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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데다 성장가능성과 고용유발효
과가 커서 대표적인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비메
모리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를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대전과 충북지역도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바
이오산업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바이오 클
러스터 공통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국내 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비교 분석하여
대전 및 충북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방안과 충청권 공동의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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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지식과 인력 산업 인프라 자
금과 투자 정부 지원 창업 활동 혁신 활동의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
다 이러한 가지 요인의 관점에서 충북 오송 및 대전 대덕 지역을 포함한 국내
대 바이오클러스터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북 지역은 ‘산
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등 2가지 요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자금과 투자’나 ‘창업 활동’ 요인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 지역
의 경우 ‘지식과 인력’, ‘창업 활동’, ‘혁신 활동’ 등 3가지 요인은 우수하지만 ‘산
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요인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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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에 필요한 가지 요인에 대한 상황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충북 및 대전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방안과 충청권 공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발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양 지역의 우수한
요인들은 적극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열위인 요인들은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
로 하였고 대전 충북 지역이 모두 노력이 필요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는 공동의 발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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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은 바이오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지
역 바이오산업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글로벌사업 추진기반 확대 개방형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의 경우 지역 연구역량
및 인력 전문성 제고 지역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 확대 창업 및
보육 역량의 강화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킹 강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권 전체로는 대전 충북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형병원 등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임상 등에 활용함과 아울러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청권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기능 및 창업 역량과 충북의 생산 및 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여 시너지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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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데다 성장가능성과 고용유발효과
가 커서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전 세계 바이오산업에서 국내의 바이오기
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의 약학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수
준 높은 의료 병원 시스템 등을 토대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 강화와 대규모 신
약기술 수출 등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바
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
업으로 선정하였고 지난 월 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을 발
표하였다 발표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배
확대하여 수준과 수출 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부터 인 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 관점의 전략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인데 충북
오송 지역과 대전의 대덕 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 바이오 클러스터 경기 충북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에서도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충북의 오송 지역은
년에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년에는 대구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보유하
고 있다 대전의 대덕 지역은 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해왔고 년에는 바이오 분야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의 특화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및 벤처창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충청권의 개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충북과 대전의 지역경제 발전 관점에서도 각 지
역의 바이오산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충북과 대전 지역 모두 각 지역의 미래
대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
서 다양한 형태로 바이오산업을 지원 및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
에서 바이오산업을 더욱 육성시키려 하고 있으며 충북과 대전 지역도 모두 자체적
인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년 월
일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을
발표하였고 대전의 경우 년 월 일에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년까지 글
로벌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할 것 이라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충북과 대전 지역을 포괄하는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는 개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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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 전체를 대상으
로 하거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충청권의 인접한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인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현장 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충청권 바
이오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바이
오산업 성과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심층 면접을 이용
한 현장 조사의 경우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주요 주체들인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
체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장인 장에서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조망해 볼 것이다 바이오산업의 개념과 특성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현황을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으로 구분하
여 파악해 본다 장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사례를 살펴본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실제의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본다 장에서는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바이오 클러스
터의 핵심성공요인 가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
내 개 클러스터 지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충북과 대전 지역의 여건을 평가해 본
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충북 지역의 발전 방안 대전 지역의 발전 방안 충청권 공동의 발전
방안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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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1.

바이오산업 개요
가. 바이오산업의 정의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기존의 의약, 화학, 식품, 환경, 전자, 농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
서 생명공학기술이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범
위와 세부 산업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개념
과 범위, 산업 내 세부 분류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
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범위와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도에 국가기술표준
원이 1차로 바이오산업을 8개로 분류한 국가표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1차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
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이용하는 산업’으로 명확히 하였고, 세부적인 산업 분
류는 대분류 항목 8개, 중분류 항목 51개로 구성하고 있다. 8개의 세부산업들은 바
이오의약,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기기, 바이오자원, 바이오서비스 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바이오헬스산업이 있다. 최
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과 바이오산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바이오헬스산업은 바이오산업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산업 내에는 바이오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1>에는 이러한 개념 구분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한편, 바
이오헬스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도 광의의 헬스케어 산업
(Healthcare Industry)과 협의의 바이오산업(Biotechnoloy Industry)을 모두 다루고 있
는데, Frost & Sullivan에서는 정기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MARKETLINE에서는 바이오산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
이오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
는 용어와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
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용어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헬스
케어 산업(Frost & Sullivan이 사용)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국내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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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이라는 용어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바이오산업(MARKETLINE)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산업은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림 1> 바이오헬스산업과 바이오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주 :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중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면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임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나. 바이오산업의 특성

바이오산업은 제품에 대한 개발 기간이 매우 길고 이 과정에서 방대한 자금을 필
요로 하며 개발에 대한 실패율도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위험이 큰 산업이
지만 개발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가져다주는 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크게 일어
난다는 특성도 있다.
Pisano(2006)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명공학 특
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 둘째,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들이 매
우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점, 셋째, 필요한 기술과 지식들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학습이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비즈니스에 고
려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통합, 누적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바이오산
업의 특성과 필요 과제들은 바이오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 바이오산업 내 주체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계 및 통합을 시도
함으로써 연구개발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지식의 통합적 적용이 가능하며, 급변하
는 기술과 지식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
는 바이오산업 내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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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현황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2013년 2,634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3,802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1>에는 최근 5년 동안의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시
장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1)
(단위 : 억 달러, %)
전년대비 성장률

연도

금액

2013

2,634

-

2014

3,030

15.0

2015

3,344

10.4

2016

3,539

5.8

2017

3,802

7.4

주 : 1) 2018년은 4,130억 달러로 예상
자료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18.06월)

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1,790억 달러 규
모에 47.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순으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 <표 2>에는 지역별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시
장 규모와 점유율이 나타나 있다.
2017

<표 2> 지역별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1)
(단위 : 억 달러, %)
점유율

지역

금액

미국

1,790

47.1

아시아-태평양

928

24.4

유럽

679

17.9

중동

69

1.8

기타

336

8.8

합계

3,802

100.0

주 : 1) 2017년 기준
자료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18.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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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
헬스케어 분야로 2,180억 달러 규모에 5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식품 분야, 환경 및 산업공정 분야, 서비스 제공 분야, 기술서비스 분야의 순으로
규모가 크다. <표 3>에는 바이오산업 세부 분야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가 나타나있다.
2017

<표 3> 분야별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점유율

분야

금액

의료·헬스케어

2,180

57.3

농·식품

489

12.9

환경 및 산업공정

425

11.2

서비스 제공

377

9.9

기술서비스

331

8.7

합계

3,539

100.0

주 : 2017년 기준
자료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18.06월)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2년도에는 5,5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망
(단위 : 억 달러)

주 : 시장규모 단위(억 달러)
자료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18.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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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국내 바이오산업은 해당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시장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며,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의 생산·투자·고용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 규모도 증가되어야 한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2013년 7조 5,108억 원에서 2017년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한 10조 1,264억 원 규모를 달성하였다. <표 4>에는 최근 5년간 국내 바
이오산업의 생산 규모가 나타나 있으며,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7.8%이다.
<표 4>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단위 : 억 원, %)
성장률

연도

금액

2013

75,108

-

2014

76,070

1.3

2015

85,039

11.8

2016

92,611

8.9

2017

101,264

9.3

주 :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7.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투자 규모의 경우 2015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 이후 연평균
12.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에는 2조 2,16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5>는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
(단위 : 억 원, %)
성장률

연도

금액

2013

13,763

-

2014

18,344

33.3

2015

17,186

-6.3

2016

20,494

19.2

2017

22,162

8.1

주 :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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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의 고용규모는 2013년 3만 6,684명에서 2017년 기준 4만 4,269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6>에는 최근 5년 동안의 고용 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4.8% 수준이다.
<표 6> 국내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
(단위 : 명, %)
성장률

연도

인원

2013

36,684

-

2014

37,801

3.0

2015

40,298

6.6

2016

41,559

3.1

2017

44,269

6.5

주 :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4.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규모는 2013년 3조 1,642억 원에서 2017년에 5조 1,497억
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2.9% 성장하였다. <표 7>에는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
산업 수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규모
(단위 : 억 원, %)
성장률(%)

연도

금액(억 원)

2013

31,642

-

2014

34,052

7.6

2015

42,861

25.9

2016

46,310

8.0

2017

51,497

11.2

주 :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국내에는 바이오산업의 주요 주체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국
15개 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의 광교와 판교, 인천의 송도, 강원의 원
주, 충북의 오송, 대전의 대덕, 대구의 신서혁신도시 등 6대 바이오 클러스터가 대표
적이다. 본 연구는 충청권의 바이오산업을 분석할 때 이러한 6대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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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권 바이오산업 현황

가. 충청권 현황 이해를 위한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 파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통계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들도 모두 매년 실시하는 한국바이오산업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자료를 토대로 가공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전국에 소재한 1,000여개(2017년 기준 1,044개)의 기업들을 모집단
으로 하고, 실제 조사 대상 기업을 표본(2017년 기준 984개)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한 것이다. 2017년도의 경우 충북 지역은 78개, 대전 지역은 76개의 기업
이 각각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본사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이다. 즉, 어떤 기업의 본사가 A 지역에 있어도 공장이나 연구소와 같은 사업장
이 B 지역에 있으면 해당 기업의 통계는 B 지역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또한, 한 기
업이 공장과 연구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통계가 산
출되고,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생산 규모가 큰 공장이 있는 지
역으로 통계가 집계된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통계는 투자나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적절한 기준일 수 있다. 그러나 본사를 기준으로 한 지역 통
계도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
업장 기준의 지역별 통계와 함께 본사 기준의 지역별 통계도 특정 지역의 바이오산
업 현황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6년도부터 국내 바이오 중소·벤
처기업 현황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
오협회가 사용하는 바이오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조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두 자료의 차이점은 산업통상자원
부·한국바이오협회 자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단과 표본에 모두 포함하고 있
지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의 경우 조사에
포함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수가 훨씬 많아 중소·벤처기업 측면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자료를 기본적인 통계 자료로 활용하되,
해당 통계 자료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
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도 일부 활용하였다.

13

2019 한국은행 충북본부 ․ 대전충남본부

나. 충북 지역 바이오산업 현황

충북 지역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7년 1조 8,889억 원으로 전년대비
18.6%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9.3%)과 6대 클러스터 평균
성장률(11.6%)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생산의 18.7%,
6대 클러스터 생산의 22.4%를 차지하며, 6대 클러스터 중 경기 지역(4조 2,255억
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표 8>에는 충북 바이오산업의 최근 생산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8> 충북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92,611

101,264

8,653

9.3

금액

75,634

84,418

(전국대비 비중)

(81.7)

(83.4)

8,784

11.6

금액

15,928

18,889

(전국대비 비중)

(17.2)

(18.7)

2,961

18.6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21.1)

(22.4)

전국
6대 클러스터

충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충북 지역 최근 5년 동안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추이를 보면, 2013년 1조 1,592억
원에서 연평균 13.0% 수준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조 8,889억 원 규모로 성장하
였다. <표 9>에는 충북 바이오산업의 생산 추이가 나타나 있다.
<표 9> 충북 바이오산업 생산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전국

생산 금액
증감률
생산 금액

6대
클러스터

충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5,108

76,070

85,039

92,611

101,264

-

1.3

11.8

8.9

9.3

55,201

58,265

68,660

75,634

84,418

전년대비 증감률

-

5.6

17.8

10.2

11.6

(전국대비 비중)

(73.5)

(76.6)

(80.7)

(81.7)

(83.4)

생산 금액

11,592

12,913

14,037

15,928

18,889

전년대비 증감률

-

11.4

8.7

13.5

18.6

(전국대비 비중)

(15.4)

(17.0)

(16.5)

(17.2)

(18.7)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21.0)

(22.2)

(20.4)

(21.1)

(22.4)

주 : 충북의 최근 5년(2013∼2017년) 연평균 생산 성장률은 1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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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를 보면, 충북 지역은 년도를 제외한 최근 년 동안 전국 및 6대 클
러스터대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본 자료는 기업 본사가 아니라 사업장(공
장이나 연구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충북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기준으로
생산 규모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충북 지역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은
1조 1,622억 원에서 2016년에 1조 4,58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2016년, 2017년 국
내 바이오중소·벤처기업 현황 통계). 따라서 국내 표준으로 사용되는 통계인 산업통
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가 제공하는 자료와 본 연구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의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충북 지역 내 생산 규모의 증가는 투자와 고용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실제 <표 10>과 <표 11>에서 보듯 최근 충북 바이오산업의 투자 및 고용
규모가 전국평균 및 6대 클러스터 대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5

5

<표 10> 충북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전국
6대 클러스터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률

투자 금액

20,494

22,162

1,668

8.1

투자 금액

16,785

18,204

(전국대비 비중)

(81.9)

(82.1)

1,419

8.5

1,079

45.7

투자 금액

2,361

3,440

(전국대비 비중)

(11.5)

(15.5)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14.1)

(18.9)

충북

주 : 충북의 5년(2013~2017) 동안 연평균 투자 성장률은 26.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표 11> 충북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
(단위 : 명, %)
구분
전국
6대 클러스터

충북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수

41,559

44,269

2,710

6.5

인원수

29,438

32,691

(전국대비 비중)

(70.8)

(73.8)

3,253

11.1

인원수

6,191

7,800

(전국대비 비중)

(14.9)

(17.6)

1,609

26.0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21.0)

(23.9)

주 : 충북의 5년(2013~2017) 동안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11.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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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전 지역 바이오산업 현황

대전 지역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7년 기준 1,203억 원으로 전년의 1,871
억 원에 비해 66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대비 및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모두 2017년 기준 1% 초반으로 하락하였는데 대전 지역이 생산
중심의 클러스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2>에는 대전 바이오산업의 최근 생산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표 12> 대전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92,611

101,264

8,653

9.3

금액

75,634

84,418

(전국대비 비중)

(81.7)

(83.4)

8,784

11.6

금액

1,871

1,203

(전국대비 비중)

(2.0)

(1.2)

-668

-35.7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2.5)

(1.4)

전국
6대 클러스터

대전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표 13>에는 대전 바이오산업의 생산 추이가 나타나 있다. 대전 지역의 최근 5
년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2013년 3,371억 원에서 2017년에는 그 절반 이상인
1,20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

<표 13> 대전 바이오산업 생산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전국

생산 금액
증감률

대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6,070

85,039

92,611

101,264

-

1.3

11.8

8.9

9.3

55,201

58,265

68,660

75,634

84,418

전년대비 증감률

-

5.6

17.8

10.2

11.6

(전국대비 비중)

(73.5)

(76.6)

(80.7)

(81.7)

(83.4)

생산 금액

3,371

3,469

3,090

1,871

1,203

생산 금액
6대
클러스터

2013년
75,108

전년대비 증감률

-

2.9

-10.9

-39.5

-35.7

(전국대비 비중)

(4.5)

(4.6)

(3.6)

(2.0)

(1.2)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6.1)

(6.0)

(4.5)

(2.5)

(1.4)

주 : 대전의 5년(2013∼2017) 동안 연평균 생산 성장률은 -22.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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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단락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대전 지역의 생산 규모는 2013년 3,371억 원
에서 2014년 3,46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처럼 사업장(공장이나 연구소)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
부·한국바이오협회 제공)의 보조자료로 본사 기준의 국내 바이오중소·벤처기업 현황
통계(한국생명공학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를 보면, 2015년 대전 지역의 바이오 중
소·벤처기업의 매출은 3,655억 원에서 2016년에 4,311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업장(공장이나 연구소) 기준의 지역 생산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
이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의 바이오기업들 중 성장 단
계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연구소나 공장을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 과정
에서 기존에는 대전 지역으로 잡혔던 생산 실적이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소의 이전
지역 통계로 집계된 결과로 파악되었다. 즉 <표 13>에서 대전 지역 생산 추이가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은 본사의 매출 실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에 본사
를 둔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소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후 공장이나 연구소가 이전한 지역으로 생산 실적 통계가 취합된 데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대전 지역의 입장에서는 본사 기준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무시하기
보다는 지역 내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연구소나 공장을 이
전하는 상황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한 대전 지역 내 생산 규모의 감소는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표 14>에는 대전 바이오산업의 최근 투자
규모가, <표 15>에는 고용 규모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4> 대전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전국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투자 금액

20,494

22,162

1,668

8.1

투자 금액

16,785

18,204
1,419

8.5

(전국대비 비중)

(81.9)

(82.1)

투자 금액

1,310

989

(전국대비 비중)

(6.4)

(4.5)

-321

-24.5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7.8)

(5.4)

6대 클러스터

대전

주 : 대전의 5년(2013~2017) 동안 연평균 투자 성장률은 -6.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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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대전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
(단위 : 명, %)
구분
전국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수

인원수

41,559

44,269

2,710

6.5

인원수

29,438

32,691
3,253

11.1

(전국대비 비중)

(70.8)

(73.8)

인원수

1,864

1,663

(전국대비 비중)

(4.5)

(3.8)

-201

-10.8

(6대 클러스터 내 비중)

(6.3)

(5.1)

6대 클러스터

대전

전년대비 증감률

주 : 대전의 5년(2013~2017) 동안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3.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8년)

대전 지역의 생산, 투자, 고용 관련 수치들은 본사 기준의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
인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지역별 바이오산업을 이해하는
데 사업장 기준의 통계와 본사 기준의 통계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를 집
계하는 기관에서도 사업장 기준과 본사 기준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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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 및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문헌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성공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
인과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충청권 및 대한민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별 현황을 조망
해보고 수준을 판단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
1.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

가. 바이오 클러스터 개요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경제학의 산업입지론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서 동
일 지역 내에 집적된 산업 단지에서 대량 생산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강
조된다. 포터는 클러스터의 개념을 경쟁이론에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이나 기관들이 유사성과 보완성을 통해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Porter, 2000).
각국 정부 및 주요 기관들은 클러스터가 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OECD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클러스터를 연
구하는 그룹(클러스터 포커스 그룹)을 만들고 OECD 국가의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
하기도 하였다. OECD는 클러스터의 개념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가치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창출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
조직(지식집약 사업서비스, 컨설턴트), 고객 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는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그 개념상 관련된 기
업과 기관 사이의 연계, 지리적인 집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 영역 등의 내용을
공통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
을 통해 혁신 활동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혹은 지역의 경쟁
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enen et al., 2004).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이 바이오산업에 적용되는 경우를 바이오 클러스터 혹은 바
이오텍 클러스터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바이오산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Coenen et al., 2004), 기술집약적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장비와 기술, 지식과 정보 등의 집적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일수록 클러스터 주체들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 이를 통한 학습과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한데, 혁신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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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지역적 집적이라는 점에서 바이오 클러스
터가 유용하다고 하겠다. 한편 바이오산업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러
스터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Europe Innova, 2008). 실제로 바이오 클
러스터와 같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모형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경제 발전 및 첨단 산업 발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나.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바이
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들을 모두 다루어 왔다. 이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DTI(1999)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0가지 성공
요인은 과학적인 기반, 기업가적인 문화, 산업의 기반, 인재의 유치, 주요 인프라, 자
금의 조달, 지원기관 및 대기업, 숙련된 인력, 효율적인 네트워크, 정책지원 환경이
며, 요인별 주요 내용은 <표 16>에 요약되어 있다.
<표 16>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
성공요인

예시

과학적 기반

주도적 연구기관(대학, 병원 등), 과학적 성과

기업가 문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상업화 인식, 기업설립 의지, 기업가 정신

산업 기반

스핀오프와 스타트업 활성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

인재 유치

충분한 고용 기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와 명성, 생활 환경

시설 및 대지 등의 인프라
자금 조달
지원기관 및 대기업
숙련된 인력
효율적 네트워크
정책지원 환경

인큐베이터와 연구기관 간의 인접 배치, 실험시설을 갖춘 시설물, 임대제도의
유연성, 공간 확장 가능성, 교통 환경(자동차/철도/공항 등)
벤처캐피탈, 엔젤 등
경영/법/특허/인력 조달/자산관리 등의 지원 기관, 분야별 대기업 존재
숙련된 노동력, 분야별 필요인력 훈련 과정
공유된 클러스터 구축 열망, 장비 및 인프라의 공유, 공동 연구
국가 및 지역의 지원 정책, 예산 및 관리

자료 : DTI(1999)

미국의 생물산업협회(BIO, 2002)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대형 공공·
민간 연구기관, 대학, 제약기업, 고학력 숙련 노동자, 삶의 질, 합리적인 환경규제와
함께 지역의 생활 인프라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안전한 식수원, 좋은 하
수시설 등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실무적으로는 2001년도에 보스턴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이 전 세계의 대표적인 6개 바이오 클러스터
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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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및 연구 지원, 우수한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 실험실·생산시설·사무실·교통 인프라, 정책 환경의 호의성 등을 사용하
였다.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인을 제시하기보다 가장 핵심
적인 성공요인들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는데, OECD(2001)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Powell et al.(2002)은 과학기술 기반 요소와 자본 요소를 지역 클러스터의 바이오
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 Europe Innova(2008)는 바이오 클러스터
의 성공을 위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학이나 연구기관, 대기업의 참여, 바이오기술
기업의 존재 등을 강조하였으며, Ketels(2003)는 클러스터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파트너십과 더불어 대학, 기업, 정부를 포괄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강력한 리더십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고 이들과
기업 간의 활발한 공공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데(Murray, 2004), 이는 바이오산업이
기술적 불안정성이 높은 첨단기술산업이라는 점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연계 및 협력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Casper, 2007).
국내 연구들을 보면, 고유상(2002)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면서
실질적 네트워크, 풍부한 자원, 민간과 정부의 역할 조화, 선도자의 리더십, 기술혁
신 강화형 시스템, 전문서비스 연관 산업 구비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영
덕·김정석(2003)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통해
강력한 연구 기반, 성공한 모델 기업, 풍부한 자본, 긴밀한 산·학 협력, 벤처문화와
기업가정신, 풍부한 우수 인력, 인프라 정비, 긴밀한 네트워크 등을 공통적인 성공요
인으로 제시하였다. 한동우(2003)는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면서 우
수한 연구 기반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벤처캐피탈이 부재하거나 기업가정신
이 결여되어 있으면 바이오 클러스터가 실패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필요 요인들도
클러스터 내 역량이 부족한 경우 성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2012)은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클러스
터 내 혁신 주체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혁신 주체들을 위한 인센티브, 기술평가의
보편타당성,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하였다.
2.

바이오 클러스터 해외사례 분석

그동안 전 세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많은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영덕·김정석(2003)은 미국과 영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다루었고, 정진섭 외
(2011)의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김인재(2011)의 연구에서
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김태운(201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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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아시아 국가들인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김주헌(2016)의
연구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였고, 박지수(2017)의 연구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사례를 다
루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여러 개의 유명한 클러스터가 위치한 경우도 있다. 또한 바이오 클러스
터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별 바이오 클러스터들의 성격과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다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특정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산·학 협력을 중심으로 분석
한 연구(은은기, 2015), 영국 사례를 클러스터의 동태적 진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이종호·이철우, 2015), 미국의 사례를 국내 사례와 비교하여 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은은기, 2016)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이상에서 살펴본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oe et al.(2007)은 클러스터 업종, 내부의 동태성, 지리적 규
모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종호·이철우(2008)는 현실에서 산업
집적지 유형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자생형, 대학주도형, 정부주도형으로 구분되
며(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김태운(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으로 구분하여 정부주도형 클러스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하의 사례 분석에서는 전 세계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사례를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모든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정부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
며 민간의 자발적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유형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는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장 과정에 필요한 일들을 기
획하고 실행할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민간 주도형’ 클러
스터는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과 시너지 창출을 나타
내는 특성이 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 민간 주도형 바이오 클러스터

미국 샌디에이고 클러스터
미국 샌디에이고는 원래 관광산업과 방위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1955년 솔크 연구소, 1960년 스크립스 연구소, 1964년 캘리포니아 샌디에
이고 대학(이하 UCS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78년 지역 최초의
생명공학기업인 하이브리드테크가 설립되면서 바이오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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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클러스터에는 바이오와 의학 분야 연구에 강한 UCSD를 중심으로 세
계적인 기초과학 연구소들인 솔크 연구소, 스크립스 연구소 등이 모여 있다.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상호 연계 및 협력이 용이하였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신약개발의 경우 후보물질 개발에 집중하고 이후의 단계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이용하거나 대형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가 진행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샌디에이고 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며 하이브리드테크가 최초의 전립선암 진단기 출시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
로 지역의 주력 분야가 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클러스터 내에는 UCSD와 연구소(솔크 연구소, 스크립스 연구소, 번
햄 연구소 등)가 R&D 주체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지역 내 1,100여 개
의 기업들과 80여 개의 독립 연구소 및 대학소속의 연구기관들도 산학 협동으로 연
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클러스터 지역에는 UCSD의 메디컬 센터와 Sharp
Memorial Hospital 외 9곳의 병원들이 임상실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엔
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은행 등과 같은 투자기업들이 생태계 안에서 자금 공급 기능
을 수행한다. 한편 샌디에이고 클러스터 내에는 CONNECT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
는데, 동 조직은 산학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학과 기업 간 관계형성에 주력
하며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개입하지는 않는 유연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협
력 과정의 지원은 협력 주체들 사이에서 연구개발 및 신기술 정보, 경영 일반에 대
한 정보, 투자에 대한 정보 등이 상호 교환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토대로 공동 창
업, 투자자 확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즉 CONNECT는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 사람, 기술, 자본 등을 연결해주는 메커
니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산업 생태계를 보다 강
화시키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영국 케임브리지 클러스터
영국의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중
가장 발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케임브리지 지역의 트리니티 칼리지가
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첨단 기업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특히,
영국의 대표 대학이자 전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대학 인근에 많은
첨단 기업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만들어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지역에 수많은 기업들이 집적되었다. 1970년
대에 모이기 시작한 첨단 기업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늘
어나 1999년에는 약 1,000개로 증가하였다.
케임브리지 클러스터의 혁신 주체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아덴브룩스 병원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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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
다. 또한 클러스터 지역 내 연구 인력과 창업 인력의 상당수가 케임브리지대학 출
신인데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케임브리지 대학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
들과 연구기관들이 집적하며 자생적 클러스터의 생성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케임
브리지 대학과 아덴브룩스 병원에서 분산된 기업들을 포함하여 창업 기업들이 증가
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비스니스 지원 시설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생
겨나게 되었다. 이 밖에 머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 암젠과 같은 생명공학기업들
이 바이오 벤처기업들과 함께 클러스터 내에 집적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그 주변에 설립된 수많은 연구기관들
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과학적 학술 기반을 갖추고,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 간의 긴
밀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내 네트워킹 및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기관들
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특히,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그룹(CTG: Cambridge
Technopole Group)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지원기관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서
기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 네트워크 전문기관, 투자 및 금융기관, 법률 및 회
계 조직 등을 분야별로 잘 연결시켰다.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미국의 보스턴 지역은 미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맞추어 성장하였다. 1960~1980년
대에는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우주항공, 국방 등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
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컴퓨터 S/W, IT서비스, 제약 및 의료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로 변모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S/W 및 IT서비스 중심에
서 BT(Bio Technology)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하며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긴밀하게 협업하며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이다. 지역 내 하버드, MIT 등의 대학과 연구
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벤처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혁신 벤처들을 필요로 하는 글
로벌 제약사들이 이곳에 모이며 성장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대학과 연구소는 원천기술과 인재, 벤처창업 기반을 제
공하고 병원은 임상실험을 책임지며, 제약사는 기술의 상업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하
였다. 대학, 연구소, 병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직접 벤처
창업에 나서면서, 이를 통해 원천기술의 상업화 연계가 용이해졌다. 지역 내 전문
벤처캐피탈은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문
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벤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스턴 클러스터 내에는 대규모의 글로벌 제약사, 혁신적인 바이오 벤처기업, 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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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TOP5 병원 등이 위치하고 산․학․연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보스턴 클러스터
는 상당부분 자생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
왔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의 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도시가 바로 보스턴
지역이다. 보스턴 지역 사례는 정부 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부 지원이 많고
민간 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 주도형’은 산업 생태계의 구성과 예산 활용에서 정부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민간 주도형’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 주도형 바이오 클러스터

일본 고베 클러스터
일본의 고베 시(市)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목적으로 의
료산업단지를 조성을 계획하여 포트 아일랜드라는 고베 앞바다의 인공 섬에 2단계
개발을 실시하였다. 고베 시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내에 의료산업과 관련
된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효고 현과 함께 다
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의료산업도시 구축의 실행을 담
당할 고베 첨단의료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고베 클러스터 내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치기업들이 모두 분포되어 있고 기업
유형도 연구개발, 제조 및 서비스, 판매 전문 등으로 다양하다. 클러스터 내에는 고
베 가쿠인 대학, 효고 의료대학 등 5개의 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단지 내에 정부의
사업을 통해 설치된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센터, 분자이미징과학연구센터 등이
수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고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산하 조직 구성으로 IBRI(첨단의료센터), TRI(임상연
구정보센터), PCK(Pro-Cluster Kobe, 클러스터추진센터)가 있다. IBRI는 연구소와 병
원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 임상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TRI는 중개연구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PCK는 창업에 필요한 지적
재산권, 펀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고베 바이오메디컬
창조센터(BMA)라는 것이 있는데 바이오벤처기업과 의료기관의 기술 상업화를 지원
하는 업무를 한다. 연구실, 생산시설, 실험실 등을 갖추고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자국의 제약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바이오분야의
연구 성과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고베 클러스터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반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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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고베시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동시에 노력해
왔다는 점도 클러스터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싱가포르 원노스 클러스터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까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전자산업이 더 이
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여 집
중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부터 아시아의 바이오허브를 지향하며 대규모의
자금 투입과 함께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싱가포르의 원노스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중심 지역인 바이오폴리스와 생산 중심
의 투아스 메디컬 파크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폴리스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싱가
포르의 국책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제약사와 연구소가 함께 공동연구를 진
행해오고 있다. 투아스 메디컬 파크에는 글로벌 TOP10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이 바
이오약품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바이오 클러스터는 조세 인센티브와 공동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관련 연구소들을 유치하였고, 지역 산업 내 우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먼저, 조세 인센티브 측면에서 싱가
포르는 법인세율이 다른 경쟁국보다 낮은 17% 수준을 유지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
하는 기술 선도 기업에게는 최장 15년 동안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 주었다. 공동 인
프라와 관련해서는 바이오폴리스 내에 MRI장비, 다초점 레이저 현미경, 유동세포
분석 장비, 동물실험실 등 바이오제약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싱가포르국립대(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미국의 Duke대가 공동으로 Duke-NUS 의학전문대학
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정부가 과학 전공자에게 8~9년 동안의 유학비용
을 지원하고 유학이 끝나면 바이오폴리스에 돌아와 5~6년을 근무하게 하는 장기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아일랜드 더블린․코크 클러스터
아일랜드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거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R&D 센터와 본사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일랜드는 유럽 내 글로벌 제
약사들의 생산거점 1순위로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 공장이나 본사를 아일
랜드에 입지시키고 있다. 더블린에는 주로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가 존재하며 영업
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코크에는 주로 제조시설이 존재하여 생산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아일랜드는 파격적인 조세 정책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 유치와 적극적인 인력 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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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한 우수 인재 공급을 통해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왔다. 먼저, 조세 정책의 측
면에서 12.5%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
율 감면(6.25%), R&D비용 세액공제(최대 37.5%) 등을 제시하여 글로벌 제약사들
을 유치하였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해외거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법인세,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아일랜드
의 이러한 조세 정책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일랜드가 유치
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시설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약 6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립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통해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약 4조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글로벌
Top10 제약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위치하여 세계 7번째의 의약품 수출국으로 도
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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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충청권 바이오산업 현황 및 여건 평가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
외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성
공요인 6가지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6가지 성공요인을 기
준으로 하여 충청권의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여건을 국내의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

분석 개요

가. 선행연구 상의 성공요인

앞선 III장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고, 그러한 성공요인을 토대로 대표적인 클러스터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
는 이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살펴본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이영덕·김정석(2003)
이 있다. 동 연구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다룬 국내외 6개 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는데 개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11개의 성공요인
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11개의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요인은 강한 연구기반, 우
수한 전문인력, 풍부한 자본, 혁신적 기업문화, 잘 발달된 인프라, 호의적인 법률/세
제 제도, 관련 산업의 집적, 활발한 네트워킹, 대규모 시장(조사), 선도자(기업/경영
자)의 리더십, 법무 및 컨설팅 등이다. 6개의 연구들 중 3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공요인들은 강한 연구기반, 우수한 전문인력, 풍부한 자본, 잘 발달된
인프라, 호의적인 법률/세제 제도, 활발한 네트워킹의 6개로 다시 추려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인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다른 연구
들에서 기업가정신이나 벤처기업 활성화와 같은 창업 활동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
공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DIT(1999)는 기업가 문화와 창업 활성화를 10개 성공
요인 중 2가지로 다루고 있고 OECD(2001)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한동우(2003)는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가 다른 성공요인을 갖추더라도 기업가 정신이나 벤처캐피탈이 부재하면 실
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바이오 클러스터의 창업 활동이 얼마나 활
발한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공통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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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개의 공통 성공요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영덕·김정석(2003)이 제시한 6개의 공통 성공요인들(강한 연구기
반, 우수한 전문인력, 풍부한 자본, 잘 발달된 인프라, 호의적인 법률/세제 제도, 활
발한 네트워킹)과 다른 연구들이 강조한 창업 활동이라는 성공요인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 분석에 사용할 6가지 성공요인으로 통합하였다. 강한 연구기반과 우
수한 전문인력은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였고, 풍부한
자본과 잘 발달된 인프라는 각각 ‘자금과 투자’, ‘산업 인프라’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활발한 창업 활동은 ‘창업 활동’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호의적인 법률/세제 제도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요인으로 개념을 확장하였고,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은 기존 기
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혁신 활동’이라는 확장된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바이오 클러스터의 공통 성공요인들은 새롭게 통합하고 확장
하는 작업은 기존 연구결과와 현장 심층면접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하고 확장
하여 선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공통 성공요
인들은 ⅰ)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ⅱ)산업 인프라, ⅲ)자금과 투자, ⅳ)정부의 지원,
ⅴ)창업 활동, ⅵ)혁신 활동의 6개이다. 이들 6개의 요인들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
공에 작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의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요소는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이 생성되고 초기에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건이 된다. 여기에 기업들의 창업
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기업
들이 계속 창업되어 바이오산업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기존의 생태계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물론 주체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면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선순환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출된 6개의 공통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과정
은 관련된 성과지표를 살펴보거나 간접적으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
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과 인력 요인은 특허의 수나
박사인력의 수와 같은 성과지표를 살펴보았고, 정부 지원 요인은 지역별로 바이오산
업을 지원하는 조직의 규모나 특성을 통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6개 요인별로 어떠한
성과지표나 분석 내용들이 클러스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에 논의하는 분야별 상황 분석의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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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별 비교·분석

가. 지식과 인력

첨단 과학 산업이라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은 산업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식 기반은 지역 내 특허보유기관 수,
SCI논문 수, 특허 수로 살펴보았으며, 전문인력은 지역 내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 연
구자 수, 박사 인력 수로 평가해 보았다.
먼저, <표17>은 지역별 지식 기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북 지역은 6대 클
러스터 중 특허보유기관 수 3위, SCI논문 수 4위, 특허 수 4위로 중하위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전 지역의 경우 세 가지 항목 모두 6대 클러스터 중 2위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위한 지식 기반이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광교, 판교)가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세 항목 모두 최상
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지역별 바이오산업 지식 기반 현황1)
(단위 : 개)
지역

특허보유기관 수

SCI논문 수

특허 수

전국

2,795

60,229

13,845

6대 클러스터

1,220

25,184

5,373

603

9,809

1,959

인천

60

1,990

191

강원

115

3,092

580

충북

140

2,859

412

대전

238

4,566

1,819

대구

59

2,863

407

경기

주 : 1) 최근 5년(2012~2016)의 통계
자료 : 산업연구원 (2018)

다음으로 지역별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현황을 보여주는 <표 18>을 살펴보면, 충
북 지역은 6대 클러스터 중 바이오산업 종사자 수 2위, 연구자 수 2위, 박사 인력
수 3위를 나타내며 상위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 대비 연구자
수 비중, 연구자 수 대비 박사 인력 수는 비중을 보면 충북 지역은 전문인력은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대전 지역의 경우 전문인력을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항목 중 종사자 수 5위, 연구자 수 4위, 박사인력 수 2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종사자 수 대비 연구자 수 비중과 연구자 수 대비 박사 인력 수 비중은 전국
6대 클러스터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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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역별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현황1)
(단위 : 명)
지역

종사자(A)

연구자(B)

박사 인력(C)

B/A

C/B

전국

41,899

13,181

2,427

0.32

0.19

6대 클러스터

29,742

9,104

1,631

0.31

0.18

경기

13,361

5,042

837

0.38

0.17

인천

3,960

1,062

196

0.27

0.19

강원

2,647

550

133

0.21

0.25

충북

6,460

1,596

218

0.25

0.14

대전

1,864

757

229

0.41

0.31

대구

1,450

97

18

0.07

0.19

주 : 1) 2016년도 기준 통계
자료 : 산업연구원 (2018)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충북 지역의 경우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모두 6대 클러스터 중 중위권의 보통 수준
으로 평가되나 대전 지역의 경우는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모두 6대 클러스터 중 상
위권의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나. 산업 인프라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바이오산업 인프라 요
인들은 부지,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R&D 기능과 생산 기능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
업 인프라 요인을 지원 장비와 입주 시설, R&D와 생산 인프라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 장비와 입주 시설의 경우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인 충북 지역과 대구
지역의 인프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
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4개의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고가의
대규모 장비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
해 입주 공간 및 지원 체계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난 장비와 입주 시
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클러스터 지역들은 보유하고 있는 인
프라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중앙 정
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는 없이 지역 차원에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경기 바이오센터가 광교와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장비와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도 인천테크노파
크의 바이오센터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경
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장비와 입주 시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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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은 대전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융합센터가 바이오벤처타운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주 및 장비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
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 지역과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다른 클러스터 지역과 마찬
가지로 지역 관점에서의 장비 및 사무실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 지역은 충북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구 지역의 경우 대구
테크노파크의 바이오헬스융합센터가 장비와 사무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비 및 입주 시설 관점의 인프라 상황을 요약하면, 충북과 대구 지역은 중앙 정
부 주도의 제공 인프라와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인프라가 모두 제공된다는 점에
서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9> 지역별 산업 인프라 현황1)
지역

장비 및 입주 시설

R&D 및 생산 인프라

경기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인천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강원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충북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대전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대구

중앙 중심(○), 지역 중심(○)

R&D(○), 생산(○)

주 : 1)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 충북과 대구 이외 지역중 인프라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일부 있는 경우
△로 표시
자료 : 자체 분석

다음으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R&D 기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성장 기업의 생산 기능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R&D를
위한 인프라는 사무실과 실험실, 연구 장비 등이 중심이 되며, 생산을 위한 인프라
는 부지와 생산설비 등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 바이오 클
러스터의 경우도 R&D 및 생산의 관점에서 보유한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
지역의 경우 광교와 판교 지역 모두 R&D 중심의 클러스터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
도 바이오기업의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많고 경기도가 광교 및 판교 클러스터를 화
성의 향남제약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기바이오벨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R&D 인프라와 생산 인프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송도
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 및 생산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생산
인프라 측면은 잘 갖추고 있으나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R&D
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강원도 원주 지역은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지원 인프라와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R&D 지원 인프라와 이들의 생산 인프라를 한 지역에 모두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지원 인프라와 원주의료기기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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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은 충북과 마찬가지로 R&D 중심의 첨
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단지 내에서 소규모의 생산설비를
통한 생산도 가능하며 인근의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 내에도 제조단지가
존재하고 몇 개의 기업들은 대구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충북 지
역의 경우에도 R&D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생산을 위한 인프
라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R&D와 생산
인프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는 R&D 중심의 인프
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기업들이 인근의 오송을 포함
한 타 지역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개 클러스터의 R&D 및 생산
인프라 상황을 요약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R&D 및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경우는 R&D 중심의 인프라만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했을 때 필요한 생산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9>에는 6개 클러스터 지역별 장비 및 입주 시설과 R&D 및 생산 인프라 관
점의 현황이 요약되어 있는데 산업 인프라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충북 지역은 주
요 장비와 입주 시설, R&D 및 생산 인프라의 균형 관점에서 산업 인프라 여건이 상
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전 지역은 생산 인프라의 확보를 포
함한 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다.
다. 자금과 투자

바이오산업에서는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금 조달을 필
요로 한다. <그림 3>에는 바이오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전형적인 자금 조달 출처
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창업한 바이오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얻기 이전에 정부 보조금, 엔젤의 투자, 벤처캐피탈 자금 등을
활용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과 투자 요인을 지역별 정부 R&D자
금의 활용 현황과 지역별 벤처투자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참고로 정부
R&D 자금의 활용은 지역 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창업 초기의 자금 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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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바이오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출처1)

주 : 1) 성장 단계에 따른 일반적인 조달 방안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자료 : Demian & John (2008)

지역별 정부 R&D자금의 활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표 20>을 살펴보면, 충북
지역의 기업들은 6대 클러스터 중 정부연구비 4위, 과제 수 4위, 과제당 연구비 4위
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바이오산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중하위권 수준이라 볼 수 있
다. 반면, 대전 지역의 경우 6대 클러스터 중 정부연구비 2위, 과제 수 2위를 나타
내고 있으며 과제당 연구비의 경우 6대 클러스터 중 1위를 차지하여 정부 R&D자금
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0> 정부 R&D자금의 활용 현황1)
(단위 : 백만 원, 개)
지역

정부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연구비

전국

239,623

1,000

240

6대 클러스터

134,633

561

240

경기

76,815

298

258

인천

2,473

14

177

강원

14,885

71

210

충북

11,696

64

183

대전

25,605

99

259

대구

3,159

15

211

주 : 1) 2016년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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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클러스터의 벤처투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별 엔젤투자자 수, 창
업투자사 수, 신규벤처투자 금액을 살펴보았다. <표 21>에서 충북 지역은 6대 클러
스터 중 엔젤투자자 수 6위, 창업투자사 수 6위(0)개, 2017년도 기준의 신규벤처투
자 금액이 5위를 나타내고 있어 벤처투자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6대 클러스터 중 엔젤투자자 수 4위, 창업투자사 수 2
위(1)개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벤처투자 금액의 경우 경기에 이어 2위를 나타내고
있어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수준은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벤처투자 여건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두 지역 모두 벤처투
자 여건이 좋지 않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 지역별 벤처투자 여건1)
(단위 : 명, 개, 억 원)
지역

엔젤투자자

창업투자사

신규벤처투자

전국

14,792

120

21,895

6대 클러스터

5,276

11

7,408

경기

3,461

8

4,843

인천

531

0

467

강원

153

1

383

충북

139

0

306

대전

470

1

1,250

대구

522

1

159

주 : 1) 2017년도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년)

충청권의 자금과 투자 요인에 대한 상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충북 지역은 정부
R&D자금 활용과 벤처투자 여건 모두 하위권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대전
지역의 경우 정부 R&D자금 활용은 높은 수준이나 벤처투자 여건은 수도권에 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평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라. 정부 지원

바이오산업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는 달리 국내 바이오산업의 규모와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
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선행 연구들에
서 많이 언급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별 정부의 지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 지원 상황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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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북 지역과 대구 지역에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원 조직인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존재한다.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은 2019년 현재 약 4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정
부지원 예산 규모가 250억 원 수준이다.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경우 2019년
현재 인력 규모가 442명, 정부지원예산 규모가 303억 원에 이른다. 충북 지역과 대
구 지역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중앙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과기부나 산업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충북 지역과 대구 지역
이외의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도 중앙 정부의 기존 조직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
으나 충북과 대구 지역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비해서는 지원의 규모와 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충북 지역과 대구 지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2>에는 정부 지원 현황이 중
앙 정부의 지원 조직/예산 존재 여부와 지방 정부의 담당 조직의 수준이 정리되어
있다.
<표 22> 정부 지원 현황
지역

중앙 정부 조직

지방 정부 조직(실/국, 과, 팀 수준)
1)

경기

별도의 지원 조직/예산 없음

경기도청 연구지원팀, 첨단단지팀

인천

별도의 지원 조직/예산 없음1)

인천시청 첨단산업팀

강원

1)

별도의 지원 조직/예산 없음

강원도청 생명산업팀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국
1)

대전

별도의 지원 조직/예산 없음

대전시청 바이오나노팀

대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시청 의료산업기반과

주 : 1) 중앙 정부의 기존 조직에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별도의 대규모 조직과 예산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자체 분석

한편,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경제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많은 지방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 정부의 지원 정도는 관
련 조직의 규모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지원 조직의 구조를
‘실/국-과-팀’ 단위에서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경우 과학기술과 소속의 연구지원팀
과 첨단단지팀에서 바이오산업 업무와 테크노밸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내 바
이오산업과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신성장산업과의 첨단산업팀에서 자
동차전장 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은 전략산업과 소속
의 생명산업팀에서 클러스터 육성과 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 지역은 미래성장산업과 산하의 바이오나노팀에서 나노산업
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지역의 경우
과 소속의 팀 단위 수준에서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 충북 지역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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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지방 정부의 조직 규모가 더 크다. 먼저, 충
북 지역은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국 단위로 조직되어 바이오산업국 산하에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산업과, 산단개발지원과를 두고 있다. 바이오정책과와 바이오산
업과에는 모두 5개의 팀이 있으며 산단개발지원과에도 3개의 팀이 존재한다. 전체
인력 규모만 60명이 넘는 수준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강력한 바이오산
업 지원 조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혁신성장국 소속의 의료산
업기반과가 지역 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산업기반과에는 메가시티기
획팀, 의료관광팀, 의료서비스팀, 한방뷰티팀이 구성되어 전체 18명 수준의 인력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바이오산업 지원 조직을 살펴본 결과, 충
북 지역의 바이오산업 지원 조직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대구 지역은 중간 규모
로 판단되며 나머지 4개 클러스터 지역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조
직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정부 지원 요인을 지원 조직의 관점에서 6개 클러스터 지역별로 살
펴본 결과, 충북 지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점의 지원이 가장 우수한 수준으
로 평가된다. 반면, 대전 지역은 충북 지역과 같은 중앙 정부의 대규모 조직과 예산
지원이 없는 가운데 지방 정부 차원의 담당 조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파
악된다. 충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정부 지원 요소를 지역 내 바이
오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 지역의 경우 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 창업 활동

바이오 클러스터내 활발한 기업 활동은 창업 활동과 기존 기업의 혁신 활동이 동
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지역 내 창업 활동 요인은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지역별 창업 활동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수와 창업지원 여건 중 하나인 액셀러레이터 의 수를
살펴보았다.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사 현황은 모두 창업 여건에 해당되지만, 보
다 창업 초기에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창업지원 여건의 평가요
소로 보았으며 벤처캐피탈사는 앞서 살펴본 ‘자금과 투자’ 여건의 하나로 살펴보았
다.
지역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수를 보여주고 있는 <표 23>에서 충북 지역의
기업들은 6대 클러스터 중 최근 5년 동안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수가 4위에
1)

1)

창업기업에게 투자와 보육 등을 제공하여 보다 빠른 성장을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창업기획
자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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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쳐 대구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전 지역의 경우
6대 클러스터 중 최근 5년 동안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수가 2위를 차지하
고 있어 경기 지역과 함께 가장 활발한 창업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지역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설립 현황1)
(단위 : 개, %)
지역

최근 5년 설립 수

전국대비 비중

전국

6대 클러스터대비 비중

1,408

100.0

-

6대 클러스터

646

45.9

100.0

경기

344

24.4

53.3

인천

51

3.6

7.9

강원

62

4.4

9.6

충북

59

4.2

9.1

대전

103

7.3

15.9

대구

27

1.9

4.2

주 : 1) 2016년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2018)

표 24>에는 지역별 창업지원 여건을 보여주는 액셀러레이터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충북 지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1개, 언론에 보도된 2018년 상반기 기준
으로도 1개의 액셀러레이터만 존재하고 있어 인천 지역과 함께 초기 창업을 위한
지원 여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전 지역은 2017년도 기준
으로 4개, 언론 보도상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1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 지역, 대구 지역과 함께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

<표 24> 지역별 창업지원 여건1)
(단위 : 개, %)
지역

액셀러레이터 수

전국대비 비중

6대 클러스터대비 비중

전국

56 (104)

100.0

-

6대 클러스터

14 (32)

25.0

100.0

경기

4

(9)

7.1

28.6

인천

0

(2)

0.0

0.0

강원

1

(3)

1.8

7.1

충북

1

(1)

1.8

7.1

대전

4 (11)

7.1

28.6

대구

4

7.1

28.6

(6)

주 : 1) 2017년도 기준 통계, ( )안은 언론(머니투데이, 2018.8월)에 보도된 2018년 상반기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년)

그러나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의 수로 살펴 본 창업지원 여
건의 경우 수도권, 특히 서울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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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모든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이 벤처투자 여건과 같이 창업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충청권 지역의 창업 활동 요인을 벤처기업의 설립과 창업지원 여건의 관점에서 파
악한 결과를 요약하면, 충북 지역의 경우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창업지원 여건 관점
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대전 지역은 6대 클러스터 내에서는 상대적으
로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바. 혁신 활동

특정 바이오 클러스터가 얼마나 활발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
른 기준은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다. 바이오산업이 과학기반 산업의 특
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바이오기업의 혁신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이 중심이 된다. 또
한, 바이오산업은 산업 구성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연계
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생태계 내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별 혁신 활동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지역별로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지역별 클러스터 구성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표 25>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1)
(단위 : 억 원, %)
지역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전국

118,366

7,726

6.5

6대 클러스터

68,375

5,006

7.3

경기

37,589

3,027

8.1

인천

3,183

135

4.2

강원

6,686

406

6.1

충북

14,586

685

4.7

대전

4,311

638

14.8

대구

2,019

115

5.7

주 : 1) 2016년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2018년)

지역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 나타내고 있는 <표 25>를 살펴
보면, 충북 지역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규모는 6대 클러스터 중 2위를 나타내고 있
으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인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반면, 대전 지역의 기업들은 매출액이 충북 지역의 1/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
구개발비 규모는 충북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전국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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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신 활동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작
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력 네트워크의 가동과 성
과는 정성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6개 클러스터 지역의 수준을 직접적
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과 대
전 지역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두 개 지역의 수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일반
적으로 민간 주도형의 자생적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 주도형의 클러스터에 비해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전 지역은 대표적인 민간
주도형의 클러스터인 반면 충북 지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의 클러스터라는 점에
서 상호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은 바이오헬스케어협회라는 대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 내의 바이오기업들 뿐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다양한 지원 조직 등 바이오산
업 생태계의 주요 혁신 주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먼저, 지역의 기업들은 바이
오의약 분야, 체외 진단 분야, 생물 소재 분야의 기업들 40여 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민간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으로는 KAIST, 충남
대, 대전대, 한남대, 배재대 등 지역의 주요 국립대 및 사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을지대학교 병원과 같은 병원, KB나 미래에셋대우 같은 금
융기관, BSR코리아 같은 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CHC LAB같은 연구
시설 및 장비 전문회사 등이 유형별 지원 조직도 협회에 포함되어 있다.
대전 지역의 바이오헬스케어협회는 1997년도부터 지역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모임
을 시작하여 대전 지역의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으로 노력하며 성장해 온
단체이다. 약 20년 동안 조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금의
이름은 201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바이오헬스케어협회의 참여 기업들은 민
간에서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바이오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업 간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해 왔다. 협회의 구성원들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만남과 교류
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양과 질 모두가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참여 기관들이
더욱 다양화되고 포럼, 세미나, 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
로 바이오펀드를 만들어 협회의 기업들에게 투자하였으며, 향후 지역 내 벤처기업들
에게 엔젤투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지역 벤처기업들에게 우수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요컨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협력 네트워크인 바이오헬스케어협회는 지역 내 바이
오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성과 창출은 물
론 지역 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충북 지역의 경우 혁신신약살롱, 오송CEO포럼, 실무자협의회 등의 모임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혁신신약살롱은 대전에서 시작하여 판교와 오송 지역으로 확장된 모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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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자들이 모여 기술에 대한 세미나와 정보 공유를 하는 모임이다. 오송CEO포
럼은 오송 지역 내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중심의 모임인 반면 실무자협의회는 실무자
중심이다. 세 가지 모임 모두 최근에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의 범위나
참여 주체들 사이의 친밀도는 모두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대전의 바이오헬
스케어협회와 같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모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북 지역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은 앞으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충청권 지역의 혁신 활동 요인을 연구개발 투자 활동과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았다. 충북 지역은 연구개발 투자 활동과 네트워크 협력
활동 측면 모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연구개발 활동은 6개 클러스터
중 3개 지역과 비슷하며 네트워크 협력 활동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보이는 대전
과의 상대적 비교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 활동과 네트워크 협력 활동 모두 상대적인 강
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3.

종합 평가

특정 지역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이오 클러스
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공요인들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갖추어야 할 성공요인을 6가지로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별로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상황을 분석하였다. <표 26>에는 충북과 대전 지역
의 성공요인별 상황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 26> 충북과 대전 지역 성공요인별 상황 평가 결과 요약
성공요인

주요 내용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지식과 인력

지식 기반, 전문인력

보통

우수

산업 인프라

장비와 시설, R&D와 생산

우수

미흡

자금과 투자

정부R&D자금, 벤처투자 여건

미흡

보통

정부 지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우수

미흡

창업 활동

벤처 설립, 창업지원 여건

미흡

우수

혁신 활동

R&D투자, 협력 네트워크

보통

우수

주 : 6대 클러스터를 비교한 상대적 분석(혁신 활동의 협력 네트워크는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만을 비교)
자료 : 자체 분석

충북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2가지 요인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자금과 투자나 창업 활동 요인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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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력, 창업 활동, 혁신 활동 등 3가지 요인은 우수하지만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
원 요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6개 클러스터
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와 일부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한 결과이지만 충청권의 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충청권내 충북과 대전 지역
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보
통인 수준의 요인들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
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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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충청권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충청권의 바이오산업 상황 평가를 토대로 충청권의 바
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들은 충북 및 대전 지
역의 바이오산업 발전방안과 충청권 공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
1.

충북지역 발전방안

바이오 클러스터의 6개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보면, 충북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정
부의 지원 요인은 우수한 편이나 지식과 인력 요인, 자금과 투자, 창업 활동, 혁신
활동 요인은 보통이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바이오산업 발
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지역 연구역량 및 인력 전문성 강화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우
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 대
학 활용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연구 및 교육 기관 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3개 국립대와 7개 사립대 및 5개의 전문대와 수
행하는 산․학․연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연
구개발 과제를 주로 산․학․연 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학․연 기술개발과제는 그 자체로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주요 혁신주체들인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업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라는 점에서 수행 과정과
결과 모두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
내 우량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량 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자금 등의 측면에서 우량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참
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대학의 기술 상업화를 더
욱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스턴의 MIT 대학내에
는 기업의 연구소가 존재하여 공동 연구 수행, 연구 인력의 교류, 연구 시설의 공동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샌디에이고대학(UCSD)은 대학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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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술의 상업화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오송 지역의 대학 인프라는 충북 지역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
송 지역 인근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나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와 같이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대학들이 소재해 있다. 두 대학 모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생명정보공학과와 식품
생명공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의용과학대학원이 있으며, 홍익대학교는 바이오화학공
학과와 대학원 화학시스템공학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모두 앞서 살펴본
산․학․연 기술개발과제를 활성화하거나 산․학․연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충북 지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 지역 인근의 대
학들은 행정구역이 세종이거나 대전 지역인 경우도 있으므로, 충북지역에 한정되지
않게 대학의 활용도를 높여 지식 기반과 전문인력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이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결과물 자체와 연구개발 인재를 모두 배출하는 대학원 과정의 중요성이 연구 및 교
육 관점 모두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UST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대학과 함께 연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이 있다. UST 본부는 기초 교양 및 경영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 대학은 전공
에 맞는 일반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출연(연)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을 개설하
여 출연(연) 캠퍼스별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UST 캠퍼스는 전국 곳곳에 연구소별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는데, 충북 지역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분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원캠퍼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송
지역 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원들이 교육 및 연구에 함
께 참여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 장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2030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
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산 전문인력 양성, 핵심 연구인재 양성, 4차 산
업혁명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바
이오헬스 분야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충북의 오송 지역은 입지적인 장점과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라는 명분이 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KTX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고, 정부가 주도한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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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헬스산업의 전문 교육기관을 충북의 오송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주
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전문 교육기관을 오송 지역에 설립하되 두 가지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
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바이오헬스산업이나 의생명과학에 전
문화된 국립특수대학교를 만드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살펴본 UST의 모델을
활용하여 대학원대학교를 만드는 방법이다. 오송 지역은 인근의 대학과 출연(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같이 오송에 소재한 6대 정부(소속)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으며, 첨복
단지가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차
별화된 연구와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바이오산업은 연구 역량 및 인력 전문성을 강화함에 있어, 연구개발 및 생산
분야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전문가 양성을 반드시 포
함해야 한다. 규제과학 전문가들은 인허가 및 임상, 보험정책 및 의료기술평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바이오산업에서 시장 접근(market access)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규제과학 전문가의 공급 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제품 출시의 속도를 높
일 수 있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 확대

충북 지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 요인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자금 공급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
초기의 기업들이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을 받으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받으면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충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단 없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창업 초기에는 정부의 연구보조
금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 후 초기 단계의 정부지원자
금 제도를 창업 초기의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R&D 자금 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연구보조금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시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도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
라 정부 R&D 과제에 필요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동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킹을 지원해 줌으로써 바이오 벤처기업들
이 더 많은 과제 지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의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조직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지
원 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상황에서 자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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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특정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경우 보유 기술의 특수성 때문에 R&D 과제의
수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
른 하나는 창업 초기에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도움을 받는 단계와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여 본격적인 투자를 받는 단계 사이에 자금 지원의 틈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
히, 충북 지역 내에는 중소기업 대상의 창업투자회사와 같은 벤처캐피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충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역 펀드의 적극적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
러 가지의 자금 원천을 통해 충북 지역의 펀드를 생성하고 많은 창업 초기의 기업들
에게 소규모의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전술한 자금 지원의 공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베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지역 내 벤처캐피탈과 같은
민간 투자 인프라가 부족할 때 시 차원의 생명공학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창업 초기의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한, 충
북 지역의 경우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도 차원에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
규모의 펀드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필요 자금 공백
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펀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한 자금 지원의 실행력 제고를 모
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 내 부족한 민간 투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벤처캐피탈 회사의 경우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대상
으로 자금 지원 및 투자 뿐 아니라 기업 성장을 위한 자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클러스터 내 벤처투자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많은
지역에 존재하려고 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와 같은 민간 부문의 투자 인프라를 인위적
으로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투자 인프라는 단
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액셀러레이터나 벤
처캐피탈회사의 지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 공간이나 지원 인력을 보조해 줄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치된 민간 투자 기관들을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많이
이용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 성공사례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 내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을 포함시키고 지역 내
IR과 같은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지역의 혁신주체 네트워크인 바이오헬스케어협회는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
소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거나 IR형식의 행사들을 진행한 결과 실제 대전 지역의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금액이라는 점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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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 및 보육 역량의 강화

바이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 혁신 벤처기업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과학연구를 상업화하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전제조건이라
고 할 수 있다. 특정 바이오 클러스터 내 지식과 인력 여건이 우수하고, 자금과 투
자 여건도 충분하다면 혁신 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북 지역의 경우 이 두 가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혁
신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요자의 특성에 맞
춤화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
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서의 창업은 실
험실 등의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창업 실행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창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공용 인프라로 제공해주는 것
은 지역 내 혁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혁신 벤처기업들
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 지역은 첨복단지 내에
공용시설과 장비,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도 아이디어와 인력만 갖추어져 있다
면 바로 창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도 랩 센트럴과 같은 공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의 제공은
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 지역의 창업 활성화에도 첨복단지의 인프
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가용한 공용장비의 규모와 수준을 늘리거나, 개인 및 공용 실험실, 개인 및 기업 사
무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혁신 창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지원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이나 금융 측면의 요구사항을 듣고 간단한 수준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깊
이 있는 서비스는 전문회사에 연결해 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과정
이나 기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첨복단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
하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산업에서의 창업은 대학, 연구소, 병원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창업 배태조직을 가지므로 연구자들의 실제 창업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창업
교육과 보육 과정을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술을 상업화하는
현실 감각을 다루는 내용, 일방적 강의가 아닌 토론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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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북 지역 내 창업 및 보육 기능은 다양한 기관
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차별화된 창업 및 보육 과정을 도
입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IBE Team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
스턴의 IBE Team은 전문화된 창업 교육과 중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먼저 기
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병원에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IBE Team의 창업 교육은 창업에 서툰 연구자들에게 현실적인 감각과 기술 상업화
스킬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둔다. 실질적인 교육 과정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
라 며칠에 걸쳐 강의, 토론, 워크숍의 형태가 이용된다. 교육 대상인 연구자들은 자
신들의 연구 아이템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망한 기술이 발굴되고
이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연구나 특정 기술에 대
해서는 바로 초기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연계되기도 한다.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창업
배태조직인 대학, 연구소, 병원의 연구자들에게 맞춤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
들의 창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충북 지역에도 기존의 일
반적인 창업 및 보육 과정이 아니라 혁신 주체인 연구자들의 창업에 꼭 필요한 지식
을 전달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의 다양
한 전문가들(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이 주도하는 차별화된 창업 및 보육 과정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킹 강화

바이오산업의 특성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협력을 매우 강하게 요구
한다. 바이오산업은 제품 개발 및 기업 성공에 이를 때까지의 위험이 높고, 필요한
지식의 매우 광범위하며, 반복적인 실험 등을 통해 누적되는 지식들을 활용해야 하
는데, 이러한 특성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산업 내 혁신 주체들 사이의 연계
와 협력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바이오산업이 발전해 온 클러스터는 지
역 내 혁신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가 주도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력 네트워크가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주도형
클러스터인 충북 지역의 경우 현재의 협력 네트워크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
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충북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어
미국 샌디에이고 클러스터의 CONNECT 조직 사례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샌디에
이고 클러스터와 보스턴 클러스터는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자생적 바이오 클러스터
이지만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보스턴 지역의 혁신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해 왔지만 샌디에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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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혁신 네트워크는 CONNECT라는 비영리 자립 조직에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통
해 발전시킨 사례이기 때문이다. CONNECT 조직의 사례를 토대로 충북 지역의 협
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연구자, 기업자, 투자자
등의 연락처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와 전문 강좌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신약살롱, 오송CEO포럼, 실무자협의회 등은 제1
단계에 필요한 내용의 일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임의 참
여 주체가 한정적이라는 점과 참여 주체들이 자신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데 2단계의 노력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들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혁신
주체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고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및 신
기술, 투자, 경영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창업과 투자자 확보, 인
적 교류와 물적 교류 등이 발생하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가 지역 클러스터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충북 지역의 강화된 혁신 네트워크도 향후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바이오산업의 기회
와 위협을 확인하고 개별 기업이나 기관 수준이 아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충북 지역의 혁신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공공으
로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산업의 핵심 성공요인인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 성장
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샌디에이고 및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모두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지역 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충북 지역 내 혁신 주체 네트워크도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기타 제안

충북 지역의 바이오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충북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 기업들과 뛰
어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충북 지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장비, 생산부지, 입주 시설
등의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
써 많은 바이오산업 내 기업들과 인재들이 오송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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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벤처기업을 오송 지역으로 유치함과 아울
러 현재 충북 지역에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조직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인프라이자
정부 지원조직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계속되
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본연의 지원 업무가 약화되어 현재 충북
지역의 강점인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요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충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가 기존
의 산업 인프라 및 정부 지원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가
지역의 정주여건이다. 정주여건은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많은 선
행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실제 오송 지역의 바이오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정주여건이 많이 거론된다.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치한 기업과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
건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여건은 주거, 교통, 교육, 문
화 여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
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단기 개선 계획과 장기 개선 계획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대전지역 발전방안

앞서 논의한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의 내용들은 대전지역에도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추
가적인 노력을 통해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대전지역
이 미흡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대전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가. 바이오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대전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 내 성장하는 바이오기업들에게 생산 부지를 제공하
지 못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
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게도 본사와 멀리 떨어진 생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동·둔곡 지구가 완성될 경우 성장한 지역 바이
오기업들의 생산 공장 부지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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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생산 시설의 부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신동·둔곡 지
구로 충분한 생산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글로벌 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대동·금탄
지구의 활용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 지역의 경우 6대 클러스터 중 바이오산업 내 벤처창업 비중이 매우 높
으나 이들 창업 기업들이 자유롭게 입주하고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
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 테크노파크의 바이오벤처타운이 창업 및 보육을
지원하고 공간 및 장비 제공 등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창업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바이오벤처타운은 약 15년에 걸쳐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보
육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입주했던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이르는 성
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의 바이오벤처타운 운영 모델을 복제한 제2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급증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창업 지원 수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위치는 현재 바이오벤처타운의 인근 위치를 새롭게 선정
하는 방법과 새로이 조성되는 신동·둔곡 지구에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
재 바이오벤처타운의 인근 위치는 기존의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 새롭게 조성되는 신동·둔곡 지구는 기존의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입주
할 뿐 아니라 R&D와 생산이 결합된 위치라는 장점이 있다. 어떤 곳에 위치하더라도
거기에는 제2의 바이오벤처타운에는 시설 및 장비, 입주 공간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
소와 전문 직원 및 운영 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한편, 대전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
수한 정주여건이다. 기존의 연구개발 단지나 산업 단지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충실
한 개발이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정
주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부족했다. 정주여건의 구성요소는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업무 단지 자체의 여건이고 하나는 인근을 포함한 거주와 출퇴근 여건이
다. 먼저, 업무 단지 자체의 여건이란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뿐 아니라 단지 내 혹은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퇴
근 후 주변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어
야 한다. 또한, 독신자가 거주하거나 기혼자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의 경우에도
단지 내 인프라로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단지 인근을 포함한 거주와 출
퇴근 여건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교육과 생활 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
서 업무 단지로 통하는 교통 여건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우수 인재들이 편하게 출
퇴근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인근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
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우수인재의 유치와 유지가 가능해지고 그러한 인
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의 유치와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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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제2의 바이오벤처타운에 대한 위치 선정 등은 지역 내 창업 초기 기
업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동·둔곡 지구의 정주 여건 구축과 관련된 내용도 입주 예정 기업이나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지역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대전 지역은 6개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 중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 요인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앙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특구 사업, 지방 정부 차원의
바이오벤처타운 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전 지
역이 충북이나 대구와 달리 정부 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아니고 민간에서 자생적
으로 발전해 온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현재의 지원 수준이 낮게 파
악되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 4월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을 방문하고 대전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랩 센트럴 모델을 대
전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 대전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
성 전략을 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 기존의 대덕특구와 현재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신동·둔곡지구를 연결하여 신(新)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대동·금탄 지구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노력들은 민간 부문과 함께 지자체의 공공 부문
이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현재 바
이오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바이오나노팀의 2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를 적
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바이
오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 전담
조직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대전 지역의 전담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그림 4>와 같은 충북 지역의 조
직 구조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 중 지
방 정부의 지원 조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의 바이오산업국
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바이오정책과), 지역 바이오산업의 개별 분야(바이오산업
과), 지역 내 산업단지(산단개발지원과)를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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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전담조직 운영 사례

자료 : 충북도청 홈페이지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과’ 수준의 조직은 아니더라도 지역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정책, 산업 지원, 산업 단지를 각각 담당할 업무단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담당자는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담당자는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
며, 산업단지 담당자는 신동·둔곡지구나 대동·금탄 지구와 같은 대규모 단지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산업 지원 조직 중 가장 규모
가 큰 충북 지역의 바이오산업 조직 구조, 역할과 책임 등을 참고하여 대전시 전담
조직의 단계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조직 확대에 따른 지원 업무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글로벌사업 추진기반 강화

대전 지역의 바이오산업은 R&D역량 기반의 창업과 초기 성장은 비교적 잘 이루
어지고 있으나, 우량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두 가지 경
로에서 제약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성장 경로의 제약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지역
내 생산부지가 부족하여 대전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성장
한 기업들에게 생산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내 신동·둔곡지구나 대동·금탄 지구
를 통해 향후에는 지역 내 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성장 경로
의 제약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전 지역 바이오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해외 시장을 무대로 한 글로벌사업을 추
진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실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예
를 들면 바이오산업 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뿐 아니
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과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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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인허가 규정 등 해외 인·허가기관별 규제 정보를 잘 알아야 가능하나 개별 기
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담당
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하는 것도 해외 임상 및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정
보와 네트워크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은 대전시 차원에서 해외전시회 등에 지역
공동의 전시회 참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R&D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전시회를 운영하는 경우 전시회에서 더 많은 이해관계
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 전시회를 민관이 공동으
로 기획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유명한 전시회를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전시회의 명성에 비례하여 좋은 네크워크 형성과 비즈니
스 성과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보다 전문적으로 바이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 주요국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을 운
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조직은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규제 동향 파악은 국가별 안정성 시험자료나 현지 임
상시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인·허가 지원의 경
우는 각국의 인허가 절차 안내 및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과정의 비용
지원이나 애로사항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각국의 주요 단체와 정
기적인 교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대전시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보스턴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KABIC)와 바이오산업분야 교육, 연구개
발, 비즈니스, 인적교류, 학술대회개최 등을 위한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협
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보스턴으로의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경우 해외
진출과 관련된 노하우도 축적될 것이다.
대전 지역 내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단기와 장
기 과제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단기
과제는 현재까지의 해외 진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
안, 즉 보스턴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KABIC)와의 협력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조직 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될 것이다. 장기 과
제는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내 전문적인 해외진출 지원 조직을 구
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에 따르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과의 상호인증을 확대하고, 현지 진출을 지원하
는 인력 및 사무소를 확대하며, 정부 간 협력 채널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과제들과 예산이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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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된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개방형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산업 생태계의 개념이 잘 적용되는데 해당 산업의
참여자이자 구성 주체들이 형성되고 이들 간의 관계 형성 및 상호 연결이 강화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을 도모하는 모델이다.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은 산업 생태계
를 구성하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주된 역할을 잘 수행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혁신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주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혁신 주체들이 자신의
주된 역할과 역량, 그리고 사적인 동기를 넘어선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의 협력은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다.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대학, 연구기관, 병원, 벤처기업, 대형제약
사 등 핵심적인 혁신 주체들 뿐 아니라, CRO/CMO 등 전문기업, 벤처캐피탈 등 투
자가, 식약처 등 규제기관 등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들도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생
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연구소-병원-기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
다는 점에서 병원을 생태계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병원이 바이오산업 생태계
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역할인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소나 기업과 협력하
게 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대형제약사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
출 및 외국 기업에의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전 지
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CRO 서비스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들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 주체들이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협력을 도
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생태계 내 혁신 주
체들이 자신의 주된 역할을 넘어서는 개방형 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생태계 전체가 매우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다. 해외에서는 신약개발 단계에서 후보물질 발굴 및 스크리닝(screening) 단계에서
스크리닝 결과를 일반대중에 공개하거나 표적 발굴연구 단계에서 화합물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로 하거나 협력 기업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지식들을 외부와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바이오산
업 생태계 내 공동의 문제해결이나 경제적·시간적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으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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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회피하거나 이종 분야의 협력 및 기술의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바이오헬스케어협의회를 통해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져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생태계에 창업한 초기 벤
처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역 내 개방형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대전시는 의약분야, 의료기기 분야별로 병원 연
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연구기관-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파일럿 사례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정 주제
에 대한 다자간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빈도의 상호교류와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3.

충청권 공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여기에서는 충청권 공통의 개선 과제와 충청권 시너지 창출 과제로 구분하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충청권 공통의 개선 과제에서는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이
모두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논의하고 충청권 시너지 창출 과제에서는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이 서로 협력하여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가. 공통의 개선 과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혁신 주체들은 대학, 연구소, 병원, 벤처
기업, 대기업, 투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계와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기술의 상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연구를 담당하는 병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은 아직 작은 편이며, 충청권인 충북과 대전 지역은 향후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충북 오송 지역에
는 임상전문병원으로 베스티안 병원이 개원하였고 대전 지역의 경우 대전시가 중심
이 되어 기업과 병원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이 커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
는 연구중심병원이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의 충북 지역과
대전 지역에 도 지역 내 대표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
요하다. 다만, 연구중심병원의 선정과 운영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병원이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제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전
국에 109개 병원이 지정되었고 충청권에도 상대적으로 개수는 적지만 충북 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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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전 지역 4개가 지정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의료진들은 진료 분야의 전문가이
며 많은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규모의 병원 특성상 특정 질환에만 전문 영역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하여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충북과 대전 지역은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우수 인재를 유
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우수 인재들이 충청권 지역에 모이고 머물게 하
기 위해서는 지역내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처우와 지역의 정주여건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먼저, 가장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수도권 기업들과의 처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당분간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
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지역의 전망 있는 벤처기업
의 경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스톡
옵션과 같은 유인책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는 정부의 내일채움공
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자들의 초기 실질 임금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지는데,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여 1천 6백만 원이 되
도록 하는 것이고, 3년형은 3년간 근무하며 6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
로 3천만 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
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 기
금을 통해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
이다.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
주여건이라는 것이 거주,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정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나. 시너지 창출 과제

이미 바이오 클러스트가 형성된 충북과 대전, 그리고 인근 세종지역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로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 지역에서 바이오 클러스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
최근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인근 지역이나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들과 연계하는 추세
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충북 또는 대전 바이오 클러스터의 범위를 넘어
서는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세종 지
역의 경우 오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여건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종 지
역 내 바이오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 세종 지역에 설립되는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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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의과학원이나 충남대의 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와 같은 기관과의 연계 및 시너
지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 대덕 지역의 R&D와 창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충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대덕의 연구개발
기능과 오송의 생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대덕 지역의 주거 인프라도
오송의 정주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충청권 광역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지역인 충북, 세종, 대전 지역은 지역별 경제
발전이나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관점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
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기주의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특정 지역이 독점해야 하는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성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들과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지역의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출발점으로 충북, 대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충북대와 충남대가 서로 연합하여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세종 지역에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향후 세종시에 카이스트의 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의 의학바이오융합대학이 공동캠퍼
스 형태로 설립되는데, 충북대학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충북과 대전 지역의
대표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 분야의 교육기관을 충북이나 대전이 아닌 중립
지역 세종에 입지를 시킨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세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연구 및 교육의 성과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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