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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검토 배경

□ 바이오산업은 국내외에서 부가가치가 큰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으며, 인천지역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비약
적인 성장을 지속
ㅇ 국내 바이오산업 초기부터 인천 송도에 선제적인 투자로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특허 만료가 도래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여 글로벌시장을 선점
□ 그러나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대형 생산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동반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산‧
학‧연을 고루 갖춘 바이오클러스터로서는 아직 미흡
ㅇ 바이오산업은 고도화된 기술 및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체
계적인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산‧학‧연 간 교류를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
⇒ 최근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변화 흐름 및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Ⅱ.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1

최근 바이오산업 동향

[바이오산업 전반]
□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4,502억 달러로 연평균('15~'19년) 7.9%
성장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의료·헬스케어(57.9%), 농‧식품(11.9%), 환경 및
산업공정(11.4%) 등의 순으로 형성
ㅇ 아울러 금융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의 벤처, 기업공개(IPO) 및 상장증
권에 대한 투자 규모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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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생산액 기준 12조 3,235억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의약산업(34.4%), 식품산업
(29.9%), 화학‧에너지산업(15.1%)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15~'19년)

ㅇ 글로벌 시장규모의 약 2%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범위 및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의약산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에 비해 관련 투자, 제도, 사회적 인
식 등이 부족한 상황
ㅇ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와 국내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0년 약 2%에 불과했던 바이오산업 벤처캐피털(VC)
투자비중이 2019년에는 25.8%로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의약산업]
□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대표 분야인 의약산업은 최근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한편, 생산분야에서 위탁생
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을 활용하는 추세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년 30% → '19년 53%(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ㅇ 최근 합성의약품 분야는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바이오의
약품은 약효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데다 신약개발 성공률이 상대적
으로 높아 연구개발 및 생산 비중이 증가
ㅇ 한편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의약품 시판허가 및 판매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생산분야
에서 CMO를 활용
□ (국내)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의약산업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CMO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바이오시밀러 등 글
로벌 바이오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ㅇ 국내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초기에는 CMO 사
업으로 생산기반과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biobetter)* 개발에 나서면서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대
* 바이오시밀러의 개량형 제약으로, 효과 증대, 환자의 편의성 향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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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및 성공요인

□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수적
ㅇ 이는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비용과 위험의 분담, 오픈 이노베이
션을 통한 기술발전의 기회 포착, 기술 상업화를 위한 유통 채널 협력
등이 클러스터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
[해외 현황]
□ 해외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바
이오산업 선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배경에 따라 민간 주도형(미
국, 영국 등)과 정부 주도형(독일, 싱가포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외 주요 클러스터 사례(미국 보스턴·샌디에고, 독일 바이에른, 영국 케임브리
지, 싱가포르 원노스)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다음 4가지를
특징으로 함
①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 지역내 대학·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이 자생적으로 밀집
② (클러스터 내 활발한 공공/민간 투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활발한 투자
참여로 바이오벤처 창업, 중소기업 운영 등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
③ (입주기업 간 밀접한 연계) 대/중소기업 간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구개발의 리스크 분산, 기술의 상업화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
④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클러스터 내에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및 전문화된 설비 운영인력 등을 보유한 지원기
관이 존재
[국내 현황]
□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현재 16개 이상의 지역에서 바이오의약품, 의료
기기 등 차별화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조성되었거나 조성을 추진중
에 있으며, 추진 주체에 따라 정부, 지자체 및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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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주도형) 대구 경북, 충북 오송 등
— (대구 경북) 지역내 의료기기 및 케미컬 신약 개발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충북 오송) 신약 및 의료기기를 중점분야로 공공서비스 도입 활성화
② (지자체 주도형) 경기 광교, 인천 송도, 서울 홍릉 등
— (경기 광교) 주변 연구기관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장비
등 공공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우수한 편
— (인천 송도) 글로벌 의약기업 및 연구소 등이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보유
— (서울 홍릉) 창업에 유리한 입지적 환경(인력, 교통, 기술개발 인프라 등)
을 바탕으로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에 특화
③ (민간 주도형) 강원 원주, 대전 대덕 등
— (강원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내 의료기기 업
체 간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
— (대전 대덕)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여 R&D와 생산에 특화
□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클러스터는 선
진국 대비 투자자금 유치 및 기업 간의 연계 측면이 다소 부족
ㅇ 지역내 대학을 통한 기초과학 역량의 활용보다는 입주기업의 R&D 투자에
따른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자생성이 낮고 공공 투자 외
바이오 관련 창업 등을 위한 다양한 벤처펀드 조성도 미진한 편*
* '18년 기준 GDP 대비 엔젤투자 비중: 미국 0.11%(20조원), 한국 0.03%(5,500억원)

ㅇ 네트워크(기업 간 연계) 지원정책의 경우 선진국 대비 적지 않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중복·분산되어 효용성이 낮고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
르는 지원 및 전문화된 설비 운영인력 등이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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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현황
1

바이오산업 현황

[바이오산업 전반]
□ 인천지역의 바이오산업은 2004년 인천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후, 대기업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 (생산)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은 2014년 5,781억원에서 2019년 2조
4,501억원 수준으로 323.9% 성장하였으며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산업의
성장을 주도*
* ‘19년 기준 생산량의 2.5%를 국내판매액이, 97.5%를 수출액이 차지

□ (고용) 인천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14년 2,791명에서 2019년 5,299명
으로 89.9% 증가하여 전국 바이오산업 인력의 10.8%를 차지
□ (투자) 인천의 바이오산업 투자액은 2014년 7,912억원에서 2019년
4,141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 모두 2017년
부터 감소세를 지속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 추이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인천의 바이오산업 인력 추이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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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바이오산업 투자 추이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의약산업*]
* 인천의 바이오의약산업에 대한 통계 부재로 전체 의약산업 수준에서 분석(다만 인천
의약산업은 대부분 바이오의약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생산능력) 인천은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생산능력을
보유중이며, 지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추가 투자계획으로 생산
규모가 2018년 56리터에서 2030년 101만 리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
□ (생산) 인천의 의약산업 생산지수는 2015년 100에서 2020년 411로 4배 이
상 증가하는 등 최근 그 성장세가 매우 뚜렷
□ (수출) 인천의 의약품 수출액은 주요 바이오의약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에
힘입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5.5%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
인천지역 의약품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고용·부가가치) 인천의 의약산업 고용자수는 2019년 6,172명으로 전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이며, 부가가치는 2019년 1조 4,631억원
으로 전국의 10.7%를 차지
□ (지역내 위상) 인천지역 의약산업이 인천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 부가가치, 종사자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
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ㅇ 전체 수출에서 의약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에서 2020
년 9.2%로 증가
ㅇ 제조업 전체 대비 의약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14년 2.4%에서 2019
년 6.7%로 늘어났으며, 종사자수 비중 역시 2014년 1.3%에서 2018년
3.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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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현황

□ 인천지역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구내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4․5․7공구(92만m2)에 60여 개의 바이오
제조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학교, 바이오벤처 기업 등이 입주 중
□ 인천시는 기존 바이오클러스터 옆 송도 11-1공구(146만m2)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및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할 계획
ㅇ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뷰티 산업 등 약
22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할 예정
ㅇ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추진
□ 아울러 「한국형 NIBRT(국립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프로그램 운영 - 바이오공
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20.10월)됨에 따라 연
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내에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를 설립할 계획
ㅇ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및 연세대학교가 각각 센터구축, 운영, 교육을
담당할 예정으로 바이오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으로 위축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인천시의 바이오 뉴딜

□ 인천시는 ‘세계적 롤모델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2030
년까지 ①700여 개의 바이오기업 유치, ②17만명의 일자리 창출, ③1만
5천여 명의 바이오인력 양성, ④101만리터의 생산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바이오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4가지 전략추진 과제를 제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바이오 헬스밸리 협의회」를 위원회로 격상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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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송도와 남동공단을 잇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20~’30)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
(‘21~‘25)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기능 강화)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트(‘20~)」를 추진 중이며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산업
전주기 성능평가센터(‘22~‘25)」 도 구축할 계획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상품화를 돕기 위해
「BT 글로벌 상품화 지원센터(‘20~‘30)」를 운영중이며, 「인천형 바이오
랩 센트럴(‘22~‘25)」 조성을 추진

Ⅳ.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구조적 특징]
 (우수한 물류인프라와 사업여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인천공
항, 인천항 등 글로벌 접근성이 뛰어난 물류인프라, 경제자유구역 소재에 따
른 조세혜택, 임대료감면 등 유리한 사업여건 조성 및 고급인력 유치에 적
합한 정주시설과 교육환경을 보유
 (세계최대의 의약품 생산능력) 글로벌 수준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도
바이오시밀러 생산과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
ㅇ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다양한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주요국 의
료보험제도의 우호적 개편으로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천
내 주요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 등으로 세계시장을 선도
 (자생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민간지원 서비스 보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지원 아래 형성된 자생적 바이오클러스터로
국내 타지역 클러스터에는 드문 민간 지원서비스를 보유
ㅇ 전문인력과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민간 연구소, 전·임상시험을 위한
시약품 생산기업, 비임상 서비스 제공 기업 및 바이오공정 교육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협업센터 등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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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벤처기업 창업여건 부족 및 시너지 효과 미흡)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소
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중소형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이 미
흡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클러스터로서의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
ㅇ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수나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이 공공지원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바이오벤처 투자 및 창업여건도 미흡
 (산·학·연 연계 활동 미흡) 성공적인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 산‧학‧연
연계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반면 인천은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가
약하여 클러스터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조직 및 지식기반이 부족
ㅇ 전국 6대* 바이오클러스터 대비 인천의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수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허 보유 기관 수도 적어 기초연구뿐
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조직 기반도 부실한 편
* 경기 광교, 대전 대덕, 대구 경북, 인천 송도, 강원 원주, 충북 오송

 (바이오의약산업 외 기타 바이오산업 경쟁력 부족) 인천지역에는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 기타 바이오산업
업체도 입주해 있으나 그 수와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낮음
ㅇ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각기 다른 분야의 산업 간 교류에서 다양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만큼
의약품 외 다른 분야의 산업도 균형적으로 유치 및 육성할 필요
 (경제자유구역 혜택 감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19.1월부터)되면서, 향후 글로벌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클러스터 분산에 따른 정책 집중도 부족) 성숙기에 도달한 클러스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각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분산
ㅇ 또한 타지역 클러스터 대비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으로 정보 교류, 오
픈 이노베이션 등 클러스터로서의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여 바이오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유치 매력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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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및 시사점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바이오 뉴딜」이라는 중장기적 시각의
총체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발표
□ 인천시가 바이오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지속)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위해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VC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②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교 유치) 바이오 분야 연구소 유치, 지역
대학의 바이오 관련 분야 신설, 석박사 등의 인재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기반을 다질 필요
③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바이오의약산업 외에도 화
학·식품·에너지 등의 기타 바이오 분야의 육성을 통해 고용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④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활용
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
제공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입지적 매력도를 강화할 필요
⑤ (중앙정부 지원 및 바이오산업 전담부서 강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
—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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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의·약학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의료·건강관리 서
비스업을 포괄하며, 세부적인 분류 및 포괄범위는 <참고 1>'바이오산업의 분류 및
포괄범위' 참조

ㅇ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 관련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바이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18년 기준 61.0%)이

제조업 평균(35.9%)의 약 1.7배이며, 고용유발

계수**(6.25명)도 제조업 평균(4.81명)보다 높음
* '19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총 12조 3,235억원이며, 이중 의약산업
이 4조 2,389억원(3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산업통상자원부)
**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

□ 이에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
제도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 중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시 기

내 용

20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제약 ･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바이오산업 포함

2018.8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하고, 융복합 R&D 지원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2019.5월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

2020.11월

2021년 바이오 R&D 예산 1.7조원으로 확대 및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 인
재 4만 7천여 명 양성 계획 발표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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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은 선제적 투자로 송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보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기업(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
ㅇ 이는 최근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대량 특허절벽*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이 해외 경쟁사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출시한
선점효과에 주로 기인
* 기존 신약의 특허 만료에 따라 신약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바이오시밀러로
수요가 이전되는 상황을 의미

□ 그러나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대형 생산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동반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산‧
학‧연을 고루 갖춘 바이오클러스터로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
ㅇ 바이오산업은 고도화된 기술 및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체
계적인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산‧학‧연 간 교류를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

⇒ 최근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변화 흐름 및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을 도출하여 향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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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바이오산업의 분류 및 포괄범위
□ 2016년 개정된 국가표준(KS) KS K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에서는
바이오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
코드

산업분류명

해 설

바이오의약산업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 과정에 이용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의료기기 및 진단기기는
제외)

바이오화학ž에너지산업

생물체로부터의 분리정제기술 혹은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 과정에 이용하여 화합물을 제조 및 수입, 연구개발
하거나 에너지를 획득하는 산업(의약적 이용이 주가 되는 제
품은 제외)

바이오식품산업

생물체로부터의 분리정제기술 혹은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 과정에 이용하여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 동
식물성 유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의약적 이용이 주가 되는 제품은 제외)(이하 생략)

4

바이오환경산업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 혹은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
는 생산 과정에 이용하여 환경정화, 환경복원, 환경오염 저감
및 방지 목적의 물질이나 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이를 이용한
오염진단 및 측정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하 생략)

5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 나노 및 전자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의료 및 기기 분석 목적의 부품소재,
기기를 제조 및 수입하는 산업

6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 혹은 생명공학기술이 포함된 연구
개발 및 산업적 응용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및 기기, 공
정용 부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산업

7

바이오자원산업

생물체(미생물, 식품, 동물, 바이러스 등), 이들의 파생물(조
직, 세포, 핵산, 단백질, 추출물 등), 인체유래물 혹은 생명공
학기술을 기본으로 그들의 기능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새
로운 기능을 부여한 생물체를 발굴, 재배, 사육하거나 제작
또는 연구개발하는 산업

8

바이오서비스산업

바이오 및 임상과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이 체화된 유무형의
중간재를 생산 활동과정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

2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8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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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1

최근 바이오산업 동향

[바이오산업 전반]
□ (글로벌 동향)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및 다양한 응용 분야
에서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중
*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시장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출처에 따라 바이
오시장의 범위†가 다르며, 본 보고서에서는 MarketLine의 분류로 작성된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현황 및 전망」(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을 일부 인용
† 'MarketLine'은 Medical/Healthcare, Food & Agriculture, Environment & Industrial processing,
Service provider, Technology service 시장을 포괄하고 'Frost & Sullivan'은 Pharma
& Biotech, IVD(In-vitro diagnostics) & Research tools 시장을 포괄

ㅇ 시장규모는 2015년 3,325억 달러에서 2019년 4,502억 달러로 연평균
7.9%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
— 분야별로는 2019년 기준 의료·헬스케어(57.9%), 농‧식품(11.9%), 환경
및

산업공정(11.4%),

서비스제공(10.0%),

기술서비스(8.8%)

순으로

*

시장규모가 형성

* 서비스 제공에는 임상시험수탁, 의약품위탁생산, 유전자/단백질 분석 등 포함
되며, 기술서비스에는 실험‧분석 기기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매출액(좌축)

2019년 글로벌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점유율
(억 달러, %)

성장률(우축)

(억 달러)

(%)

5,000

4,502

12.0

4,118
4,000
3,000

3,325
9.7

3,519

3,797
10.0
9.3
8.4

8.0

7.9
2,000

6.0

5.8

1,000
0

4.0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20.6월)

분 야
Medical/Healthcare
(의료·헬스케어)
Food & Agriculture
(농‧식품)
Environment &
Industrial Processing
(환경 및 산업공정)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
Technology Service
(기술서비스)
합 계

금액

점유율

2,609

57.9

535

11.9

510

11.4

451

10.0

397

8.8

4,502

100

자료: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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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도는 연평균 7.4% 성장률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43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금융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의 벤처, 기업공개(IPO) 및 상장증권에
대한 투자 규모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전 세계 벤처캐피털(VC)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소
프트웨어(33.6%) 다음으로 바이오산업(16.8%)에 투자한 비중이 높았으며, 총
165건의 IPO 실적에서도 바이오기업이 73건(44%)을 차지('19년 기준, PitchBook)
□ (국내 동향) 국내시장 역시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의약산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에 비해 관련 투자, 제도, 사회적 인식
등은 부족한 상황
ㅇ 시장규모는 생산액 기준 2015년 8조 5,039억원에서 2019년 12조 3,235억
원으로 연평균 9.8%로 성장하였으며, 내수액 기준으로는 2015년 5조
6,266억원에서 2019년 7조 5,756억원으로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기록
— 분야별(생산액 기준)로는 의약산업이 4조 2,389억원(3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식품산업(29.9%), 화학‧에너지산업
(15.1%)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이는 글로벌 시장규모의 약 2%* 수준으로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향후에는 글로벌 대비 높은 생산성장률 등에
힘입어 동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연평균 환율(1,166원)로 환산시 생산액 기준 2.4%, 내수액 기준 1.4%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및 내수 규모
(억 원)
130,000

생산성장률(우축)

내수성장률(우축)

(%)

123,235

101,457

11.8
85,039

92,611
8.9
8.2

70,000
56,266
50,000

(백억원, %)

내수액(좌축)

110,000

90,000

2019년 국내 분야별 생산 및 내수 규모

생산액(좌축)

60,898

106,067

20

16.2 16
12

9.6
7.5
65,466

8.4
70,966

75,756
6.7

4.5

8
4

분

2017

201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내수

424 (34.4)

327 (43.1)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186 (15.1)

184 (24.3)

바이오식품산업

369 (29.9)

134 (17.6)

바이오환경산업

6 (0.5)

6 (0.7)

바이오의료기기산업

95 ( 7 . 7 )

32 ( 4 . 3 )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11 ( 0 . 9 )

14 ( 1 . 9 )

바이오자원산업

18 ( 1 . 5 )

18 ( 2 . 4 )

125 (10.1)

43 ( 5 . 7 )

1,232 (100.0)

758 (100.0)

0
2016

생산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

0.4
2015

구

합

2019

계

주: 괄호안은 전체 바이오산업 대비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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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의 3대 분류 중 그린·화이트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금지원, 시장 의 관심 등이 미흡하여 산업 생태계가 형성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
— 정부의 정책범위*가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분야에
대한 투자·산업육성 전략 등은 부족한 실정
* 정부 R&D 투자비율('19년): 레드(39.7%), 그린(15.9%), 화이트(4.2%), 기초기반(40.2%)

바이오산업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분류

분야

주요 내용

레드
바이오

보건·의료

- 바이오의약: 세포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 기반 의약품
- 헬스케어: 바이오정보와 IT 기술을 융합한 의료제품·서비스

그린
바이오

농업·식품·
자원

- 맞춤형 혁신식품: 식품부문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대체식품,
고령친화제품, 메디푸드,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 생명자원: 종자, 농림·해양소재, 미생물 등 생명자원·소재
- 식물공장: 환경조건을 제어하고 조직·세포배양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는 농작물 생산시스템

화이트
바이오

화학·
에너지

- 바이오연료: 바이오 알코올·디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 소재·연료 추출·가공 등을 바탕으로 바
이오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자료: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관계부처합동

— 아울러 우리나라의 바이오 국가경쟁력 지수*도 최근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는 논문 발표수 대비 낮은 산업 활용도, 바이오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낮은 수용도, 원격의료의 의료적 활용 미흡 등에 기인
* 15위('09년) → 22위('12년) → 23위('14년) → 24위('16년) → 26위('18년)로
하락 중(Scientific American)

ㅇ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와 의약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 2000년 약 2%에 불과했던 바이오산업에 대한 VC 투자비중이 2019년
에는 25.8%로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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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증권 시장에서도 국내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
되면서 해당 섹터의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은 36.8배(CAGR 43.4%) 증가
*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승인('13) 및 한미약품의 해외 기술수출 (licensing
-out,'15)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경쟁력 재평가,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20)에 따른 국내 진단기술 및 치료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국내 100대 비금융사 전체 업종별 시가총액1)

국내 VC 신규투자의 업종별 비중
(%)

2010년
(A)

2020년
(B)

정보기술

203.3

774.5

3.8배

자유소비재

154.7

191.1

1.2배

소재

128.0

148.5

1.2배

3.2

147.6

46.1배

161.9

80.8

0.5배

필수소비재

28.3

65.6

2.3배

통신서비스

29.8

30.6

1.0배

에너지

28.4

29.8

1.1배

유틸리티

24.0

20.4

0.9배

구 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재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조원)
증가율
(B/A)

주: 1) 보통주 기준. 연말 시가총액 기준
자료 : KISVALUE, 전경련

[의약산업]
□ (글로벌 동향) 바이오산업의 대표 분야인 의약산업은 최근 합성의약품
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한편, 생산분야에서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을 활용하는 추세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년 30% → '19년 53%(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ㅇ 최근 합성의약품 분야는 신약개발 건수가 감소하고 블록버스터급 의약
품의 특허 만료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약효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데다 신약개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
개발 및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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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세대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최근 10여 년 사이
에 집중됨에 따라 개발효율이 높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고가 바이오의약품 사용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와 환자의 치료비
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적극 지원
**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신약 대비 개발비용이 1/10, 개발기간이 1/2 수준인데 비해
성공률은 10배 가량 높으며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약가가 20~30% 가량 저렴

ㅇ 아울러 최근 반도체 시장의 특징*과 유사하게 제약사들도 의약품 시판
허가 및 판매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소요되는 생산분야에서 CMO를 활용하는 추세
* 팹리스 업체(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의 경우 반도체의 설계,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삼성전자 등)를 통해 위탁 생산하여 거액의
투자비를 절감하는 사업방식을 통해 경쟁력 집중을 도모

□ (국내 동향)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의약산업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CMO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ㅇ 국내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기에는
CMO 사업으로 생산기반과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나서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
국내 주요 바이오시밀러 개발기업의 제품 승인 현황
업체명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제품명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램시마SC
CT-P17
CT-P16
CT-P39
CT-P43
베네팔리
플릭사비
임랄디
온트루잔트
에이빈시오
SB11
SB12
SB15

오리지널
(특허만료)
레미케이드(2013)
리툭산(2015)
허셉틴(2019)
레미케이드(2013)
휴미라(2016)
아바스틴(2019)
졸레어(2017)
스텔라라(2023)
엔브렐(2012)
레미케이드(2013)
휴미라(2016)
허셉틴(2019)
아바스틴(2019)
루센티스(2020)
솔리리스(2021)
아일리아(2020)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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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기(임상단계)
미국
유럽
2016
2013
2018
2017
2018
2018
3상
2019
판매허가 절차
글로벌 3상
글로벌 3상
글로벌 1상
2019
2016
2017
2016
2019
2017
2019
2017
판매허가 절차
판매허가 절차
글로벌 3상
글로벌 3상

ㅇ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개량형 제약인 바이오베터(biobetter)*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실행하여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
* 효과 증대 뿐만 아니라, 투약 간격 연장, 정맥주사(IV)용 제품을 집에서도 투약
가능토록 피하주사(SC)용으로 개발하는 등 환자의 편의성 향상도 포함

— 바이오베터는 기존 신약 대비 치료 효능이 뛰어나 바이오신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특허로 보호되는 장점도 있어 시장진입자인
국내 의약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셀트리온은 국내 첫 번째 바이오베터인 '램시마SC*'의 유럽판매 승인
('19.11월) 받았고, 한미약품은 23종의 신약 중 10종을 약효의 지속시

간을 늘려주는 바이오베터로 개발하고 있는 등 다수의 국내기업이
바이오베터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
* 셀트리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램시마SC
매출액은 '20년 1,500억원, '21년 3,750억원으로 전망(키움증권)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자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 성장 주기에서 지속성 의약품의 위치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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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및 성공요인

□ 바이오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높은 리스크, 핵심역량 외 분야에 대한
분업 필요성,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등으로 가치사슬상 관련 업체가 밀
집된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 시너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용이
* 해당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가치사슬 상의 관련 업체, 즉 공
급업체, 서비스업체, 관련 기업, 대학, 지원 조직 등이 인접하여 형성하는 지리적 밀
집지를 의미(Michael Porter, 1990)

ㅇ 글로벌 동향은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거점
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산업 특성과 최근의
환경 변화에 기인
—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고 상업
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비용과 위험의 분담을 위해 외부의
전후방 분야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 등과 연계가 중요
— 기술 발전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는 바이오산
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집적하면 협업에
필요한 매칭·거래비용의 감소가 가능
* 특정 분야에 특화되고 분화된 지식을 보유한 연구 주체들이 지식의 교환과 연계,
통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상업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제약사나 유통 채널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므로 가치사슬 전반의 협력이 필요
— 최근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기대 매출 감소와 투자 대비 경제적 성
과가 낮아지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조차도
주요 영역을 제외하고는 외부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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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 해외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바
이오산업 선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배경에 따라 정부 주도형 및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특히 미국, 영국의 경우 발전된 창업 생태계 및 금융기법에 힘입어 민간
주도로 자생한 데 반해, 독일,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하에 장기간의 계
획과 투자를 실행하고 기업이 어려워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
□ (미국 보스턴) 전 세계 바이오클러스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뽑히는 보
스턴 클러스터는 지역내 자생적으로 밀집한 산‧학‧연이 민간 투자와 지원
플랫폼의 도움으로 바이오 생태계를 모범적으로 구축
ㅇ 1980년대부터 MIT, 하버드 등 지역 명문대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인
근에 의약기업이 군집하며 자생적으로 조성되었고, 이후 지역내 의료
기관의 임상시험 인프라 제공으로 산‧학‧연 상호작용이 강화
ㅇ 또한 VC, IPO 등 민간 투자가 활발*하여 바이오벤처의 성과 창출이 용
이하고, 인재‧기업‧자본을 연결해주는 지원 플랫폼이 존재하여 군집을
통한 시너지를 생성
* '18년 VC의 메사추세츠주(보스턴 포함)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48억 달러로
전년(31억 달러)대비 54.9% 증가하였고, IPO 실적은 18건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IPO 전체의 31%를 차지(MassBio)

— 지원 플랫폼으로는, 공유오피스인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공유 R&D센터이자 스타트업 이노베이터인 '랩 센트럴', 기업과 MIT
학생을 연결해주는 'MIT 산업연계프로그램(ILP)' 등이 있음
□ (미국 샌디에고) 샌디에고 클러스터는 지역 내 대학교의 지속적인 바이오벤처
설립 및 지원을 토대로 조성되었으며, 정부와 민간 지원기관이 바이오산업
가치사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업 및 시너지를 극대화
ㅇ 지역내 바이오기업인 하이브리텍*이 성공한 이후 주변에 새로운 연구소와
벤처기업이 설립되며 자생적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었으며, 인근 연구
소와 실리콘밸리의 인력, 기술공급 등에 기인하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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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설립된 샌디에이고 첫 바이오기업으로, UCSD 번 도프 교수 등 설립자들
은 이를 1986년 현지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에 4억8000만 달러에 매각한 자금
으로 지역내 바이오벤처 투자자로 활동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

— 신약개발(후보 물질 발굴 특화), 유전체학, 의료기기에 특화되었으며,
관련 기업들은 인근의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UCSD),
스크립스 연구소(SRI) 등 유수의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시너지 극대화
— 클러스터 내 CONNECT라는 비영리 중재기관이 설립(1985년)되어 대학
-기업 간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창업 및 기업 육성을 지원
* 매년 유망한 50개 신규기업들의 기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프리
젠테이션 기술 등을 지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벤처 자본 유치를 지원

□ (독일 바이에른) 임상시험수탁(CRO)을 바탕으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바이오
의학연구와 임상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R&D 관련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임상시험 단계의 지원이 발달
ㅇ 바이에른 지역은 독일의 기술산업 중심지로서 전통적으로 대학(종합대학
11개, 응용과학대학 17개 등), 연구소(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등) 및 4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바이오 관련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
ㅇ 정부 주도로 20년간 5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바이오신약
개발기업, 생명과학기업 등이 집적해 신약개발 시너지를 창출
* 뮌헨(건강, 맞춤의약), 레겐스부르크(화이트바이오), 스트라우빙(화이트바이오),
뉘른베르크(의료기술), 뷔르츠부르크(바이오벤처)

ㅇ 산학연구 단지에 최적화된 뮌헨을 중심으로 바이오 신약개발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며, 특히 미국보다 우수한 전/임상 관련 전문 서
비스를 바이오벤처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
— 클러스터 내 지원기관으로는 산‧학‧연 연계 및 바이오벤처 육성을 지원
하는 비오엠(BioM), 바이오기업 간 교류 촉진, 신생기업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혁신창업지원센터(IZB)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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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케임브리지) 전통적 일류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자생적으로 밀집된 클러스터로서, 원활한 산학 협력
및 네트워크의 지원이 특징
ㅇ 1970년대 트리니티 컬리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첨단 기업들이
군집하게 되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 및 아덴브룩스 병원을 구심점으로
바이오 연구기관이 집적하며 자생적 클러스터가 형성
ㅇ 케임브리지 대학 및 인근 다수 연구기관 중심의 뛰어난 과학적 학술
지식을 기반으로 산학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원기관이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창업보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2000년대 이후에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Cambridge Technopole)이라는
소규모 바이오기업 밀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인 케임브지리
테크노폴 그룹(CTG)은 기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 네트워크 전문
기관, 투자 및 금융기관, 법률 및 회계 조직 등을 기업들에게 연결
□ (싱가포르 원노스) 정부의 대규모 장기투자로 조성된 바이오클러스터로서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제도와 우수 인력 공급정책 등을 운영
ㅇ 1990년대까지 주요 산업이었던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2000년도부터 20여년간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육성
ㅇ 바이오폴리스(연구개발 중심) 및 투아스 메디컬 파크(생산 중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법인세* 부과를 통해 GSK, 머크 등 30여개에 달하는 글
로벌 제약사의 제조·연구시설을 유치
* 경쟁국보다 낮은 17% 수준의 법인세율 외에도 기술 선도 기업에게 최장 15년 동
안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는 특례 등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제도 운영

ㅇ 우수 인력의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싱가포르 국립대(NUS)와 미국
듀크대가 공동 설립한 Duke-NUS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정부가
과학 전문가의 유학비용을 지원한 후 의무적으로 바이오폴리스에서
5~6년간 근무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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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현재 16개 이상의 지역에서 바이오의약품, 의료
기기 등 차별화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조성*되었거나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주체에 따라 정부, 지자체 및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
* 강원 원주, 경기 광교, 대구 경북, 대전 대덕, 인천 송도, 충북 오송, 서울 홍릉
** 충북 제천(한방 바이오), 충북 충주(당뇨 바이오), 충남 서산(그린바이오 융합),
강원 춘천(천연물), 경북 안동(백신 바이오), 경남 진주(생물산업), 제주(테크노·사
이언스파크), 전남 화순(바이오메디컬), 전북 익산(국가식품) 등(매일경제, '17.3.8일)

ㅇ (정부 주도형) 대구경북, 오송의 경우 첨단의료단지법(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됨에 따라 재단법인(각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으로 단지를 운영 및 관리
ㅇ (지자체 주도형) 송도, 광교, 홍릉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수성(각각 경제
자유구역·글로벌바이오기업, IT특화, R&D지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성
ㅇ (민간 주도형) 대덕, 원주의 경우 연구자 중심(각각 대덕 민간 연구자 및 벤처
기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자생적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원 조직*이 설립
* 각각 대덕 바이오헬스케어협회,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국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별 조성 현황
지역

명칭

조성

주체

특화 분야

강원
원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997

- 학교 및 지자체 중심
- 지자체(원주시, 강원도)

- 의료기기산업

-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경기
광교

광교
테크노밸리

2005

- 지자체(경기도)

- 산·학 연구 및
의약품 분석지원

- (재)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대구
경북

대구경북첨단
의료복합단지

2009

- 정부(보복·산자·과기부)
- 지자체(경북도, 대구시)

- 케미컬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대구경북첨단의료산
업 진흥재단

대전
대덕

대덕바이오
단지(가칭)

1997

- 중소형바이오벤처 중심
- 연구자 중심

- 연구개발

-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

인천
송도

송도바이오
프론트

2004

- 지자체(인천시)

- 바이오의약품 생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충북
오송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2009

- 정부(보복·산자·과기부)
- 지자체(충북도, 청주시)

- 바이오 임상 및
비임상

-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서울
홍릉

서울
바이오허브

2017

- 지자체(서울시)

- 창업인큐베이션 및
사업화 지원 허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TF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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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국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를 살펴보면 조성배경 및 지역적 특색에 따라
특화 분야가 다른 만큼 가치사슬 단계별로 지원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임*
* 강점 및 보완 필요사항은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방안 연구」(신
경제연구원)의 평가내용을 일부 인용

ㅇ (강원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내 의료기기 업체
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큰 규모의
전용 공단을 보유하고 클러스터 차원의 시장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
— 개발에 필요한 설비 구축 대비 관련 전문 지원인력의 공급이 더욱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의료기기 특화를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클러
스터와의 경쟁 및 중복 투자 우려 존재
ㅇ (경기 광교) 지자체 주도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주변 연구기관*과의 복합기술융합(IT, NT, BT)을 기반으로 기초
원천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중점
* 광교 테크노밸리 소재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등

— 연구개발 장비 등 공공 지원시스템의 구축은 우수하나 이에 대한 전문
운영 인력의 공급 확대를 통해 활용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ㅇ (대구 경북) 지역 내 의료기기 및 케미컬 신약 개발 관련 우수 인프라에
기반하여 정부 주도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6개의
의료분야 국책연구기관* 및 4개의 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지원
* 대구식약청,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3D융합기술지원
센터,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R&D 및 전/임상시험 단계 중심의 지원 클러스터로서 조성된 대규모의
연구 환경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원기관은 단발성이 아닌 수요자
(기업) 중심의 장기적‧체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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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전 대덕) 중소 바이오벤처들의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 분자진단 및 바이오소재의
R&D와 생산에 특화된 클러스터 형성
—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
하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 성장을 위한 환경(산업용지, 인력수급 등) 조
성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ㅇ (인천 송도) 글로벌 의약기업 및 연구소 등이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으로서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향후 종합적 인프라 구축이 예정됨
—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중개 역할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기업 생산시설이 집적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할 필요
ㅇ (충북 오송) 바이오과학 메카 육성을 목표로 국책기관과 산·학·연이 동
시에 입주한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인근 대덕연구단지와의 접근
성, 교통 편리성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구축
—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기술 기반의 의료기기를 중점분야로 공공 서비스
도입이 활발한 편이나, 임상시험 인프라 및 민간 서비스 분야 공급을
더욱 모색할 필요
ㅇ (서울 홍릉) 인근 대학‧병원‧연구기관에서 파생되는 풍부한 R&D 역량과
서울바이오허브 등 창업지원 기관의 소재로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중이며, 최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7월)
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
* 지정된 특구에는 정부 R&D 예산 지원,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연
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대상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창업에 유리한 입지적 환경(인력, 교통, 기술개발 인프라 등)이 장점인
반면, 중소기업청 등 기존 유관기관과 지원정책이 중복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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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 및 국내와의 비교]
□ 성공적인 클러스터에서 보여지는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고,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각지 클러스터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ㅇ 장기간 시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례(미국, 영국) 및 비교적 근래에
효과적인 육성정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독일, 싱가포르)에는
공통적 특징이 존재
— 이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입하
려는 우리나라 각지의 클러스터와 비교할 준거로 제시될 수 있음
□ 해외 주요 클러스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다음 4
가지를 특징으로 함
①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이 자생적으로 밀집
— 지자체는 대학·연구소 등에 바이오 관련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기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산업 규제의 전략적 완화 외에
도 지역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 형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② (클러스터 내 활발한 공공/민간 투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활발한
투자 참여로 바이오벤처 창업, 중소기업 운영 등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
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바이오벤처 간의 교류가 밀접한 편
— 기술개발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낮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핵심 아이
디어 외에 운영자금 및 상업화 능력이 부족한 중소 바이오벤처가 지속
적으로 생성되고 존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내 육성능력이 중요
— 엔젤투자로 존속한 스타트업이 개발에 성공한 신기술을 대기업에 기술
이전, M&A 등으로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용이하여 활발한
창업 및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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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기업 간 밀접한 연계) 대/중소기업 간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구개발 리스크 분산, 기술의 상업화 등에서 클러스터 형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④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클러스터 내에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및 전문화된 설비 운영인력 등을 보유한 지원
기관이 존재하여 가치사슬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 규제가 강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인·허가 관련
시간·비용적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 장비 및 시설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기업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문화된 운영인력과 함께 도입 및 운영
— 대기업(기술협력, 임상연구, 인력공급 등을 위해 해외 바이오기업과 연계 필요)과
중소기업(가치사슬 단계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 간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축
□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투자자금 유치, 기업 간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
등이 다소 미흡
ㅇ 대부분 공공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인 만큼 지역내 대학을 바탕으로 한
기초과학 역량의 활용보다는 입주기업의 R&D투자에 따른 기술개발에
의존하므로 클러스터의 자생성이 상대적으로 결여
ㅇ 구체적인 비즈니스 결과물이 없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등은
바이오벤처의 존속에 매우 중요하여 원활한 유치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정부 외에 클러스터 내 다양한 벤처펀드 조성이 미진한 편*
* '18년 기준 GDP 대비 엔젤투자 비중: 미국 0.11%(20조원), 한국 0.03%(5,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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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기술개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는 네트워크(기업 간 연계) 기능이 중요하나 국내의 경우 질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네트워크 지원정책의 경우 선진국 대비 적지 않지만 이를 담당하는
정부·지자체의 기관이 너무 다양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 이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분산되어 효용성이 떨어짐
ㅇ 또한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및 전문
화된 설비 운영인력 등이 부족하며, 지역 간 정부·지자체의 지원 내용
및 특화 분야에서 중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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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현황

1

바이오산업 현황

[바이오산업 전반]
□ 2004년 인천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후, 대기업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 셀트리온(2005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2012년) 등이 송도에 입주한 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활성화

□ (생산)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은 2014년 5,781억원에서 2019년 2조
4,501억원 수준으로 323.9% 성장
ㅇ 국내판매액(‘19년 기준 생산량의 2.5%)보다는 수출액(97.5%)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산업의 성장을 주도
ㅇ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량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전국의
약 19.9%를 차지
인천의 바이오산업 생산 추이

지역별 바이오산업 생산 현황
(억원, %)

전 국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국내
판매액
56,111

수출액
67,124

123,235 (100.0)

경기

19,489

29,966

49,456 (40.1)

인천

616

23,885

24,501 (19.9)

충북

13,427

6,126

19,553 (15.9)

울산

6,172

55

6,227

(5.1)

서울

3,877

1,773

5,650

(4.6)

강원

1,876

2,949

4,825

(3.9)

주: 괄호안은 전국 대비 비중
자료: 한국바이오협회(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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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고용) 인천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14년말 기준 총 2,791명에서 2019
년말 기준 총 5,299명으로 89.9%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29.9%)을
크게 상회
ㅇ 경기, 충북, 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전국 바이오산업 인
력의 10.8%를 차지
ㅇ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박사 5.6%, 석사 20.7%, 학사 50.7%, 기타
22.9%로 구성
— 석·박사 학위 비중은 26.3%로, 연구인력이 집중된 대전(33.9%) 및 서
울(29.7%), 경기(28.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25.1%)은 상회
— 석·박사 비중이 2014년 28.3%에서 2019년 26.3%로 소폭 감소한 반
면 학사 비중은 36.6%에서 50.7%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천의 바이
오산업이 연구․개발인력(24.7%)보다 제조인력(55.9%)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인천의 바이오산업 인력 추이

지역별 바이오산업 인력 현황
(명, %)

석·박사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 (투자)

인천의

학사

기타

12,308
24,013
12,792
전 국
(25.1)
(48.9)
(26.0)
4,230
6,717
3,724
경기
(28.8)
(45.8)
(25.4)
1,737
3,816
2,459
충북
(21.7)
(47.6)
(30.7)
2,152
4,018
1,071
서울
(29.7)
(55.5)
(14.8)
1,395
2,689
1,215
인천
(26.3)
(50.7)
(22.9)
589
1,310
1,018
강원
(20.2)
(44.9)
(34.9)
761
1,122
362
대전
(33.9)
(50.0)
(16.1)
주: 괄호안은 지역별 전체 인력 대비 비중
자료: 한국바이오협회(2019년)

바이오산업

투자액은

4,141억원으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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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912억원에서

계
49,113
(100.0)
14,671
(100.0)
8,012
(100.0)
7,241
(100.0)
5,299
(100.0)
2,917
(100.0)
2,245
(100.0)

2019년

ㅇ 시설투자비는 2014년 4,270억원에서 2019년 1,702억원으로, 연구개발비
는 3,642억원에서 2,439억원으로 감소
— 다만 시설투자비의 경우 주요 의약품 제조사의 대규모 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증설, 셀트리온 제3공장 증설,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ST 생산시설 착공 등

ㅇ 2019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2,439억원(전국의 13.3%)으로 경기, 충북에 이
어 세 번째 규모이며 시설투자비는 1,702억원(22.8%)으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 수준
인천의 바이오산업 투자 추이

지역별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
(억원, %)

연구개발
전 국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시설투자

계

18,397 (100.0) 7,467 (100.0) 25,864 (100.0)

경기

7,155 (38.9) 2,258 (30.2) 9,413 (36.4)

충북

3,546 (19.3)

인천

2,439 (13.3) 1,702 (22.8) 4,141 (16.0)

서울

2,185 (11.9)

937 (12.5) 4,484 (17.3)
500

(6.7) 2,685 (10.4)

대전

746

(4.1)

694

(9.3) 1,440

(5.6)

강원

690

(3.8)

236

(3.2)

(3.6)

926

주: 괄호안은 전국 대비 비중
자료: 한국바이오협회(2019년)

[의약산업*]
* 인천의 바이오의약 산업에 대한 통계 부재로 전체 의약산업 수준에서 분석. 다만 인천
내 주요 대기업 제약사(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주력 생산품은 바이오의약
품이므로 바이오 의약산업이 전체 의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생산, 고
용 및 부가가치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출은 ’의약품(MTI2262)’ 에 해당
하는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 (생산능력) 인천은 단일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생산능력(56만L)*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계속 확대될 예정
* 인천 56만L > 샌프란시스코 44만L > 싱가포르 27만L >더블린·코크 23만L(’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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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
투자계획으로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가 2018년 56만리터에서
2030년 101만리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
인천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투자계획
ㅇ ‘30년까지 1조원 투자(약 6만평)
- 제3공장(6만ℓ)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착공
셀
트 - ‘23~‘25년중 미디어, 레진, 필터 공장 및 공유 Lab. 건설
리 - ‘26~‘30년중 제4공장(20만ℓ) 및 펜타입 주사기 공장 건설
온
* 생산능력 확대 : 19.2만ℓ→39.2만ℓ
* 고용창출효과 : 신규 3,400명
삼 ㅇ ‘20~‘22년중 1.74조원 투자
성 - 제4공장(25.6만ℓ) 착공
바
이 - 자동화기술 적용, 세계최고효율의 친환경 바이오의약품 공장
오 - 개발부터 상업생산까지 제4공장 內에서 ‘one stop’ 수행
로
직 * 생산능력 확대 : 36.4만ℓ→62만ℓ
스 * 고용창출효과 : 직접 1,800명, 간접 6,400명
자료 : 인천광역시청

□ (생산) 인천의 의약산업 생산지수는 2015년 100에서 2020년 411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성장세가 뚜렷
ㅇ 유럽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와 수주 부진으로 2018년말부터
2019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일시 감소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에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시 39.3%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ㅇ 인천지역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뿐 아니라 경기도 및 충청북
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
인천지역 의약품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인천지역 의약품 제조업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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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인천의 의약품 수출액은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급속한
생산능력 확충에 힘입어 2011년 1억달러를 넘은 뒤 2020년까지 연평균
45.5%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
ㅇ 2020년에도 34.8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4.8%)를 기록하면서 전년의 21.1
억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
ㅇ 인천의 의약품 수출이 전국 의약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8%에서 2020년에는 48.0%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역내 주요
업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데 기인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의약품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ㅇ 국가별로 보면 유럽(76.1%)과 미국(1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
운데 일본(3.6%)에 대한 수출도 최근 크게 증가(전년대비 +164.8%)
인천지역 의약품 국가별 수출 추이
(천달러, %)

전 체
유럽
(독일)
(터키)
미국
일본
중국1)

2016년
1,135,845 (100.0)
966,828 (85.1)
26,968 (2.4)
185,611 (16.3)
13,991 (1.2)
1,668 (0.1)
33,871 (3.0)

2017년
1,436,696 (100.0)
1,025,618 (71.4)
165,079 (11.5)
137,570 (9.6)
279,048 (19.4)
2,898 (0.2)
33,928 (2.4)

2018년
1,878,939 (100.0)
1,341,919 (71.4)
384,708 (20.5)
337,604 (18.0)
373,678 (19.9)
11,614 (0.6)
41,105 (2.2)

주: 1) 홍콩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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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11,135 (100.0)
1,582,711 (75.0)
501,105 (23.7)
391,402 (18.5)
356,990 (16.9)
47,393 (2.2)
23,408 (1.1)

2020년
3,478,527 (100.0)
2,648,880 (76.1)
1,246,247 (35.8)
574,171 (16.5)
544,724 (15.7)
125,490 (3.6)
36,520 (1.0)

□ (고용·부가가치) 인천의 의약산업 고용자수는 2019년 6,172명으로 경기,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으며, 전국 의약산업 고용자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13.2%를 차지
ㅇ 2019년 인천의 의약산업 부가가치는 1조 4,631억원으로 경기,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국 의약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 수준
지역별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수 추이

지역별 의약품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역내 위상) 인천지역 의약산업이 인천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ㅇ 인천 전체 수출에서 의약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의 1.1%에서
2020년에는 9.2%로 증가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음
— 2014~19년중 의약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도 43.9%에 달해 전체 수
출증가율인 4.8%를 크게 상회
ㅇ 인천 의약산업 부가가치가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19년 6.7%로 증가
— 2014~19년중 의약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25.6%로 제조업 부
가가치 증가율인 2.0%보다 크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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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 의약산업 종사자수가 제조업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의 1.3%에서 2018년 3.6%로 증가
— 2014~19년중 인천의 제조업 종사자수가 연평균 0.2% 감소한데 반해,
의약산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22.5%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임
— 또한 지역내 주요 바이오제약업체가 공장 증설과 함께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인천의 의약산업 종사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
어날 전망

인천지역 의약품 산업의 인천 경제내 비중

인천지역 의약품 산업의 수출·부가가치·종사자수 증가율1)
80

(%)

(%)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70

70

60

60

50

50

43.9

40

40
25.6

30

22.5

20
10

-10

4.8

2.0

수출

부가가치

10
-0.2
종사자수

주: 2014~2019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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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80

0
-10

2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현황

[입주기업]
□ 인천지역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구내에 바이오클
러스터가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4․5․7공구(92만m2)에 60여 개의 바이오
제조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학교, 바이오벤처 기업 등이 입주 중
* ‘04년 인천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해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으
며, 송도·청라·영종지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제공되며 삼
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

ㅇ (제조기업) 바이오의약품(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공정지원(아지노모
도제넥신, 머크 등) 및 의료기기(아이센스, 케이디코퍼레이션 등) 관련 기업들

이 제품을 개발·생산 중
— 바이오의약품업체는 위탁개발생산(CDMO)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포함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신약개발 및 생산을 실시
— 다만 제조시설의 경우 소수의 대형업체 위주로 입주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미미
ㅇ (연구소)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병 연구소는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는 주로 기초연구를 수행 중
ㅇ (관련 서비스) 올림푸스, 싸이티바(舊 GE헬스케어), 머크의 M랩 협업센터
등 다수의 글로벌 의약서비스 기업이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
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바이오인력 교육센터를 설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공공기관은 바이오지원센
터를 통해 고가의 공동장비 이용 서비스 제공 등 바이오의약 관련 서
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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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벤처 기업) 총 15개*의 기업이 바이오 신약 및 백신을 연구․개
발하고 있으며, 이중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도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의학·약학 연구개발 분야 벤처기업 공시기준

— 2015년에 설립된 보로노이는 2020.10월 비소세포폐암 및 고형암 치
료제 후보약물을 미국 오릭파마수티컬에 기술수출*(약 7천2백억원 규모)
하는데 성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년 바이오 제약 기술수출은 총 15건으로 10
조원에 이르며 이 중 11건의 계약이 바이오벤처 기업에 의해 성사됨

— 이 외에도 4세대 항암제인 메타볼리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메티
메디, 안구질환 치료용 점안제를 개발한 루다큐어 등이 주목

<참고 2>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주요 입주 기업 현황
분야

바이오
의약품

공정지원

의료기기

연구소

회사명

주요 사업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품 제조

DM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얀센백신

B형간염, 독감백신 등 제조

바이넥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아지노모도제넥신

세포배양배지 제조

머크

세포배양배지 제조

생고뱅

바이오 플루이드 시스템 제조

아이센스

혈당기기 제조

케이디코퍼레이션

의약품 분리기기 개발 및 제조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제조

뉴케어

방사선 의료기기 제조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이원의료재단

검사진단 기법 연구

이원생명과학연구원

검사진단 기법 연구

유타인하DDS연구소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제이씨비과학연구소

생명공학분야 기초연구

가천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암·당뇨치료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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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올림푸스한국

의료기기 교육 및 관련서비스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

비임상시험 서비스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바이오 위탁생산서비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

비임상시험 서비스

싸이티바(舊 GE헬스케어)

바이오공정 교육 및 기술서비스

머크 M랩 협업센터

바이오공정 교육 및 기술서비스

Bio Research Complex

바이오개발/생산단지 조성

IFEZ바이오분석지원센터

바이오 공동장비 구축

IBITP바이오산업지원센터

바이오 공동장비 구축

겐트대학교

바이오엔지니어링학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인천대학교

생명과학, 나노바이오, 생명공학과 등

학 교

<참고 3>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내 바이오 벤처기업
회사명

주요 사업

설립년도

비투에스바이오
바오밥에이바이오
에스엘바이젠

암, 염증, 퇴행성뇌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항암치료제 및 재상치료제 개발

2018년
2018년
2006년

스템모어
보로노이
이뮤니스바이오
유비니스테라퓨틱스
메티메디 제약
미림진

탈모치료제 개발
암, 자가면역질환 및 퇴행성질환 치료제 개발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만성B형간염치료제, 항암제 및 RNA바이러스치료제 개발
암 및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2015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6년
2019년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보로노이바이오
펨앤비
루다큐어
에스씨엠생명과학
제노헬릭스

내시경용 체내지혈제 및 혈관색전미립구 개발
암, 자가면역질환 및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
유전자 맞춤형 정밀 운동 처방 알고리즘 개발
안구건조증 및 통증 치료제 개발
아토피피부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치료제 개발
난치성 질환 및 암 체외진단키트 등 분자진단 기술 개발

2014년
2017년
2020년
2018년
2014년
2019년

주 : 기술보증기금이 공시하는 의학·약학 연구개발업 벤처기업으로 인천은 총 15개사(전국 47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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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인천시는 기존 바이오클러스터 옆 송도 11-1공구(146만m2)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및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할 계획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계획
사업명

사업 내용

위치: 송도 11공구내 연구시설 용지(13.5만m2)
바이오융합 기간: ‘20~’24년(5년)
산업기술단지 내용: 바이오기업 227개사 유치
4600여명 일자리 창출
위치: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내(10만m2)
바이오상생 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담
협력센터 - 바이오의약품 분석 장비 구축
- 기술개발지원, 업종고도화, 해외시장진출지원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 : 인천광역시

ㅇ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20.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뷰티 산업 등 약 22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할 예정
ㅇ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내 중소벤처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업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도와주는
다양한 상생·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기술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
— 이를 통해 바이오융합 분야의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아울러 인천시는 「한국형 NIBRT(국립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프로그램 운영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20.10월)됨에 따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내에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
터를 설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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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으로 6년간(’20~’25년) 총 1,398억원
(국비 527억원, 시비 192억원, 연세대학교 67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동 인력양성센터가 개소할 경우 유럽·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
초로 정부 주도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임

ㅇ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및 연세대학교가 각각 센터구축, 운영, 교육을
담당할 예정으로 바이오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으로 위축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4> 바이오공정 인력 수요 및 공급’ 참조

— 2023년*까지 센터건물 신축 후, 2024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
을 통해 연간 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2030년까지 약 15,000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 ‘23년까지는 교육과정을 시범운영(연세대 국제캠퍼스)

— 교육과정은 학위과정(석사급)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에
서 운영하며, 비학위과정은 재직자, 구직자 과정 등으로 세분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예정 부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개요
구 분
비 전

내

용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관
- 교육시설 설계, 건설 진행
기반구축 - NIBRT 시스템 도입
(2020~23년) - 강사진 확보 및 육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 시설 구축 완료
인력양성 - NIBRT 시스템 운영 및 정착
체계구축 -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정립
(2024~25년) - 재정시스템 자립화 기반 마련
: 위탁연구 및 서비스 수행
-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교육의 글로벌 허브 역할
인력양성 - 세계적인 차세대 바이오 공정 연구
- 우수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고도화
산업의 글로벌 도약
(2026년~)
- 재정 및 시스템 자립
자료: 연세대학교

자료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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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바이오공정 인력 수요 및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공정(생산시
설 및 품질관리) 분야의 신규 인력수요는 1만 6,554명으로 예상되지만,
인력공급은 총 1만 356만명(연평균 2,071명)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됨
ㅇ 특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신규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수요 전망
구분
신
규
인
력
재
직
인
력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바이오공정신규인력수요(①)

3,007

3,152

3,304

3,462

3,629

16,554

정규교육기관 인력공급(②)

1,548

1,531

1,514

1,497

1,481

7,571

정부인력사업 공급(③)

445

545

585

605

605

2,785

바이오공정 인력 부족인원(①-②-③)

1,014

1,076

1,205

1,360

1,543

6,198

바이오공정 재직 인력

17,647

18,494

19,381

20,312

21,287

97,121

바이오공정 교육 이수인력

8,665

9,081

9,516

9,973

10,452

47,687

재직인력 중 교육수요인력

2,743

2,875

3,013

3,157

3,309

15,097

자료: 인천광역시청

3

인천시의 바이오 뉴딜

□ 인천시는 ‘세계적 롤모델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2030
년까지 ①700여 개의 바이오기업 유치, ②17만명의 일자리 창출, ③1만
5천여 명의 바이오인력 양성, ④101만리터의 생산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바이오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전략
추진 과제를 제시
* 인천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천형 뉴딜 종합 계획(’20.11.8일)」의 4가지 뉴
딜 정책(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 중 하나로 ‘세계적 롤
모델이 되는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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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바이오뉴딜의 핵심 목표치

자료: 인천광역시청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 학계, 연구소,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 헬스밸리 협의회*」
를 위원회로 격상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혁신 4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운영
* 기업 4개, 연세대 등 학계 7개, 연구소 6개, 인천시 3개 기관 등의 위원 24명으로 구성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의 규
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 (바이오 혁신 거점 구축) 송도와 남동공단을 잇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를 조성(‘20~’30)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산·학·연·관을 집적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21~‘25)으로 병원, 의료기업, 연구소 등의
협력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
ㅇ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 단지」 조성과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설립은 현재 추진 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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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바이오 융합 혁신 플랫폼 구축) 개인의 의료·유전체 정보 활용
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반 데이터 플랫폼(‘21~‘25)」, 바이오 분야 자원(장
비, 기술, 인력 등) 공유를 위한 「인천 바이오 맵(‘21~)」, 데이터분석 및 인

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랩 기반의 신약발굴 플랫폼」등을 구축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20~‘23)」 및 「의료
기기 임상평가 지원센터*(‘21~‘25)」의 구축과 「실험실 역학조사관 양성
**

(‘21~‘25)」사업을 통해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

* 임상평가사 양성 및 임상평가 서비스 대행 등을 지원
**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기능 강화
□ (투자유치를 통한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고화) 바이오산업 전
담부서를 설치하여 투자유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부서간 협업 및 적극
적 행정을 통해 Non-stop service를 제공(‘21~)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 바이오 원부자재 30개 품목*을 국산화하
는 「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트」를 추진(‘20~) 중이며, 「바이오의약
품 원부자재 산업 전주기 성능평가센터**(‘22~‘25)」도 구축할 계획
* 개발완료 품목: 세정제·유리동관, 개발중 품목: 배지·레진 등
** 원부자재 가공, 부품·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 등

□ (‘바이오 메카 인천’ 브랜딩) 「바이오 인천 국제 컨벤션(‘22~)」, 글로벌
바이오 도시들과의 정보공유와 연대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글로벌 바
이오 도시 협의회(‘21~)」 구성 등을 추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인천형 바이오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상품

화를 돕기 위해 「BT 글로벌 상품화 지원센터(‘20~‘30)」를 운영중이며,
「인천형 바이오 랩 센트럴*(‘22~‘25)」을 조성하여 바이오 벤처 창업자들
에게 공유 연구시설과 사무실 공간을 제공
* 개별 실험대(BAY)와 소규모 실험공간, 벤처기업 전용 실험공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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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도권 통합센터 건립*(~‘25)」도
추진 중
* ‘20.10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의결되었으며, ‘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2년 설계에 착
수, ‘25년 준공할 계획임

□ (바이오산업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
원*(‘18~‘22)」을 통해 중소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용 제품의 판
로를 확대하고 「바이오제품 유효성 평가지원**(‘20~‘24)」으로 연구개발제
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
* 인·허가, 수출, 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 전·임상시험 지원

ㅇ 신규사업으로는 의료기기의 전시·홍보, 교육·훈련, 모의수술, 임상평
가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실증 트레이닝(시연 및 훈련시설)
센터(‘21~‘25)」를 구축
□ (DNA 기반 인천형 의료혁신 가속화) 「스마트 병원* 구축(‘21~‘25)」과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20~‘21)」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화 실증사업(‘20~)」도 지원
*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진
단, 치료와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5G·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 3개 상급종합병원(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에 거점문서 저장소 서버를 구축하
고 300여개의 의료기관에 표준연계모듈을 설치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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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바이오뉴딜의 단계별 주요 사업
기반 구축기
(‘20~’22)
-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21)

바이오산업 정착기
(‘23~’25)

바이오허브 완성기
(‘26~’30)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바이오헬스벨리
추진협의회 활성화(’21)
- 바이오 기업 및 지원시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송도 유치 추진(‘20~)
조성(~‘25)
조성 완료(‘20~’30)
 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20~)
구축(~‘23)
조성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글로벌 바이오 30 프로젝트(‘20~)
생산허브 기능
강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맵 구축(~‘25)
- 생산규모 확대 지원
(55.6만ℓ → 81.2만ℓ)

- 생산규모 확대 지원
(81.2만ℓ → 101만ℓ)

- 바이오 메카 인천
브랜딩(계속)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 인천형 바이오 랩센트럴
지원(~‘22)
조성(‘25)

- 바이오산업 전주기 성능
평가센터 구축·운영(‘25~)
- BT글로벌 상품화 지원센터
운영(~‘30)

-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20~)

- 유전자분석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화
지원(~’30)

- 의료기기 글로벌 실증
트레이닝센터 구축(~’2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건립(~‘25)

자료: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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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구조적 특징]
 (우수한 물류인프라와 사업여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
천공항, 인천항 등의 물류인프라로 글로벌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제자유
구역*이 소재하여 조세 혜택 등의 유리한 사업여건이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하며, 2003년 인천이 최초 지정된 이후 부산 등 총 7개
지역에서 지정‧운영

ㅇ 편리한 교통여건과 함께 고급인력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정주시설 및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특히 항공을
이용한 수출이 대부분인 바이오의약 산업의 특성상 국제공항의 인접은
국내 타지역 대비 큰 강점
* 국제학교(채드윅송도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청라달튼외국인학교, 인천화교소중
산중고등학교)가 소재

ㅇ 아울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영종)에 소재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에 많은 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조세혜택, 임대료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도 가능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조세 혜택
구분
국
세

관세

감면내용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경영활동 지원
지원내용

감면요건

5년 이내 면제

수입 자본재

15년간 100%
감면 등

-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 불 이상
- R&D: 1백만 불 이상
(석사, 3년, 상시 10인)

임대료 감면
취득세

지
방
세
재산세

13년간 감면
-최초 10년간 100%
-다음 3년간 50%

자료: 인천자유구역청

외투비율 30%
이상 기업 보
조금 지원

취득세 15년간 이상
감면 요건 투자금액

종류
50~100%

시설보조금

30억원 초과 설비
증설시(2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신규 상시 고용 20
명 초과시 등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30명
신규 고용시

자료: 인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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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1백만 불 이상 고도
기술수반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

이상

 (세계최대의 의약품 생산능력)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글로벌 수준의 앵
커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세계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기업들
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도 바이오시밀러 생산과 위탁개발
생산(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을 중심으로 경쟁
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6% 성장해왔는데, 향후 5년간
은 연평균 9.9% 성장할 것으로 전망(Evaluate Pharma)

ㅇ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다양한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주요국 의료보
험제도의 우호적 개편으로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천내 주요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차별화 전략과 가격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
—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23개 바이오시밀러중 7개가 한국산 제품
(2019.8월 기준, 한국바이오협회)이며 이는 모두 인천지역 기업의 제품

인천 바이오클러스터내 앵커기업 현황
매출
셀트리온

제품출시및신제품개발

4개 제품 출시
2020.4/4분기 4,987억원
1개 제품 허가완료
(전년동기대비 +30.3%)
5개 제품 임상중

삼성
2021.4/4분기 3,753억원
바이오로직스 (전년동기대비 +19.8%)

(CDMO 주력)

5개 제품 출시
삼성
2020.3/4분기 2,369억원
1개 제품 허가신청
바이오에피스 (전년동기대비 +2.3%)
4개 제품 임상중

투자계획
-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연구인력 2천명)
및 3공장(6만리터, ‘23.5월 완공예정) 착공
- 4공장(20만리터) 증설 계획
- 4공장(25.6만리터, ‘22년말 완공예정) 착공
-

자료: 각 사

ㅇ 셀트리온은 사용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사상 최대의 매출 및 영업이
익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을 지속
*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유럽시장에서 각각 53%, 3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리
지널의약품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20.3분기), 미국시장에서도 트
룩시마가 출시 4분기만에 점유율 19.8%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20.4분기). 또
한 ’21년부터는 유플라이마(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 출시될 예정

—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를 개발 및 생산(10만명분 생산
완료, 연간 150~300만명분 생산계획)하여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공

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칵테일 치료제(렉키
로나와 후보항체 조합) 개발에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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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의 CDMO를 주력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로 CDMO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대규모의 수주를 확보하
며 성장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CDMO를 통한 효율적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리스크(높은 개발 비용과 낮은 성공률)를 상쇄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대상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 후 안정적으로 판매 중
* 유럽시장에서 베네팔리(한국제품명 에톨로체)가 점유율 1위를 달성중이며 임랄
디(아달로체)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중

ㅇ 그 외에도 DM바이오, 바이넥스, 얀센백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
업의 제조시설도 송도에 위치하는 등 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
 (자생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민간지원 서비스 보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지원 아래 형성된 자생적 바이오클러
스터로 국내 타지역 클러스터에는 드문 민간 지원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
ㅇ 송도에는 현재 이미 기반이 다져진 앵커기업들이 존재하여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전후방산업이 발달할 개연성이 있고, 산업에 대한 정
부‧대중의 관심이 감소해도 자생 가능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
ㅇ 아울러 공공 지원서비스가 중심인 타지역 클러스터에 비해 많은 민간
지원서비스를 보유하여 인프라의 다양성, 지원설비에 대한 인력의 전
문성 등으로 이용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연구
소가 소재하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전/임상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바이넥스 등)이 존재
— 또한 GE헬스케어,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의 협업센터가 바이오공정
교육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찰스리버래버래토리즈와 한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비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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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벤처기업 창업여건 부족 및 미흡)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대기업
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중소형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이 미흡하여 장
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클러스터로서의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
ㅇ 바이오산업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매우 낮아* 아이디어 중심으로 창
업한 다수의 바이오벤처에서 가능성을 보인 기술을 대기업 등의 도움
으로 상품화시키는 전략이 유리
* 통상적으로 기초연구물질의 전임상 단계 도달확률은 2.5%, 이들 중 전임상 단계
통과 확률은 2%, 전임상 통과 물질이 신약으로 승인될 확률은 9.6%로 추정(터
프츠대, 미국바이오협회)

ㅇ 그러나 송도는 바이넥스*의 위탁생산 외에는 국내 바이오벤처 및 중소기
업이 대기업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바
이오 기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생성보다는 물리적 시설 집적에 그치는
수준
* 국내 유일의 중소형 CMO 설비를 보유한 업체로, 후보물질 발견 이후의 모든 개
발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공

— 인천내 대기업 제조사들은 주로 자체 연구시설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은 기술 상업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
사에 기술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상업화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수나 규모가 타지역
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이 공공지원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
져 바이오벤처 투자 및 창업 여건도 미흡한 수준
— 인천지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2018년 기준 47개사로 전국
의 2.4%에 불과하며 매출액도 전국의 2.6%에 그칠 뿐만 아니라, 매
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5.6%로 전국 평균(6.5%)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5년간의 기술수출 실적*도 미미
* 2019년 셀트리온(약 283억원)과 2020년 보로노이(약 7,200억원)에 불과(한국제
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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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지역별 현황1)
(개, 백만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8.2%

지역

기업수

매출액합계

투자액합계

경기

507

4,274,023

351,388

서울

360

2,580,287

215,927

8.4%

대전

159

866,599

86,965

10.0%

강원

143

812,201

47,047

5.8%

충북

137

1,697,839

70,493

4.2%

인천

47

361,986

20,134

5.6%

대구

47

218,956

12,033

5.5%

전국

1,977

13,912,920

907,001

6.5%

주: 1) 2018년 기준
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0년)

— 인천의 엔젤투자자 수는 665명(전국대비비중 3.4%)으로 서울·경기뿐
아니라 대구·대전에 비해서도 적으며, 멘토링부터 초기투자까지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수는 2개에 불과
— VC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여 인천에는 1개사가 있으며, 신규벤처투
자액은 2017년 기준 457억원으로 전국의 2.1%에 불과
지역별 벤처투자 여건
지역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충북
전국

엔젤투자자(명)
8,390
4,479
762
682
665
259
204
19,410

액셀러레이터(개)
31
7
0
8
2
0
1
63

벤처캐피탈(개)
132
5
2
3
1
0
0
148

신규벤처투자1)(억원)
12,720
4,843
159
1,250
467
383
306
21,895

주: 1) 2017년 기준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연계 활동 미흡) 성공적인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연구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개발과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등 산‧학‧연 연계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반면 인천은 기업 외의 활동이 미흡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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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은 초창기 앵커기업들이 입지 및 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생적으
로 입주‧운영해온 만큼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가 약하여 클러
스터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조직 및 지식기반이 부족
— 전국 6대* 바이오클러스터 대비 인천의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수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허 보유 기관 수도 적어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조직 기반도 부실한 편
* 경기 광교, 대전 대덕, 대구 경북, 인천 송도, 강원 원주, 충북 오송

— 이에 따라 SCI 논문 수나 특허 수 점유율도 타 클러스터 대비 최하
위 수준
지역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조직 및 지식기반 현황
(%)

지역
경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국

바이오 연구기관 수 바이오 대학 수 특허 보유 기관 수
비중
비중
비중
12.4
18.2
21.9
6.3
4.8
8.6
5.0
3.8
2.1
2.9
3.3
2.2
5.0
4.5
4.2
4.5
4.8
5.1
100.0
100.0
100.0

SCI 논문 수
점유율
16.3
7.6
4.8
3.3
5.1
4.7
100.0

특허 수
점유율
14.1
13.1
2.9
1.4
4.2
3.0
100.0

자료: 산업연구원(2018)

 (바이오의약산업 외 기타바이오산업 경쟁력 부족)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 바이오의약품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낮음
ㅇ 인천지역에는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
업 등 기타 바이오산업 업체도 입주해 있으나 그 수와 규모는 작은 편
— 특히 바이오제품 위탁생산대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 바이오 서비스산
업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인천의 바이
오산업은 의약품산업이 규모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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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바이오산업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수 국내판매액·수출액 기업수 국내판매액·수출액 기업수 국내판매액·수출액
바이오의약

9

9,929.0 (76.3)

11

11,923.8 (70.6)

7

10,887.5 (65.2)

바이오화학·에너지

4

80.6 (0.6)

3

80.8 (0.5)

3

66.6 (0.4)

바이오환경

3

0.1 (0.0)

3

0.1 (0.0)

1

0.1 (0.0)

바이오의료기기

1

-

1

111.8 (0.7)

0

-

바이오서비스

2

3,007.3 (23.1)

2

4,778.5 (28.3)

4

5,752.2 (34.4)

주: 괄호안은 인천의 전체 바이오산업 대비 비중
자료: 한국바이오산업 정보서비스

ㅇ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각기 다른 분야의 산업 간 교류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만큼
의약품 외 다른 분야의 산업도 균형적으로 유치 및 육성할 필요
 (경제자유구역 혜택 감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제공되었던 기존의
조세 혜택이 감소하면서 향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19.1월부터)되면서, 향후 글로벌기업의 추가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
* 종전에는 이러한 혜택이 국내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할 우려와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한다는 국내기업의 불만 등으로 폐지가 결정됨

— 해당 제도 폐지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18년 말 기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자유구역내 입
주 또는 이전을 결정한 요인중 ‘세재혜택’이 가장 큰 요인(54.5%)으
로 나타남(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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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 사업시행자 대상 세제 혜택
구분

감면내용

입주기업 대상
감면요건

개발 사업시행자 대상
감면내용
감면요건

법인세

5년간 감면
-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 불 이상
- R&D: 1백만 불 이상
(석사, 3년, 상시 10인)

5년간 감면
-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 3천만 불 이상 투자
- 외투비율 50% 이상, 총
개발 사업비 5억 불 이상

소득세

7년간 감면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제조업: 3천만 불 이상
- R&D: 2백만 불 이상
(석사, 3년, 상시 10인)

상동

상동

국세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경제연구원

 (클러스터 분산에 따른 정책 집중도 부족) 성숙기에 도달한 클러스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각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분산
ㅇ 또한 타지역 클러스터 대비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으로 정보 교류, 오
픈 이노베이션 등 클러스터로서의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여 바이오벤
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유치 매력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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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및 시사점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여러 지원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ㅇ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 글로벌 수
준의 앵커기업을 앞세운 세계최대의 의약품 생산능력, 자생적 민간지
원 서비스 등의 강점을 내세워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빠르
게 성장하며 지역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내외 타 클러스터 대비 소수의 중소·벤처기업, 불리한 창업
여건, 미흡한 산·학·연 연계 활동, 기타 바이오산업의 낮은 경쟁력,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더욱 고도화된 바
이오클러스터로 발전하기에는 한계
ㅇ 이에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확대 조성과 더불어「바이오
뉴딜」이라는 중장기적 시각의 총체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발표
— 「바이오혁신클러스터」및「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조성과「바이
오공정 인력양성센터」구축은 부족한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산·학·연 연계 활동을 촉진하여 바이오클러스터내 혁신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바이오 랩 센트럴」조성과 바이오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정
책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
병원 구축 등 인천형 의료혁신 정책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인천시가 바이오 뉴딜을 정책을 실현하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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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지속)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의 유치
와 창업을 위해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VC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 인천시는 최근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개소
(2.25일)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분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
* 민간 주도 육성기업 37개사(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 담당), 공공 주도 육성기업
40개사(인천테크노파크 담당)가 입주

— 또한 지역내 대기업 제조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 증진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②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교 유치) 바이오 분야 연구소 유치, 지
역대학의 바이오 관련 분야 신설, 석박사 등의 인재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기반을 다질 필요
—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근교의 클러스터(예: 홍릉, 판교)와 협력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③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바이오의약산업 외에도 화
학·식품·에너지 등의 기타 바이오 분야의 육성을 통해 고용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 기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④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해외 경쟁지역* 대비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 제공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입지적 매력도를 강
화할 필요
*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낮은 법인세율(최고세율 각각 12.5%, 17%) 등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여건으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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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정부 지원 및 바이오산업 전담부서 강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의 적극적 정책지원도 필요
— 충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같이 중앙정부가 별도의 대규모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광범위한 「바이오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2.12월 설립

— 인천은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두 곳에서 바이오산
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
자유치사업본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은 약 20여명
** 충북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지원을 위해 도청에 별도 설치된 바이오산업국이
존재하며 3개의 과(바이오산업과, 화장품천연물과, 바이오산단지원과) 아래
70여명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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