업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기업의 참여보장 및 사업 주도를 통해 산업화
연계 가능한 원천기술 식별 및 지원
· 최종사용자 중심의 R&D 사업수요 식별 → 기술개발 → 상용화 지원
체계 확립

□ 지역산업으로서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상

○ 지역혁신주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보유한 재화를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R&D와 기업활용의 연계고리를 확보

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부산 해양바이오 산업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

[그림 4-13] (해양)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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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해양)바이오 분야 국내 R&D 환경은 지속적인 환경변화를 겪어 왔으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수립이 필수적임

[그림 4-14] 해양바이오산업 SWOT 분석 결과

○ SWOT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을 도출

[그림 4-15] 해양바이오 산업 전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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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점 투자분야 식별

1. 기존 사업 분류체계 분석

○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양바이오 산업분류체계들이 논의되어 왔으나(장덕희 외, 

2017) 대부분의 산업분류체계는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를 기초로 함

- 이를 반영하여, `16년 KMI에서 해양바이오산업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나,

- 이 연구에서는 해양바이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장덕희 외(2017)의 분류체계를 따름

[표 4-19] 해양바이오산업 분류

대분류 정의

해양바이오
자원

해양생물자원 또는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위한 해양생명자
원을 발굴, 제작하여 재배 또는 사육하는 산업 활동

해양바이오
식품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분리 정제기술 혹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
산과정에 이용하여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 동식물성 유지 등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하는 산업 활동

해양바이오
화장품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분리 정제기술 혹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
산과정에 이용하여 유용한 기능성(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을 보유한 화장
품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하는 산업 활동

해양바이오
의약

해양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 과정에 이용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
품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하는 산업 활동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제외)

해양바이오
화학

해양생명공학기술 혹은 분리정제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해양생물
체로부터 화합물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 하는 산업 활동

해양바이오
에너지

해양생명자원 혹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신재생에
너지를 획득하는 산업 활동
* 예: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와 해양 세균을 활용한 바이오수소 등

해양바이오
환경

해양생명자원에서 유래된 물질, 혹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
정에 이용하여 환경정화, 환경복원, 환경오염 저감 및 방지 목적의 물질, 시스템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오염진단 및 측정서비스, 시설을 건설
하는 활동

해양바이오
기기장비

바이오고분자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중 인체에 치료목적으로적용또는이식하기위하여
가공한소재, 수술용실, 의치공학용 소재 등을 포함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및
서비스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대행하거나 분석평가 관련 컨설팅 및 생
물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타 기업으로부터 수탁 받아 해양바이오제품을 제조
하는 활동 제외)

산업소재
제공산업

해양생명자원에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활동에 필요한 표준화 및
대량생산공정을 개발하여, 연구 및 제품생산 기업에 판매․제공하는 산업

자료 : 장덕희 외(2017).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기획연구>.



지역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활성화 방안 연구

- 160 -

[표 4-20]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 기술분류 및 정의

대분류 중분류 기술정의

기능성
식품
산업

건강보조 식품 영양기능, 피로개선, 장건강 등과 관련한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항비만 식품 체지방 감소, 비만 방지 관련 보조식품

항노화 식품 인지기능개선, 노화방지, 미용과 관련한 기능성 식품

항암 식품 암 예방, 항암 치료 보조식품

면역기능증진 식품 면역기능 개선/강화 식품

기능성
화장품
산업

피부미백 피부 미백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피부 주름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
성화장품(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산란제 등을 포함)

모발
탈모증, 비듬의 예방과 육모촉진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
능성화장품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증상의 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항알러지, 항염, 피부건조 개선, 각질-건조 방지,
손상피부보호 등)

의약
산업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세포 노화의 조절 및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
제제

항암 악성종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항염 염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면역강화
생체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 물질 등 기
초물질 및 관련 의약제제

당뇨/비만
당뇨병 또는 비만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
제제

성인병예방, 개선
당뇨병과 비만 이외에 각종 성인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뇌질환 치매, 파킨슨, 항우울, 기억력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제제

바이오
에너지
산업

바이오디젤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디젤연료
대체 에너지

바이오알코올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알코올 대
체 에너지(바이오에탄올, 부탄올 포함)

바이오가스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바이오 수소,
메탄가스 등 가스형태의 대체 에너지

바이오윤활유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윤활유 대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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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화학
산업

석유화학 대체
소재

해양생물체를 원료의 바이오소재 중 기존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가 가능한 소재. 생분해성수지(기능성 포장제 등),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포함(해양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포함)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체
유래 효소나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효소 및
그 외 산업용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식량
산업

동물의약품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동물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발표나 세포배양 등의 바이오 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의약품
(해양병원체 제어 포함)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유가공 제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제조를
위해 공급되는 미생물 및 효소

식품첨가물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제, 식품보존제, 뉴클레오타이드,
펩타이드, 지질 등 식품 첨가용 물질

발효식품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하여 장류, 주류, 절임식품류 등 발효
공정을 거친 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한 동물사육용 또는 어류 양식용 사료
첨가제, 영양물질 및 사료

의료
기기
산업

의료용 소재
(인공장기·생체재료)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바이오 고분자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중 인체에 치료목적으로 적용 또는 이식하기 위하여 가공한
소재, 수술용 실, 의치공학용 소재 등을 포함

조직재생용 소재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상처부위의 접합과 상처 회복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효과를 보여 상처치료용 패치, 의료용 접착제 등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소재

2. 접근 가능한 투자분야

○ 시장, 기업, 예산, 기술제약, 기간, 전망, 정부지원, 지역현황, 제약조건 등을 고려한 사업

후보군 중점 투자 가능분야 식별논리 개발

- 시장상황과 기업조건 등을 중심으로 중점투자 가능분야 식별 논리로 활용

○ 시장상황, 연구역량, 기업 분포 등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기능성 식품 영역과 화장품, 의약, 의료기기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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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영역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단기 성과창출 

분야로, 의약과 의료기기는 중․장기 성과창출 분야로 지원체계 구축

- 화학, 식량 등의 영역은 부산지역 내 R&D 지원이 가능한 연구 인력이 충분히 보유되고 

있지 않거나, 기술 및 개발기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나(기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에 기초하여 판단),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투자영역으로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1] 중점 투자 가능분야 식별논리

기준 영역 식별 기준

조건1. 시장 관련 분야에 실질적인 산업시장의 존재하며, 국내외 산업시장규모는 어떠한가?

조건2. 기업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기술력 수준은 어떠한가?

조건3. 예산 예산투입을 통한 산업화 성과창출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조건4. 기술제약 산업화 단계에 근접한 후보기술들이 존재하는가?

조건5. 기간 단기간 내 산업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현 상태 감안)

조건6. 전망 해당 산업분야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어떠한가?

조건7. 정부지원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

조건8. 지역현황 지역(부산)이 충분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조건9. 제약조건 연구역량 보유기관이 지역산업을 지원할 적극적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 과정을 거쳐 중점 투자 영역 식별

[표 4-22] 중점 투자 영역 식별

구분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6 조건7 조건8 조건9

기능성 식품 ◎ ◎ ○ ◎ ◎ ◎ ◎ ○ ◎

기능성 화장품 ◎ ◎ ○ ◎ ◎ ◎ ◎ ◎ ◎

의약 ◎ ○ ◎ ○ × ◎ ◎ ◎ ◎

에너지 ○ ○ ◎ ◎ × ○ ◎ ◎ ○

화학 ◎ ○ ◎ ○ × ◎ ◎ × ×

식량 ◎ ○ ○ ◎ ◎ ◎ ◎ ◎ ×

의료기기 ◎ ○ ◎ × × ◎ ◎ × ○

구분 : ◎: 높음, ○: 보통,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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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성과목표 및 지표 제시

[표 4-23] 건강기능식품 연차별 연구목표, 주요내용 및 성과지표

연차

(연구비)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성과지표

1년차
기능성 및

작용기전 규명

- 기능성에 대한 바이오마커

설정 및 validation

- 시험관 및 동물 모델에서의

기능성 평가

- In vitro 및 in vivo 작용기전

구명

-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논문 투고 2건(in

vivo, in vitro작용기전 논문) 이상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2년차 원료 표준화

- 실험실 scale 최적 공정 개발

-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 및 산업 공정개발

- 기능(지표)성분의 분리정제 및

지표성분 설정

- 지표성분 분석법 validation 및

규격 설정

-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 개발

-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논문 투고 1건(in

vivo, in vitro 작용기전 논문) 이상

- 지표성분 분석법 validation 보고서 1건

- 원료의 유해성분 규격 설정 1건

- 식약처 모둠토의 보고서(원료

표준화 관련) 1건 이상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3년차

원료 안전성

확보 및 인체

적용시험

-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량 생산

scale-up 공정 개발

- 원료 안전성 평가

- 인체적용 시험 수행

-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2건

- Scale up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원가

계산 보고서 2건

- 인체적용 시험 CRO 허가 획득 2건

- 식약처 모둠토의

보고서(인체적용시험 관련) 2건

이상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인체적용 시험

- 인체적용 시험 프로토콜

재설정 및 CRO 허가

획득

- 인체적용 시험 수행

- 개별인정 서류 작성

- 인체적용 시험 보고서 2건 이상

- 식약처 모둠토의 보고서 2건

이상(인체적용 시험 관련)

- 개별인정 서류 제출 작성본 2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4년차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및

제품 출시

-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 제품 출시

- 인체적용시험 보고서 2건

- 식약처 개별인정서 2건

- 제품화 기획보고서 및 매출

확인서 2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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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기능성화장품 연차별 연구목표, 주요내용 및 성과지표

연차

(연구비)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성과지표

1년차

(소요예산

1억원)

10개사업)

기능성 소재

발굴

- 기능성 원료의 발굴

- 기능성 원료의 효능·효과

평가

- 기능성 원료의 작용기전 구명

-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논문 투고 2건(in

vivo, in vitro 작용기전 논문), 특허출원

2건 이상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원료 표준화

-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공정 및 산업 공정개발

- 지표/활성 성분 분리정제 및

규격 설정

- 기능성 성분의 종류·함량,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 제형연구 및 제형 안전도

시험

-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논문 투고 1건(in

vivo, in vitro 작용기전 논문), 특허출원

2건 이상

- 기능 및 지표성분 분석법 validation

보고서 1건

- 원료의 유해성분 규격 설정 1건

- 안전성평가보고서 1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2년차

(소요예산

2억원)

5개사업)
안전성 시험 - 원료 안전성 평가

- 특허등록 1건 이상

-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1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3년차

(소요예산

2억원)

5개사업)

인체적용 시험
- 인체적용 시험 수행 1건

- 개별인정 서류 작성

- 인체적용 시험 보고서 1건 이상

- 개별인정 서류 제출 작성본 1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기능성화장품

제품개발 및

판매개시

-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 제품 개발

- 식약처 개별인정서 1건

- 제품 판매개시 1건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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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의료기기 분야 연차별 연구목표, 주요내용 및 성과지표

마일
스톤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성과지표

1차연도
식약처 허가를
위한 전임상시험
(12-13개월)

- 생산 및 품질 기준 확립
․완제품 성능평가 포함

- 전임상평가보고서
- 공인시험성적서
․완제품 성능평가 등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 생물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개시

․허가용 ISO10993 시리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전임상적 유효성 평가

2차연도
임상시험
(16-23개월)

- 허가용 임상시험 실시

- 공인성적시험 성적서
․안전성시험 평가서
․안정성시험 평가서 등
- 임상시험계획승인서
- IRB 승인서 및 병원계약서
- 피험자등록 현황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계획서 작성 및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병원 IRB 신청 및 승인

․임상 수행(피험자 모집 및 임상실시)

4차연도

의료기기
제품개발 및
판매개시
(7-12개월)

- 품목허가
․임상시험보고서 제출 및 승인
․기술문서 제출 및 승인
․품목허가증 획득

- 품목허가증
- 제품 효능평가 보고서
- 제품 판매 개시여부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효능효과 비교연구

- 판매용 제품 개발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형 R&D 제도 도입

○ 사업 운영방식 : 동종 과제 내 경쟁형 R&D 제도 도입/운영

- 기존 해양바이오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 가운데 하나는 부족한 예산과 성과목표(실질적인 

산업화 연계전략)에 있음

- 부족한 예산과 성과목표 달성의 문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따른 ‘집중’

이 필요

- 효율성확보를 위한 경쟁형 R&D 적용, 동종 사업 내 사업 참여자 간 마일스톤

(Mile-stone) 단위의 경쟁형 시스템(병렬형) 도입

- 유사 목적의 동일 내역사업 내 마일스톤 별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지원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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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로드맵

[그림 4-16] 사업별 사업추진 로드맵

[그림 4-17] 분야별 사업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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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별 예산수요

□ 연차별 예산 수요

○ 사업별로 발생하는 예산수요에 분야별 차이가 존재함

- 사업별 총 예산규모는 대상 사업 및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경쟁형 R&D를 도입하여 

수행

[표 4-26] 사업별 수요예산

(단위 : 억원)

기술분야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사업당

예산

경쟁형

R&D
차수별 예산

건강기능식품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10억원 12→6 36억원+42억원

기능성 화장품 1억원 2억원 2억원 5억원 20→10 20억원+40억원

의약 1억원 1.5억원 3억원 3억원 8.5억원 12→6 15억원+36억원

의료기기 2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11억원 4→2 20억원+12억원

○ 연차별 수요예산 : 쟁형 R&D를 도입하고, 목표(매출액 발생) 성공률을 50% 수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목표치 설정

- 건강기능식품 15종 개발, 기능성 화장품 30종 개발, 의약 후보물질 5종 개발, 의료기기 

5종 개발

- 목표 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10년 간 1,13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13억원 

수준

[표 4-27]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기술분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건강기능식품 12 36 42 42 36 36 42 42 36 24 348

기능성 화장품 20 40 40 40 40 40 40 40 40 340

의약 12 30 36 36 30 30 36 36 30 18 294

의료기기 8 20 18 12 14 20 18 12 14 12 148

합계 52 126 136 130 120 126 136 130 120 5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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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전 목표체계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산권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은 성과목표 제시

- 10년간 R&D 예산 1,130억원 투입

- 부산권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생산유발효과 1,82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3.9억원, 취업유발효과 1,259.7명

○ 구체적인 산출목표로 4대 분야에 대한 R&D 사업성과 추구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승인) 15종 개발 및 제품생산

- 기능성 화장품(식약처 승인) 30종 개발 및 제품생산

- 의약품 후보물질 10종 개발 및 임상시험 단계 진입

- 의료기기(식약처 승인) 5종 개발 및 제품생산

[그림 4-18] 비전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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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 모형

가. 산업연관표의 구조

○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

되어 왔음

-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에 첨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양을 의미

○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 산출

()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며, 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함

-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물을 의미

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냄

-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식 (1)과 달리 산업연관표에서 j라는 산업을 열(列)로 보면 중간투입(), 부가가치

(),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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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이며( ),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함

-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부터 구매

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즉, 임금, 이윤, 세금 등)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음

[표 5-1] 산업연관표의 구조

구 분 중간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중간투입
(중간재)

 ⋯
 ⋯
⋮ ⋮⋱ ⋮
 ⋯



⋮




⋮




⋮


부가가치 ⋯

총 투 입 ⋯

○ 식 (1)을 전 산업에 대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 (3)이 됨

 ′  ′                   (3)

-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은 1을 원소로 하는 ×행렬

-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

-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

- 따라서 다음과 식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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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이 때, 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하며, 또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이고,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 식

이 됨

                       (4)

- 여기서, 는 차원 단위행렬

나.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 식 (4)를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 (4)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량( )을 구할 수 있기 때문

이며,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

수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할 수 있지만 수입 

부문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파급효과가 우선적인 관심대상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

○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비경쟁형 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는데,  는 비경쟁형 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국내

(domestic)를 나타내는 d 를 편의상 이후엔 생략하여, 식 (4)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

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5)가 도출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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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유발효과

○ 식 (5)를 변동모형(variability model)으로 바꾸면 식 (6)이 됨

                           (6)

- 여기서 는 변화량을 나타내고, 특히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또는 투입역행렬(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이라 하며, 각 원소는  로 

부문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문 산출의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총 상호의존계수를 나타냄

○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지을 수 있으므로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식 

(6)을 통해 최종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 이를 충족할 산출량( )을 계산할 수 있음

-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의 최종수요액(총 산출액) 변화는 곧 그 경제 모형에 외생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할 경우 해양바이오산업은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정확히 파악될 수 없음

- 또한 다른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가 구체화된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

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이고 해양바이오산업 산출

에 의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생화 작업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외생화시키는 것을 

로 표시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편의상 로 표기하기로 함

○ 경제를 3개 부문의 단순경제로 보았을 때, 외생화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

할 수 있음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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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8)에서 부분행렬(Partitioned matrix)의 역행렬을 취하면 식 (9)가 도출



























  

  

  











  
  
 















            (9)

○ 이 중에 우리가 외생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 (7)에서 세 번째 식을 없애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식 (9) 행렬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식 (10)이 됨




 









 









 


  

  



















 









 






                    (10)

- 즉, 식 (10)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11)이 됨

    
                     (11)

- 이 중 투입계수는 늘 일정하여 산출물계수도 일정하므로 식 (11)을 변동률 식으로 표시

하면 식 (12)가 도출

     
                   (12)

○  부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12)를 식 (1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음

   
                       (13)

- 여기서,   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해양바이오산업

의 산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을 나타내는 열벡터 중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

- 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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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3)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

을 촉진하므로, 식 (13)으로부터 해양바이오산업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

효과를 구할 수 있음

라.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

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식 (14)로 요약됨

 
 

                         (14)

- 이 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계수행렬은 산출물 1단위

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냄

○ 식 (14)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식 (15)가 됨

  
 

                    (15)

- 이 때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액으로만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외생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5)를 

외생화하면 식 (16)이 됨 

  
 

  
                  (16)

-   는 해양바이오산업 외 다른 부문들의 부가가치로 이루어진 행렬

-   는 총산출 행렬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외한 행벡터로서 식 (13)에서 유도된 것

-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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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유발효과

○ 일반적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

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의미하는 취업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업

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

량( )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 이 경우 노동량은 취업자와 피용자(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의 두 가지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각각의 취업계수를 계측하게 되므로, 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취업자수는 식 (17)로 표현

                            (17)

- 식 (17)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

-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 생산유발효과처럼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외생화시켜야 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18)

-    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

-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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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가. 분석대상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산업연관

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381부문 기본부문에 근거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을 정의함

- 즉, 2017년도 산업연관표 상의 33부문 통합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부문을 별도로 추려내어 새로운 34번째 부문으로 통합함

[표 5-2] 381부문 상에서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정의

코드 통합대분류 (33부문) 코드 기본부문 (381부문)

C01 음식료품

0873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0879 기타 식료품

0880 사료
09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C05 화학제품

2000 의약품

2101 비료 및 질소화합물

2102 살충제 및 농약
2221 비누, 세제 및 치약

2222 화장품

2291 접착제 및 젤라틴

229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299 기타 화학제품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611 의료용 기기

3612 측정 및 분석기기

3613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D 전력, 가스 및 증기 4505 신재생에너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01 연구개발(국공립)

7002 연구개발(비영리)

7003 연구개발(산업)
7004 기업내 연구개발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7701 의료 및 보건(국공립)

7702 의료 및 보건(비영리)

7703 의료 및 보건(산업)

- 해양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총 34부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며, 해양바이오 산업은 제34

부문으로 처리하였고,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33개 부문을 다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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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해양바이오산업을 포함한 34부문 산업분류표

부문번호 부문코드 부문명

1 A 농림수산품

2 B 광산품
3 C01 음식료품

4 C02 섬유 및 가죽제품

5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6 C04 석탄 및 석유제품
7 C05 화학제품

8 C06 비금속광물제품

9 C07 1차 금속제품

10 C08 금속가공제품
11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2 C10 전기장비
13 C11 기계 및 장비

14 C12 운송장비

15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6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7 D 전력, 가스 및 증기

18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9 F 건설

20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1 H 운송서비스

2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3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4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5 L 부동산서비스

2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7 N 사업지원서비스

2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9 P 교육서비스

30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2 S 기타 서비스

33 T 기타

34 해양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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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 구도

○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

과는 자기 부문 효과와 타 부문 효과의 합으로 구성

- 자기 부문 효과란 1차적인 것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이며, 타 부문 효과는 2차적인 것으로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함

-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의 범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

가지를 분석

[그림 5-1] 경제적 파급효과의 구분

자기 부문 효과 타 부문 효과 총 효과

⇣ ⇣ ⇣

자기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자기 부문 및 타 부문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 아래의 그림은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해양바이오산업의 활동으로 해양바이오산업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 변화를 기본 투입

요소로 하되, 2017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종 파급효과를 구함

- 아울러 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해양바이오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해양바이오산업 외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계산한 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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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흐름도

해양바이오산업 활동의 증가

해양바이오
산업 변화의
추정

➡  
2017년
산업연관표
＋

산업연관
분석론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해양바이오산업 부문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해양바이오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해양바이오산업의 1.0000원 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을 0.6176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0.2635원 만큼 유발하며, 10억원 투자는 타 산업의 취업을 3.9846명 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바이오산업의 투자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생산, 부가가치, 취업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바이오산업에서 1원의 생산 또는 투자가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

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화학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 해양바이오산업에서 1원의 생산 또는 투자가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부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 부동산

서비스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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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부문
생산유발계수
(단위: 원)

부가가치
유발계수
(단위: 원)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번호 코드 명칭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 A 농림수산품 0.0197 15 0.0109 12 0.3995 3
2 B 광산품 0.0011 31 0.0006 31 0.0044 30
3 C01 음식료품 0.0274 9 0.0074 14 0.0766 12
4 C02 섬유 및 가죽제품 0.0075 22 0.0016 25 0.0326 19
5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0.0186 16 0.0058 17 0.0767 11
6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0208 14 0.0065 15 0.0022 31
7 C05 화학제품 0.0488 2 0.0129 8 0.0761 13
8 C06 비금속광물제품 0.0066 24 0.0020 24 0.0165 26
9 C07 1차 금속제품 0.0125 18 0.0024 21 0.0135 28
10 C08 금속가공제품 0.0164 17 0.0059 16 0.0455 15
11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304 6 0.0120 9 0.0407 17
12 C10 전기장비 0.0121 19 0.0036 19 0.0343 18
13 C11 기계 및 장비 0.0080 21 0.0024 22 0.0217 22
14 C12 운송장비 0.0067 23 0.0015 27 0.0154 27
15 C13 기타 제조업 제품 0.0032 29 0.0009 29 0.0215 24

16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248 12 0.0120 10 0.1172 8

17 D 전력, 가스 및 증기 0.0284 7 0.0096 13 0.0218 21

18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085 20 0.0045 18 0.0441 16

19 F 건설 0.0034 27 0.0015 26 0.0205 25

20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839 1 0.0454 1 1.0476 1

21 H 운송서비스 0.0346 4 0.0131 7 0.3499 4
2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31 5 0.0114 11 0.4055 2
23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252 10 0.0138 6 0.1173 7
24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276 8 0.0163 4 0.1155 9
25 L 부동산서비스 0.0251 11 0.0186 3 0.0684 14

2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453 3 0.0193 2 0.3384 5

27 N 사업지원서비스 0.0217 13 0.0148 5 0.3078 6

2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33 28 0.0025 20 0.0251 20

29 P 교육서비스 0.0009 32 0.0007 30 0.0127 29
30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0000 33 0.0000 32 0.0000 32

3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026 30 0.0014 28 0.0216 23

32 S 기타 서비스 0.0053 25 0.0024 23 0.0940 10
33 T 기타 0.0041 26 0.0000 32 0.0000 32

타 산업 효과 0.6176 0.2635 3.9846
자기 산업 효과 1.0000 0.4656 7.1628

합계 1.6176 0.7291 11.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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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바이오산업의 생산 또는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때, 타 산업의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고,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 농림수산품 부문 순임

○ 해양바이오산업의 사업비 1,130억원의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1,82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23.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1,259.7명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3]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의 종합화

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원당 1.0000원 1원당 0.6176원 1원당 1.6176원

1,130.0억원 697.9억원 1,827.9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원당 0.4656원 1원당 0.2635원 1원당 0.7291원

526.1억원 297.8억원 823.9억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7.1628명 10억원당 3.9846명

10억원당
11.1474명

802.4명 450.3명 1,2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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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 
해양바이오산업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바이오 유망소재 개발 및 상용화 사업』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세부

과제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

으로 해양바이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해양바이오 산

업진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따라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연구책임자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연  락  처  한 국 리 서 치  (02-3014-00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31-400-7757)

기본 조사

1. 기업명    2. 대표자명 3. 성별
□①여성   

□②남성

4. 대표전화        -       - 5. 모기업(그룹) 명

6. 주소(본사)   ________시/도 ________구/시/군 ________동/읍/면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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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설문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업 일반 현황

A1. 귀사는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만일 2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주력업종과 일부업종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수정)

업 종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
바이오
에너지

화학 식품 의료기기

주력    

일부

구분 세부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 항비만, 항노화, 항암, 면역기능증진 등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등

기능성 화장품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아토피 등 기능성 화장품

의약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항암, 항염, 면역강화, 당뇨/비만 등 의약품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수소, 바이오 윤활유 등 에너지

화학 석유화학 대체 소재,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등 화학산업

식품 동물의약품,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식품첨가물, 발효식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의료기기 의료용 소재(인공장기/생체재료), 조직재생용 소재 등 의료기기

A2. 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① 벤처기업                             ②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코스닥 상장기업                       ④ 유가증권 상장기업

⑤ 해당 없음

이노비즈(INNO-BIZ)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지칭함(중소기업청 지정)

A3. 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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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바이오 분야 현황

B1. 귀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복수 응답)

구분 추 진 유 형 해당여부

1 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체개발제품을 판매중인 기업

2 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3 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 활성도는 없으며, 수입제품을 판매중인 기업

4 바이오산업관련 국산제품 및 수입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기업

5 해당사항 없음  (C1 문항으로 이동)

B2. 귀사는 2018년 1년 동안 바이오산업 부문에서 타 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과 협력관계가 있었습니까?

① 협력관계가 있었다.(B2-1번으로 이동)    ② 협력관계가 없었다(B3으로 이동)

 

  B2-1. 2018년 1년간 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기관 유형을 모두 선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  

    ②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③ 민간연구소 

    ④ 국내 대기업 

    ⑤ 국내 중·소·벤처기업

    ⑥ 해외 기업 

    ⑦ 중견기업 

    ⑧ 기타 (    )

  B2-2. 2018년 1년간 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① 합작투자 

    ② 공동연구개발 

    ③ 기술제휴 

    ④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⑤ 기타 (    ) 

  B2-3. 2018년 1년간 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협력 단계를 모두 선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연구 단계(후보물질 발굴, 개념설계 단계 등)  

    ② 실험단계(in-vitro, in-silico, 비임상, 실험실시작품 등)  

    ③ 시작품 단계(임상1상~3상, 파일롯 규모 생산단계)  

    ④ 제품화단계(FDA 승인/허가, 시생산, 인증/표준화 단계 등) 

    ⑤ 사업화단계(본생산, 미케팅, 판매 단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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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사의 바이오 산업부문 성장단계는 현재 어느 단계 입니까?

① 매출발생 이전 (C1 문항으로 이동)

② 매출발생(손익분기점 미만) (B3-1번 문항으로 이동)

③ 매출발생(손익분기점 이상) (B3-1번 문항으로 이동)

※매출발생이라 함은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판매액이 발생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 기술이전에 의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국내 판매와 수출 활동에 의한 결과가 모두 해당됨

  B3-1. 귀사에서 바이오 분야 매출이 발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2~3년      ③ 4~5년       ④ 6~9년      ⑤10년 이상

C. 해양바이오 분야 현황

C1. 귀사는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하고 있다.(C1-1로 이동)      ② 하지 않고 있다(D1으로 이동)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과 해양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통칭함. 일반적인 바이오산업에서 그 대상소재가 ‘해양’에서 
기인한 경우 해양바이오 산업에 포함됨

   C1-1. 귀사의 매출액 중 해양바이오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약 (              )%

C2. 귀사의 해양바이오 산업활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복수 응답)

구분 추 진 유 형 해당여부

1 해양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체개발제품을 판매중인 기업

2 해양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3 해양바이오산업관련 연구개발 활성도는 없으며, 수입제품을 판매중인 기업

4 해양바이오산업관련 국산제품 및 수입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기업

C3. 귀사는 2018년 1년 동안 해양바이오산업 부문에서 타 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과 협력관계가 있었습니까?

    ① 협력관계가 있었다.(C3-1번으로 이동)    ② 협력관계가 없었다(C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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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1. 2018년 1년간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기관 유형을 모두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  

    ②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③ 민간연구소 

    ④ 국내 대기업 

    ⑤ 국내 중·소·벤처기업

    ⑥ 해외 기업 

    ⑦ 중견기업 

    ⑧ 기타 (    )

  C3-2. 2018년 1년간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합작투자 

    ② 공동연구개발 

    ③ 기술제휴 

    ④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⑤ 기타 (    ) 

  C3-3. 2018년 1년간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귀사와 협력관계가 있었던 협력 단계를 모두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연구 단계(후보물질 발굴, 개념설계 단계 등)  

    ② 실험단계(in-vitro, in-silico, 비임상, 실험실시작품 등)  

    ③ 시작품 단계(임상1상~3상, 파일롯 규모 생산단계)  

    ④ 제품화단계(FDA 승인/허가, 시생산, 인증/표준화 단계 등) 

    ⑤ 사업화단계(본생산, 미케팅, 판매 단계 등)

C4. 귀사의 해양바이오 산업부문 성장단계는 현재 어느 단계 입니까?

① 매출발생 이전 (C5로 이동)

② 매출발생(손익분기점 미만) (C4-1로 이동)

③ 매출발생(손익분기점 이상) (C4-1로 이동)

※매출발생이라 함은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판매액이 발생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 기술이전에 의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국내 판매와 수출 활동에 의한 결과가 모두 해당됨

  C4-1. 귀사에서 해양바이오 산업분야 매출이 발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2~3년      ③ 4~5년       ④ 6~9년      ⑤10년 이상

 

C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사의 2030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추

가)

      (         )백만원

C6. 현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 사의 2030년 매출액 가운데 해양바이오 부문은 전체 매출

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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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귀사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각 공정별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공정 애로영역 선택

1단계 기초연구

2단계 유용소재 개발

3단계 해양바이오 산업소재확보(대량생산)

4단계 유효성평가

5단계 기술이전 및 표준화

6단계 비임상/임상

7단계 승인

8단계 생산/판매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 (                )

* 응답 후 E1으로 이동

D.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는 기업용 설문

D1. 귀사는 향후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해양바이오 산

업영역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해양바이오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②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도 해양바이오 분야 진출은 불가능하다 

   D1-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사의 2030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         )백만원

   D1-2. 만일 조건이 갖춰져 귀사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진출한다고 가정한다면, 2030년 귀 

사의 매출액 중 해양바이오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십니까?(D1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만 응답)(수정 및 추가)

          약 (              )%

D2. 귀사가 향후 해양바이오 산업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다음의 각 공정별 기업 활동 과정가

운데 어느 부문이 지원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부터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공정 지원수요 선택

1단계 기초연구

2단계 유용소재 개발

3단계 해양바이오 산업소재확보(대량생산)

4단계 유효성평가

5단계 기술이전 및 표준화

6단계 비임상/임상

7단계 승인

8단계 생산/판매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 (                )

* 응답 후 E1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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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TEM 빌리지 수요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해양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STEM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2022년 조성 완료 예정) STEM 빌리지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

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목표로 기업유치 63

개사, 직접 일자리 600개, 간접 일자리 3,400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업생산기술(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것

으로 혁신클러스터, 슈퍼컴퓨팅센터, 빅데이터 센터, 개방형 연구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갖추고 해양 신산

업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시설임

E1. 만일 귀사가 STEM 빌리지에 입주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귀사의 입주를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3개 선택
1. 연구개발(원천기술) 확보 지원
2. 제품생산 기술 확보 지원
3. 전문 인력 수급 지원
4. 자금 지원 지원
5. 생산시설 등 인프라 활용 지원
6. 타 기업 및 기관 협력 지원

E2. 만일 귀사가 STEM 빌리지에 입주하고, 부산권역 내 대학과 연구소가 귀 사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단계 과정 3개 선택

1단계 기초연구

2단계 유용소재 개발

3단계 해양바이오 산업소재확보(대량생산)

4단계 유효성평가

5단계 기술이전 및 표준화

6단계 비임상/임상

7단계 승인

8단계 생산/판매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 (                            )

E3. 귀사는 중장기적으로 부산권역 내 STEM 빌리지에 입주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의향이 있다       ② 의향이 없다 (E3-1로 이동)

E3-1. 귀사에서  STEM 빌리지에의 입주가 어려운 이유 또는 STEM 빌리지를 통해 지역 내에

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3에서 없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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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해양바이오 분야 산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기술정의

기능성
식품
산업

건강보조 식품 영양기능, 피로개선, 장건강 등과 관련한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항비만 식품 체지방 감소, 비만 방지 관련 보조식품

항노화 식품 인지기능개선, 노화방지, 미용과 관련한 기능성 식품

항암 식품 암 예방, 항암 치료 보조식품

면역기능증진 식품 면역기능 개선/강화 식품

기능성
화장품
산업

피부미백 피부 미백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피부 주름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
성화장품(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산란제 등을 포함)

모발
탈모증, 비듬의 예방과 육모촉진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
능성화장품

아토피,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증상의 개선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항알러지, 항염, 피부건조 개선, 각질-건조 방지,
손상피부보호 등)

의약
산업

노화억제,
고령자용 제제

세포 노화의 조절 및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
약제제

항암 악성종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항염 염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면역강화
생체 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 물질 등 기
초물질 및 관련 의약제제

당뇨/비만
당뇨병 또는 비만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
제제

성인병예방, 개선
당뇨병과 비만 이외에 각종 성인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물질 및 의약제제

뇌질환 치매, 파킨슨, 항우울, 기억력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제제

바이오
에너지
산업

바이오디젤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디젤연료
대체 에너지

바이오알코올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알코올 대체
에너지(바이오에탄올, 부탄올 포함)

바이오가스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바이오 수소,
메탄가스 등 가스형태의 대체 에너지

바이오윤활유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전환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윤활유 대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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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화학
산업

석유화학 대체
소재

해양생물체를 원료의 바이오소재 중 기존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가 가능한 소재. 생분해성수지(기능성 포장제 등),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포함(해양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포함)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체
유래 효소나 해양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효소 및
그 외 산업용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식량
산업

동물의약품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동물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발표나 세포배양 등의 바이오 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의
약품(해양병원체 제어 포함)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유가공 제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제조를
위해 공급되는 미생물 및 효소

식품첨가물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제, 식품보존제, 뉴클레오타
이드, 펩타이드, 지질 등 식품 첨가용 물질

발효식품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하여 장류, 주류, 절임식품류 등 발효
공정을 거친 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한 동물사육용 또는 어류 양식용 사료
첨가제, 영양물질 및 사료

의료
기기
산업

의료용 소재
(인공장기·생체재료)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바이오 고분자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중 인체에 치료목적으로 적용 또는 이식하기 위하여 가공한
소재, 수술용 실, 의치공학용 소재 등을 포함

조직재생용 소재
해양생물체를 원료로 상처부위의 접합과 상처 회복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효과를 보여 상처치료용 패치, 의료용 접착제 등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